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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미숙아 출생률은 1990년 이후 10여년간 6.4%에

서 9.8%로 증가 추세였고(박상기, 송창훈 및 박송, 2000) 최

근에는 산전 조기진단, 분만방법의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신

생아집중치료의 발전 등으로 사망률은 감소하고 생존율이 증

가함에 따라 신경학적, 신체적 발육장애자의 수도 함께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홍창의, 2003).

미숙아는 정상아와 달리 호흡중추 미성숙으로 인한 무호흡

과 불규칙한 호흡, 비효율적인 체온유지, 빠는 반사와 삼킴 

반사 부족으로 인한 영양부족 및 감염에 대한 민감성 등의 

생리적 제한점과 중추신경계의 취약성을 지니므로 자궁 내부

와는 다른 과도한 환경 자극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Blackburn, 1998; Whaley & Wong, 1993).

출생과 동시에 입원하게 되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

가 경험하는 세계는 인생초기 경험으로서 이후 성장발달의 

모태로 작용하나,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밝은 빛, 

갑작스런 소음, 각종 모니터 소리, 예정되지 않은 처치 등으

로 인한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과도한 자극은 미숙아의 성장

발달에 부적절하다. 특히 청각기능은 기계적인 신생아 중환자

실의 환경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유해자극을 받게 된다

(White-Traut, Nelson, Burns & Cunningham, 1993).

그러나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미숙아는 부

적절한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그로 인해 수면 

장애와 놀람 반응, 울음, 심박동수 증가, 무호흡, 서맥, 그리고 

다른 생리적인 불안 등을 보이고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과 자극이나 감각자극 부족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험으로 인해 발달 단계에 있는 뇌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성장발달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Avery, Fletcher & 

MacDonald, 1994). 그러므로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생 

초기부터 정규적인 간호중재와 함께 그들의 능력이나 상태에 

알맞은 효과적인 감각자극이 제공되어야 한다.

미숙아의 성장발달 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감각자극은 감각

기능을 유지하게 하고 행동 발달과 관련된 신경 경로의 성숙

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White-traut et al., 1993), 미숙아의 

행동을 안정시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McCain, 1992). 긍정적인 청각자극으로서 음악요법은 신경호

르몬과 자율신경계를 자극시키므로 진정효과, 스트레스 행위

의 감소, 심박동수나 혈압 감소, 분유섭취 증가 및 체중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며, 규칙적인 리듬의 청음자극

을 꾸준히 들려 줄 경우 신생아들은 안정감과 편안감을 느끼

게 된다(Caine, 1991; Cassidy & Standley, 1995; Collins & 

Kuck, 1991; Standley, 1998).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에서 음악자극이 심박동수 감

소에 효과가 있었거나(조헌하, 2000)없었으며(Collins & Kuck, 

1991; Cassidy & Standley, 1995), 또한 행동상태에 대한 안정 

효과가 있었거나(유재경, 2001; Caine, 1991; Collins & Kuck, 

1991), 없는 것(박상순, 2002)으로 일관성 없이 나타났으므로 

음악요법이 미숙아의 심박동수나 행동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재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음악자극

이 심박동수나 행동상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연

구들은 자장가 등 아동음악, 여자 목소리, 심박동음, 자궁 내 

소리 섞인 음악 등을 사용해서 1일 1-3회, 1회당 10-30분씩 

3-10일간 다양한 방법으로 미숙아에게 적용하였으므로 본 연

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하고 현재 신생아 중환

자실의 인력구조와 시간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개발한 

음악요법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소음과 강한 광선 자

극을 구를 차단하여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제작된 

CD를 이용한 음악요법을 긍정적인 청각자극으로 적용하여 미

숙아의 심박동수와 행동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

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음악요법이 미숙아의 심박동수와 행동상태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실험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대상자는 2003년 5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내 C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로서 (1) 재태주수 

37주미만, 출생 시 체중 2,500 g미만의 미숙아 (2)수유하는 미

숙아 (3) 선천성기형이 없고, 심박동수와 행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미숙아 (4)연구시작 시 인

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미숙아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선정된 미숙아 40명(남 21명, 여 19명)을 실험

군과 대조군으로 순차 배정하여 실험군에게만 음악요법을 제

공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실험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내

용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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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심박동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
Source SS df MS F p 

공변수
  출생시 체중  683.258  1 683.258 16.58 .000
  심박동수 사전조사치  207.763  1 207.763  5.04 .031
주효과    2.258  1   2.258   .05 .816
오차 1483.211 36  41.200
교정된 전체 자승화 3131.615 39

<표 4> 실험군과 대조군의 행동상태에 대한 공변량 분석
Source SS df MS F p 

공변수
  출생시 체중   8.531  1  8.531 2.89 .097
  행동상태 사전조사치   2.090  1  2.090  .71 .405
주효과  21.788  1 21.788 7.40 .010
오차 105.996 36  2.944
교정된 전체 자승화 134.775 39

연구도구
심박동수 

실험처치 동안 대상자의 왼쪽 손목에 pulse oximetry sensor

를 부착하여 1분간 심박동수를 측정하고, 기계간의 오차를 방

지하기 위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MDE Escort model 20100, 

pulse oximetry를 사용하였다.

행동상태

김희숙(1996)이 번안한 Anderson Behavioral State Scale 

(ABSS)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생아의 행동상태를 매우 

조용한 상태에서 매우 심한 울음까지 12단계로 분류되어 있

으며, 조용한 수면 상태(1-2점), 불안정한 수면 상태(3-5점), 조

용히 깨어있는 상태(6-7점), 불안정하게 깨어있는 상태(8-9점), 

보채거나 우는 상태(10-12점)로 나누어진다. 이 도구는 미숙아

를 대상으로 타당도를 인정받았고 McCain(1992)의 연구에서 

관찰자간 신뢰도가 .95로 보고되었다.

음악요법

신생아에게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권장하는 적절한조도 

(60-100 Lux)와 소음(69-109 dB)을 유지하기 위해 신생아 환

자실의 조도를 조절하고 덮개를 씌운 보육기를 소음이 가장 

낮은 곳에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미숙아가 자궁내에서 들었

던 심박동음과 여자 목소리의 한국 동요를 합성하여 제작한 

CD를 보육기안 양쪽에 연결된 소형 스피커 2개를 통하여 1

일 1회씩, 수유 30분 후에 20분 동안 평균 56 dB 강도로 들

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제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음악요법 제공 전 두 군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출생 시 

체중에서만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Z=-2.04, 

p=.041), 심박동수와 행동상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는 동질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표 1>.

<표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치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변수

실험군 대조군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출생시 체중(g)
심박동수
행동상태 

1737.0±405.8
 146.9± 11.3
   6.7±  2.2

1971.0±315.3
 146.3± 12.3
   6.0±  1.8

-2.04
 -.29
-1.01

.041

.766

.309

가설검증
제 1 가설 ‘음악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

군 보다 심박동 수가 감소 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rank sum test로 분석한 결과 심박동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Z=-.66, p= .507)가 없었다<표 2>. 

음악요법 제공 전 집단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공변량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F= .05, p= .816)가 없어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표 3>.

제 2 가설 ‘음악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

군보다 행동상태 점수가 감소할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해

<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조사치에 대한 비교
변수

실험군 대조군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심박동수 141.7±11.2 139.0±5.9  -.66 .507
행동상태   4.0± 1.4   5.3±2.0 -3.08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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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coxon rank sum test로 분석한 결과 행동상태점수는 실험

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Z=-3.08, p= .002)가 있었다<표 

2>. 음악요법 제공 전 집단간의 차이를 조정한 공변량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F=7.400, p= .010)가 있어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표 4>.

논    의

본 대상자의 심박동수는 음악요법 제공 후에 두 집단간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본 실험군의 심박동수가 제공전부다 후에 유의한 차이

(Z=-2.87, p= .004)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미숙아들의 심박동수

에 관한 연구들 즉 산소투여중인 극소저체중아에게 3일간 음

악자극 후 자극 1일째에 심박동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던 

Cassidy와 Standley(1995)의 결과, 미숙아에게 시각, 촉각, 고유

수용성, 청각 등의 4자극을 단일 자극으로나 3가지 혹은 4가

지 복합적 자극으로 4일간 중재 후 모든 실험군에서 심박동

수가 감소했던 White-Traut, Nelson, Silvestri, Cunningham과 

Patel(1997)의 결과, 미숙아에게 7일간 음악요법을 적용한 후 

심박동수 감소가 있었던 조헌하(2000)의 결과, 3일간 자장가

를 들려준 집단에서 서맥이 증가했던 Standley와 Moore(1995)

의 결과들과 일치되었다. 이처럼 자극의 종류에 상관없이 미

숙아 심박동수의 감소는 생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어 이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로 

소비할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활력징후의 안정으로 나

타난 것으로 여겨지므로 감각자극이 미숙아에게 긍정적인 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채는 상태인 미

숙아에게 7일간 자궁 내 소리가 섞인 음악자극 후 심박동수 

감소가 없었던 Collins와 Kuck(1991)의 결과, 산소가 필요한 

기관지 폐 이형성증 미숙아에게 흡인 시 심박동음과 여자목

소리의 음악자극 후 심박동수 감소가 없었던 Burke 등(1995)

의 결과, 저출생체중아에게 평균 3 일간 청각자극과 16일간의 

촉각, 시각자극을 중재한 후 심박동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이자형(1984)의 연구 결과들에서는 음악자극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채는 상태나 산소공급중인 상태에

서 흡인 시에 음악자극을 제공했던 연구방법이나 대상자의 

특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음악요법 제공 후에 실험군의 행동상태점수가 대조군보다 

유의한 차이로 낮게 나타난 결과는 음악요법에 의해 실험군

이 대조군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적고 수유하기에 적당한 상

태인 수면 이나 불안정한 수면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음악 제공 후 실험군의 스트

레스 행동양상이 유의하게 감소한 Caine(1991)의 결과, 일주일

간 자궁 내 소리가 섞인 음악을 듣는 동안 행동상태가 안정

적인 상태로 전환되었던 Collins와 Kuck(1991)의 결과, 흡인 

시 음악중재 후 수면상태가 증가했던 Burke 등(1995)의 결과, 

단일자극이나 복합자극군 모두 자극 후에 행동상태가 수면상

태로 전환되었던 White-Traut 등(1997)의 결과, 10일간 촉각과 

고유수용성자극 제공 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조용히 깨어

있는 상태로의 전환이 더 많았던 이군자(1999)의 결과, 10

일간 3가지 복합자극 제공 후에 실험군의 행동상태가 대조군

보다 안정 상태인 수면 과 조용히 깨어있는 상태가 더 증

가하였던 김미숙(2000)의 결과, 7일간 음악자극 후에 울음지

속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긍정적인 행동변화가 있었던 유

재경(2001)의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본 결과는 4일간 

미숙아를 흔들어준 후 촉각, 청각, 시각자극을 제공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각성상태를 나타낸 White-Traut 

등(1993)의 결과, 퇴원 시까지(평균 16일) 복합자극 제공 후 

신경행동상태의 각성상태가 증가했던 이자형(1984)의 결과, 

그리고 14일간 음악자극 후에도 미숙아들이 거의 수면 상태

를 유지하여 처치로 인한 행동상태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

한 박상순(2002)의 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

방법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결과로 여겨진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요법이 미숙아의 심박동수와 행동상태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

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였으며, 

연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C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

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로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 총 4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실험군에게는 음악요법을 매일 1회씩 7일

간, 수유 30분 후에 20분씩 제공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심박동수측정은 전 대상자에게 pulse oximetry를 사용하였고, 

행동상태는 연구자가 직접 행동상태 도구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Wilcoxon rank sum test와 ANCOVA를 사용하

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제 1가설인 ‘음악요법을 제공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심박동수가 감소할 것

이다’ 는 기각되었다(F= .055, p= .816).

제 2가설인 ‘음악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

군보다 행동상태 점수가 감소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F= 

7.400, p= .010).

이상의 결과에서 대상자가 음악요법을 제공받은 후에 행동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 에서 불안정한 수면 상태인 더 안

정된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본 음악요

법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의 행동상태를 안정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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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간호중재로 사료된다.

본 음악요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는 본 대상자

와 비슷한 집단에게 적용하는 반복연구나 다양한 집단에게 

적용해서 그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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