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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미숙아는 재태기간 주 미만에 출생한 신생아를 의미하며37 ,

출생시 체중이 미만인 저체중출생아의 약 를 차지2500gm 70%

한다 우리나라의 미숙아 출생률은 년에 였고. 1980-1982 9.2%

년에는 약 정도이다김미예 등1999 4% ( , 1999).

미숙아는 정상 만삭아와는 달리 호흡중추 미성숙으로 인한

무호흡과 불규칙한 호흡 비효율적인 체온유지 빠는 반사와, ,

삼킴 반사의 부족으로 인한 영양부족 및 감염에 대한 민감성

등의 생리적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Whaley & Wong, 1999).

신생아중환자실은 여러 기계들의 소음과 밝은 조명 등 미

숙아들에게 안락한 환경이라기보다 오히려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미숙( , 2000 ; White-Traut &

뿐만 아니라 미숙아들은 출생 후 보육기Tubeszewski, 1986).

내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장기간의 세심한 간호를 요하게 되

며 보육기내의 환경은 미숙아들이 경험하던 자궁내의 환경과,

는 매우 달라 미숙아들은 지속적인 불쾌한 소음과 부적절한,

조명 딱딱한 바닥과 벽을 접하게 된다, (Blackburn, 1998).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스트Zahr(1995)

레스 환경이 미숙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전체 대,

상자 중 의 미숙아에게서는 산소포화도의 갑작스러운 감14%

소와 에서는 심박동수의 갑작스러운 증가 그리고 에16% 13%

서는 호흡수의 증가를 유발했으며 의 미숙아가 소음에 대43%

한 반응으로 안절부절하거나 울음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의 비정상적

인 스트레스 환경은 미숙아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산소포화도 감소 심박동수 증가 뇌내압의 증가 무호흡 말, , , ,

초혈관수축 위장관 운동 저하 침과 위액의 분비 변화 코티, , ,

졸 카테콜라민 등의 분비를 일으키고 수면을 방해하며 정상,

성장 발달을 방해한다(Miller, 1974; Long, Philip, & Lucey,

고 보고되었다1980) .

한편 Kenny, Garcia-Prats, Hillard, Corbet & Rudolph(1978)

는 미숙아의 스트레스에 대한 활력징후의 반응으로 교감신경

의 자극으로 인한 심박동수 증가와 혈압 상승이 있으며 특히

혈압은 미숙아 사망원인의 하나인 두개 내 출혈에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

이렇게 취약한 환경에 놓인 미숙아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감각 자극을 제공하여 미숙아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많은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신생아중환,

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게 감각 자극을 제공하여 스트레스호

르몬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내외 연구는 총 편국내 편 국4 ( 2 ,

외 편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중 국내 연구로서 박경란2 ) . ,

과 이군자 는 촉각 및 운동 등의 감각을 제공한(1999) (1999)

결과 박경란 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노에피네프린치, (1999)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이군자 는 실험군, (1999)

과 대조군 간에 코티졸이나 노에피네프린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외 연구로는. Acolet et al.(1993)

이 촉각과 운동 자극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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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에 코티졸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은, Marlene(1975)

쓰다듬기의 자극을 실험군에게 제공한 결과 대조군보다 혈장

내 코티졸치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미숙아의 스트레스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공된

자극의 종류는 주로 촉각과 운동 자극이었고 그 효과는 다양

하였다 따라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게 촉각이.

나 운동 자극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호 전략

이 그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일관된 연구 결과의 축적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가 미숙아에게

마사지를 적용하여 스트레스호르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미숙아에게 제공한 마사지가 미숙아의 뇨 중 스트레스호∙

르몬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연구 가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마사지를 받은 실험군과 마사지를 받지 않은 대조군1 :

간에는 중재 전 후의 뇨 중 코티졸 호르몬의 변화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마사지를 받은 실험군과 마사지를 받지 않은 대조군2 :

간에는 중재 전 후의 뇨 중 에피네프린 호르몬의 변화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마사지를 받은 실험군과 마사지를 받지 않은 대조군3 :

간에는 중재 전 후의 뇨 중 노에피네프린호르몬의 변화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용어 정의
미숙아•

재태기간 주 미만에 출생한 신생아로 본 연구에서는 선37

천성 기형이 없고 인공호흡기 관리나 정맥주사와 같은 침습

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를

말한다.

마사지•

이론적 정의 근육을 자극하여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순환을 증가시켜 세포에의 영양공급을 증진시키고 조직과,

근육의 혈액 순환을 자극시킬 목적으로 피부를 두 손으로

부드럽게 마찰하는 것이다김금순( , 200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Field, Grizzle, Scafidi,∙

이 개발한 감각 자극 프로토콜Abrams & Richardson(1996)

을 이용하여 촉각 및 운동자극으로 구성된 마사지 프로그

램을 미숙아의 얼굴 가슴 배 팔 다리 및 등의 순서로, , , ,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미숙아에게 마사지를 제공한 실험군과 자극을

제공하지 않은 대조군간의 뇨 중 스트레스 호르몬치의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이다.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간호실에 입원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에 적합한 미숙아

를 대상으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자료수집한 결2002 3 2003 8

과 미숙아 수는 대조군 명 마사지군 명이었다 연구대상27 , 31 .

자의 대조군과 마사지군에의 배정은 입원한 순서대로 대조군

과 마사지군으로 번갈아 배정하였으며 대조군과 마사지군은

실험조건을 제외하고는 연구기간 내내 동일한 상황이 유지되

었다.

다음은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다.

재태기간이 주미만의 미숙아37∙

패혈증 수유 장애 및 선천성 기형이 없는 미숙아,∙

생리적 체중 감소가 회복되는 시기의 미숙아∙

호흡과 관련된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미숙아∙

정맥주사나 광선 치료 등 특별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숙아

미숙아의 어머니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

락한 경우

연구 도구
뇨 중 스트레스 호르몬 측정•

시간 소변오전 시 다음날 오전 시은 채뇨대를 회음24 ( 6 - 6 )

부에 부착시켜 수집하였다 수집된 소변은 냉장고에 넣어 보.

관하였고 검사물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에피네프,

린 노에피네프린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시간 뇨 중, . 24

코티졸과 에피네프린 및 노에피네프린은 방사선면역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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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하였다(RIA) .

마사지 실험 처치
마사지•

본 연구자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연구

보조원은 주존슨 앤 존슨에서 개최한 신생아 마사지 워크숍( )

에 참석하여 의 마사지 요법을 교육받았으며Field et al.(1996)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제공하는 마사지 처치의 일치성을 높

이기 위하여 의 감각자극 프로토콜 내용을Field et al.(1996) 1

일 회 일 동안 반복 훈련을 하였다3 , 5 .

마사지 요법은 총 분간 실시하며 마사지를 실시하기 전15

에 연구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따뜻하게 한 후 미숙아를 앙

와위로 편안하게 눕힌 상태에서 적당한 양의 베이비 오일을

사용하여 미숙아의 얼굴 가슴 배 팔 다리 및 복위를 취한, , , ,

상태에서 등의 순서로 두부에서 미부로 중심부에서 말초부로,

약간의 압력을 가해 쓰다듬는 감각 자극을 각 부위에 회씩6

제공하였으며 회 마사지를 제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분1 15

이었다.

또한 마사지는 선행 연구 결과김은주 김희숙( , 2000; , 1996;

송희승 이군자 최소영 를 토대로 실험, 2000; , 1999; , 2002) 10

일 동안 하루에 번 즉 수유 시간 전인 오전 시와 오후2 , 1 11 8

시에 각각 제공하였는데 이는 수유 후 구토 문제를 예방하고,

배고픈 시간을 피하며 수유 시간 전에는 수유 후보다 감각, 1

자극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고 조용히 깨어 있어 안정상태를

보인다는 결과에 근거하였다.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대학병원의 간호부장 승인S

을 받았고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으며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수간호사를 만나 연구진행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미숙아에게 실험 일째 대조군과 마1

사지군에서 실험 처치를 제공하기 전에 모든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과 뇨 중 스트레스호르몬을 사정하였다.

그 후 마사지군은 오전 시와 오후 시에 각각 마사지를11 8

회 분 동안 일간 제공하였으며 실험 일째 뇨 중 스트1 15 , 10 10

레스호르몬을 다시 측정하였다 한편 대조군은 신생아중환자.

간호실에서 간호사가 평상시대로 제공하는 간호행위만을 받았

고 일째에 뇨 중 스트레스호르몬을 측정하였다10 .

이상의 연구진행절차를 요약하면 표 과 같다< 1> .

표 연구진행절차< 1>
분 류

실험 기간

실험 일1 실험 일2 ......... 실험 일10

대조군 O1 ......... O2

마사지군 O1 X1 X1 ......... X1 O2

X1 마사지 제공:

O1 일반적 특성 뇨 중 스트레스호르몬 측정: ,

O2 뇨 중 스트레스호르몬 측정: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PSSWIN 10.0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및 평균 표준편차, ,∙

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동질성 검정은 를 이용하였다t-test .∙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뇨 중 스트레스 호르몬의 정도와∙

차이 검증은 평균 표준편차 및 로 검증하였다, t-test .

연구의 제한점
연구의 대상자가 일개 병원에 국한되어 연구의 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2>
특성

대조군(n=27) 마사지군(n=31)
t p

평균 표준편차( ) 평균 표준편차( )

출생시 체중(g) 1884.81(644.78) 1771.94(425.26) .79 .42

재태기간주( ) 32.46( 3.34) 32.75( 2.65) -.37 .70

심첨 맥박수 150.07( 10.03) 148.96( 5.35) .53 .59

호흡수 49.33( 4.31) 50.51( 2.12) -1.35 .18

회 평균수유량 회1 (cc/ ) 33.70( 5.81) 34.06( 5.49) -.24 .80

코티졸( g/day)μ 1.19( 1.81) 1.14( 1.19) .12 .90

에피네프린( g/day)μ 0.21( 0.48) 0.32( 0.28) -1.09 .27

노어에피네프린( g/day)μ 0.56( 0.30) 0.36( 0.54) 1.6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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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다음

과 같다 표< 2>.

출생 시 체중 과 재태기간 은 대조(t=.79, p>.05) (t=-.37, p>.05)

군과 마사지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심첨 맥박수 사전 호흡수(t=.53, p>.05), (t=-1.35, p>.05)

및 사전 회 평균수유량 도 대조군과 마사지군1 (t=-.24, p>.05)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시간 소변 내 포함된 코티졸 에피네프린24 (t=.12, p>.05),

및 노에피네프린 은 대조군과 마(t=-1.09, p>.05) (t=1.68, p>.05)

사지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실험기간 동안 대조군과 마사지군의 뇨 중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량

대조군과 마사지군의 제 일과 일째에 대한 뇨 중 스트1 10

레스호르몬 변화량의 평균 비교는 표 과 같았다< 3> .

뇨 중 코티졸의 변화량 은 제 일째의 뇨 중 코티졸(dcorti) 10

호르몬치에서 제 일째의 뇨 중 코티졸 호르몬치를 뺀 차이1

이며 뇨 중 에피네프린의 변화량 은 제 일째의 뇨 중, (depi) 10

에피네프린 호르몬치에서 제 일째의 뇨 중 에피네프린 호르1

몬치를 뺀 차이이고 뇨 중 노에피네프린의 변화량 은, (dnorepi)

제 일째의 뇨 중 노에피네프린 호르몬치에서 제 일째의10 1

뇨 중 노에피네프린 호르몬치를 뺀 차이 등으로 표기하였으

며 실험 기간동안에 마사지군에서 코티졸과 노에피네프린 호,

르몬 변화량의 평균이 감소되었다 표< 3>.

표 마사지군과 대조군의 뇨 중 스트레스 호르몬< 3>
변화량의 평균 비교
실험기간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량

대조군 마사지군

평균표준편차( ) 평균 표준편차( )

dcorti* .65(1.22) -.86(1.27)

depi* .02( .53) .24( .62)

dnorepi* .21( .91) -.07( .42)

dcorti* 제 일째의 뇨 중 코티졸 호르몬치 제 일째의 뇨 중= 10 - 1

코티졸 호르몬치
depi* 제 일째의 뇨 중 에피네프린 호르몬치 제 일째의 뇨= 10 - 1

중 에피네프린 호르몬치
제 일째의 뇨 중 노에피네프린 호르몬치 제 일째의dnorepi*= 10 - 1

뇨 중 노에피네프린 호르몬치

연구 가설 검정
본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마사지군과 대조군 간에 중재 전 후의 뇨 중 코티졸 호르“

몬의 변화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정하기 위해 두 군간”

의 코티졸 호르몬 변화량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표(t=4.61, p=.000)< 4>.

따라서 마사지를 받은 군은 마사지를 받지 않은 군에 비해

코티졸 호르몬의 변화량이 유의하게 적어 마사지가 효과적이

었다.

가설< 2>

마사지군과 대조군 간에 중재 전 후의 뇨 중 에피네프린“

호르몬의 변화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정하기 위해 두”

군간의 에피네프린 호르몬 변화량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t=-1.40, p=.165)< 4>.

가설< 3>

마사지군과 대조군 간에 중재 전 후의 뇨 중 노에피네프린“

호르몬의 변화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정하기 위해 두”

군간의 노에피네프린 호르몬 변화량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t=1.56, p=.124)< 4>.

논 의

본 연구는 미숙아를 대상으로 마사지를 제공하여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미숙아에게 마사지를 제공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미숙아의 스트레스호르몬 중 코티졸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는 이 촉각과 운동 자극Acolet et al.(1993)

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코티졸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은 미숙아 실험군에게, Marlene(1975)

쓰다듬기의 자극을 제공한 결과 대조군보다 혈장 내 코티졸

치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숙아에게 촉각 및 운동 자극을 제공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뇨 중 스트레스호르몬 중 노에피

네프린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이군자 가 미(1999)

표 마사지군과 대조군 간의 뇨 중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량의 평균의 차이검정< 4>
스트레스 호르몬 군 N 평균 표준편차( ) t p

코티졸
대조군 27 .65(1.22)

4.61 .000
마사지군 31 -.86(1.27)

에피네프린
대조군 27 .02( .53)

-1.40 .165
마사지군 31 .24( .62)

노에피네프린
대조군 27 .21( .91)

1.56 .124
마사지군 31 -.0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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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아에게 촉각 및 운동 자극을 제공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뇨 중 코티졸이나 노에피네프린치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박경란, (1999)

이 미숙아에게 촉각 및 운동 자극을 제공하여 연구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미숙아의 뇨 중 스트레스호르몬 중 노

에피네프린치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 결과와는 상반

된다.

이와 같이 같은 종류의 감각 자극을 제공하더라도 이러한

감각 자극이 스트레스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아직

논란이 많은데 즉 신생아들은 저산소증이나 저혈당증 등 스.

트레스 상황 하에서 스트레스호르몬인 코티졸 에피네프린, ,

노에피네프린 등을 분비할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

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되는 침습적인 시술은 통증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며(Barker &

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시행할 경우Rutter, 1996),

스트레스호르몬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촉각이나.

운동 자극이 미숙아의 발달과 정서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효

과를 가진다면 이러한 감각 자극을 받은 경우 스트레스호르

몬의 분비량은 감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촉각 운,

동 등의 감각 자극이 주어진 후 오히려 스트레스호르몬의 분

비가 증가하였다는 보고도 있다(Kuhn, et al., 1991).

본 연구에서 미숙아에게 제공한 마사지가 미숙아의 스트레

스호르몬인 코티졸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결과는 스트

레스호르몬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관련 생리적 지수산소포화(

도 심박동수 호흡수를 연구한 송희승 과 스트레스 관, , ) (2000)

련 행동 상태조용한 수면 상태에서 울음 등를 연구한 김미( )

숙 의 연구결과와도 비교해 볼 수 있는 데 이는(2000) , Zahr

가 신생아중환자실의 스트레스 환경이 미숙아에게 미치(1995)

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전체 대상자 중 의 미숙아에게서, 14%

는 산소포화도의 갑작스러운 감소와 에서는 심박동수의16%

갑작스러운 증가 그리고 에서는 호흡수의 증가를 유발했13%

으며 의 미숙아가 소음에 대한 반응으로 안절부절하거나43%

울음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결과와 여러 연구, (Miller, 1974;

결과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의 비정상적인 스Long et al., 1980)

트레스 환경이 미숙아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산소포

화도 감소 심박동수 증가 뇌내압의 증가 무호흡 말초혈관, , , ,

수축 위장관 운동 저하 침과 위액의 분비 변화 코티졸 카, , , ,

테콜라민 등의 분비를 일으키고 수면을 방해하며 정상 성장

발달을 방해한다고 보고한 결과 이 미숙아Kenny et al.(1978)

의 스트레스에 대한 활력징후의 반응으로 교감신경의 자극으

로 인한 심박동수 증가와 혈압 상승이 있다고 보고한 내용

등에서 그 근거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미숙아에게 마사지를.

제공한 결과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심박동수가 유의하게 낮

았고 산소포화도는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고 보고한 송희승,

의 연구결과와 미숙아에게 마사지를 제공한 결과 실험군(2000)

에서 대조군보다 미숙아의 보챔 울음 상태를 감소시키고 수면,

이나 조용히 깨어있는 상태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한 김미숙

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생각된다(2000) .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의 측정인 미숙아의 스트레스호르몬

측정을 위해서 시간 뇨 중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하는 방24

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혈액내의 카테콜라민은 어떤 자극을.

준 뒤 그 변화량으로 자극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는 부적절

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혈액 내 노에피네프린이나 에피,

네프린은 자극 후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증가하고 그 반감

기가 약 분 정도로 매우 짧아 스트레스 정도를 제대로 반영2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 뇨 중. 24

카테콜라민의 변화량으로 마사지 자극이 스트레스호르몬 분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뇨 중 카테콜라.

민 역시 불안정한 상태라 수집 즉시 뇨의 산성화가 필요하며

냉장 보관해야 하고 신생아에서 채뇨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

이 있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스트레스호르몬이나 스

트레스 관련 생리적 지수나 스트레스 행동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마사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도 미숙아에게 다양한 다른 자극들을 제공한 연구들이 있는

데 미숙아에게 음악 요법 등의 청각 자극을 제공한 연구들,

김은주 조헌하 은( , 2000; , 2000; Caine, 1991; Standley, 1998)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스트레스 행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거

나 심첨 맥박수와 호흡수 및 혈압이 유의하게 안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미숙아에게 물침대 등 전정 자극을 제공한.

연구들(Avery, et al., 1994; Hayes, 1980; Korner, et al., 1982)

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무호흡과 저산소

증 및 불안정한 움직임이 감소되었으며 깊은 수면이 증가되

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미숙아들이 출산 전에 경험하던 자

궁내의 환경과는 달리 여러 기계들의 지속적이고 불쾌한 소

음과 부적절한 밝은 조명 딱딱한 바닥 등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신생아중환자실이라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

문에 미숙아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감각 자극을 제공하여 미

숙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더 나아가 성장 발달을 증

진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에.

서 미숙아에게 제공된 긍정적인 감각 자극의 종류나 형태가

다양하며 그에 따른 연구 결과도 일관성이 부족하므로김은(

주 이군자 이명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 2003; , , 2002)

숙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호 전략의 명확한 근거의

마련과 간호중재에 대한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는 계속적인 활발한 연구와 반복적인 연구 활동으로 연구 결

과의 일관된 누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유 경 희

130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1(1), 2005 1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는 신생아중환자간호실의 간호사가 미숙아에게 마사

지를 제공하여 미숙아의 뇨 중 스트레스 호르몬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설계는 대조군과 마사지군 간에 미숙아의 뇨 중 스트

레스호르몬치에 차이를 보이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이고 연구대상자는 일개 대학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로서 대조군 명 마사지군27 ,

명 등이었다31 .

마사지군에게는 의 마사지 프로토콜에 의Field et al.(1996)

한 마사지 요법을 일 회 일동안 제공해주었고 대조군은1 2 , 10 ,

신생아중환자간호실에서 간호사가 평상시대로 제공하는 간호

행위만을 받았다.

가설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사지군과 대조군 간에 중재 전 후의 뇨 중 코티졸 호“∙

르몬의 변화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정하기 위해 두”

군간의 코티졸 호르몬 변화량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한 결

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61, p=.000).

마사지군과 대조군 간에 중재 전 후의 뇨 중 에피네프린“∙

호르몬의 변화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정하기 위해”

두 군간의 에피네프린 호르몬 변화량의 평균의 차이를 검

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40, p=.165).

마사지군과 대조군 간에 중재 전 후의 뇨 중 노에피네프“∙

린 호르몬의 변화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정하기 위”

해 두 군간의 노에피네프린 호르몬 변화량의 평균의 차이

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56,

p=.124).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본 연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

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입원한 미숙아에게 마사지를 제공하

여 그 효과를 검증한 결과 미숙아의 뇨 중 스트레스 호르몬

인 코티졸 호르몬의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한 미숙아의 스트레.

스 정도를 감소시켜주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미숙아의 성장

발달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며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언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른 종속변수를 선택하여 마사지 자∙

극이 미숙아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마사지를 제공하여 미숙아의 스트레스호르몬에 영향을 미∙

치는 연구결과의 일관성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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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Massage on Stress Hormone in Premature InfantsThe Effects of Massage on Stress Hormone in Premature InfantsThe Effects of Massage on Stress Hormone in Premature InfantsThe Effects of Massage on Stress Hormone in Premature Infants
Yoo, Kyung-Hee

1)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valuate the effects of massage on the level of stress hormone in the urine in

preterm infants. Method: The design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quasi experimental

study. Fifty-eight preterm infant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31) or control group(27).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002 to August 2003. The massage stimulation was provided to inf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for 15-minutes twice a day for 10 days. On day 1 and day 10 of the study, a 24 hour-urine sample was

collected for norepinephrine, epinephrine, and cortisol assays. In data analysis, SPSSWIN 10.0 program was utili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and t-test. Result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thus the two groups were found to be homogenous. The 24 hour-urine cortisol of the

massage group (t=4.61, p=.000) was significantly reduc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fter 10 days.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assage stimulation can be used to reduce 24 hour-urine cortisol in

preterm infants. Therefore, massage provided in the incubator is recommended for reduction of stress in preterm

infants who are hospitalized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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