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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체는 전신으로 기혈(氣血)을 나르며, 장부를 연결하고, 상

하내외를 소통시키는 경락이 있으며,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는 

반응점인 경혈이 있다(AcupunctureㆍMoxibustion Classroom, 

2002). 경락마사지는 한의학의 경락학설과 서양의학의 마사지

의 개념이 결합된 것으로, 기혈의 흐름이 정체되었거나 정체

되기 쉬운 경락의 혈을 손으로 자극해서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기술이다(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2001). 일반적으로 영유아 마사지 요법은 근골격계, 신경계와 

순환기계를 직접 자극함으로써 이 기관들에 의해 조절되는 

생화학적, 심리적, 과정들에 영향을 주어 아기의 신체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피부접촉을 통한 모아상호작용으로 

아기의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Field, 1995). 특히 

영유아 경락마사지는 한의학의 기이론, 장부학설, 경락학설 

등을 기초로 영유아의 성장발달과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개발

된 간호방법으로 운동자극, 촉각자극, 경혈자극을 중점으로 

하여 치료적인 면까지 포괄하므로 기존의 마사지와는 차별화 

되어있다.

경락마사지는 오랫동안 민간요법으로 경험적으로 증명되어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영유아에게 적용했을 경우 나타나는 효과에 대하여 과학적으

로 증명한 연구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Cho, Lee 와 Ji 

(2007)는 경락마사지를 받은 영아의 체중과 신장이 받지 않은 

영아에 비하여 더 증가하였으며, Cho와 Paik(2005)은 경락마

사지를 받은 신생아의 체중이 받지 않은 신생아군에 비해 더 

증가하였고, Cho, Ji와 Kim(2003)은 경락마사지를 받은 실험

군이 Field식 마사지를 받은 대조군보다 체중증가량이 더 컸

으며, Jang(2004)은 추나요법을 더한 통합감각자극을 받은 저

체중아의 체중이 받지 않은 군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

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체중과 신장의 변화는 영유아기가 

다른 발달단계에 비하여 매우 성장속도가 빠르며 성장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시기에 경락마

사지 중재가 영유아기 아동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이 가

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계

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경락마사지 관련연구는 모아애착이 증진되고 모

성역할 만족도가 높아졌으며(Cho, Lee, & Ji, 2006), 어머니의 

민감성과 역할수행 자신감이 높아졌고(Cho, Lee, & Ji, 2007) 

모아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Cho & Paik, 2005)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경락마사지 간호제공이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

들다.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자신

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자녀

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동반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작용하

기도 한다(Crinic & Booth, 1991).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 

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며, 자녀양육

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가사노동의 증가로 인한 신

체적 피로감 등은 어머니로 하여금 개인생활을 가질 만한 여

유를 빼앗으며 정체감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Shin, 

1997). 어머니는 자녀양육 시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

며, 이러한 경험의 지속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

한다는 자책감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영아기는 어머니

가 새로 태어난 아이와 정서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어머니가 

되기 이전 수행해 왔던 일련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통합하기 위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매우 높다(Cho & 

Choi, 2000). 그러므로 모성역할만족도 증가에 효과가 있었던 

경락마사지(Cho, Lee, & Ji, 2006)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중재방법으로 가능한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역할수행 자신감을 상승시킨 효과가 있었던 

경락마사지(Cho, Lee, & Ji, 2007) 가 양육효능감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검증해 볼 필요

가 있다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인지적 특성의 하나로 자녀를 잘 양

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

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다(Duncan & McAnley, 

199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긍정적으로 지각될수록 어머니

의 양육행동은 보다 적절하고,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일관되게 행동하므로(Shin, 1997), 이것이 높을

수록 부모로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양육스트

레스는 해결될 수 있다(Song & Kim, 2007). 또한 양육효능감

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

는 결국 자녀의 적응이나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따라서 경락마사지가 영유아의 성장 특히 체중과 신장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학적인 

검증을 위하여 반복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처음으로 연구를 

시도하면서 경락마사지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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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

과 같다.

• 제 1가설 : 경락마사지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성장이 빠를 것이다.

  제 1부가설 :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체중이 증가할 것이다.

  제 2부가설 :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신장이 증가할 것이다.

• 제 2가설 : 경락마사지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낮을 것이다.

• 제 3가설 : 경락마사지에 참여한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용어 정의

 성장

성장이라 함은 양적으로 증가해 가는 과정을 말하며, 양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장, 체중, 장기의 무게 등이 그 예이

다(Kim, 2004). 본 연구에서는 신체 성장지표로서 체중과 신

장의 증가를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때 느

끼며 유아의 특성, 부모의 특성, 생활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

을 받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한다(Abidin, 1990).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사용하여 ‘부모

의 스트레스’,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아동의 까

다로운 기질’의 3가지 하부영역을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이란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

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을 의미한다(Dorsey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Shin(1997)이 번안한 Gibaud- 

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척도에서 영아기 자녀와 관련된 문항을 선별하여 총 11

문항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유사실험설계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ㆍ후 시차설

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Y시에 있는 Y 보건소 영아 경락 마사

지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로,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며, 선

천성 기형이 없고, 특별한 처치를 받고 있지 않으며, 심각한 

질병이 없는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영아와 그의 어머

니이다. 대상자의 수는 Cohen(1988) 공식을 근거로 효과크기

는 본 연구와 동일한 Cho, Lee와 Ji(2007)의 연구와 같이 효

과크기를 0.35로 하였으며, 집단의 수 2, 유의수준을 0.05, 검

정력은 0.80일 때 필요한 표본수는 각 집단 별 33명이므로, 

탈락율을 고려하여 각 집단별 영아와 어머니 40쌍을 대상으

로 하였다. 그러나 실험군은 2007년 2월부터 5월까지 6회의 

경락마사지 교육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참여하였고 대상

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영아와 어머니 33쌍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대조군은 실험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07년 6월

부터 12월까지 동일 보건소의 예방접종 실에 방문한 40쌍을 

대상자로 하여 설문지의 불충분한 기록을 제외한 32쌍을 최

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연구 시작 전 해당 보건소의 보건소

장과 영유아 프로그램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협조를 얻었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

게는 사전조사 실시 전에 연구목적, 연구진행절차, 위험요인, 

혜택과 보상, 신분보장, 사생활 보호, 자료보호 등에 대해 충

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 동의서를 받았고, 수

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결과 내용은 

필요에 따라 대상자에게 확인과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

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영유아보건실에서 상례적으로 행하는 

일반적인 어머니교육과 아기신체계측을 실시하였다.

신체계측기와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과 6주후에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체중과 신장측정은 보건소를 방문하면서 영유

아 보건실에 들려 동일한 간호사에 의해 동일한 신장계와 체

중계로 계측하였고,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대조군의 경우도 

실험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신체계

측은 실험군의 경우 마사지교육을 위해 보건소에 올 때 마다 

측정(6회) 하였다.

실험 처치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모두 한방 전문 간호사 과정

을 수료하였고, 과정 내에서 경락마사지 이론 및 실습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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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하였으며, Y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한방영유아 경혈마사지 

교실에서 3년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경락마사지 내용은 Field식 마사지 방법과 한의학의 경락마

사지 방법을 접목하여 개발하였다. 즉 내용은 한의학을 기초

로 한 영아의 성장발달, 질병치료 및 예방을 돕는 경락이론

(AcupunctureㆍMoxibustion Classroom, 2002)과 Field 등(1986)

이 개발한 감각자극을 기본으로 영아의 전신을 마사지 하는 

방법과 유아 경혈마사지(Kang, 2002)방법을 기본으로 하였고 

한방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영유아기 아동에게 적합하도

록 구성하였다. 경락마사지의 수행 횟수와 시간은 보건소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주당 1회씩 총 6회, 매주 화요일 10시 30

분부터 11시 20분까지 이론 강의(주요기능 및 혈 자리) 20분, 

실습 15분, 준비와 정리 15분으로 총 50분이 소요되었다. 마

사지 중재를 15분간 실시한 근거는 경락마사지를 영유아에게 

15분간 실시했을 때 신장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 선행연구

(Cho, Lee, & Ji, 2007; Cho, & Paik, 2005)와 자녀에게 마사

지를 15분간 적용했을 때 부모애착이 증가한 선행연구(Lee, 

2008; Cho, Lee, & Ji, 2006)를 토대로 하였다. 또한 중재를 

주 1회씩 총 6회 실시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마사지 중재 프

로그램이 평균 9～12회 적용되었으나(Cho, Lee, & Ji, 2007; 

Cho, & Paik, 2005; Cho, Ji, & Kim, 2003), 중재횟수에 상관

없이 체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의 경제성을 

위하여 횟수를 정하였고 이 기간의 적절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실험군은 한번에 15～25쌍 씩 Y 보건소 교육실에 모여서 

먼저 이론 강의를 들은 후 장내를 정리하고, 이론 내용을 중

심하여 연구자는 시범을 보이면서 어머니와 아기가 한 쌍이 

되어 실습교육으로 이어졌다. 교육내용은 가볍고 간단하게 그

리고 아기의 얼굴에서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아기가 차츰 

자극에 적응해 가도록 구성하였다.

6주간의 교육내용은 첫째 주, 경혈마사지란 무엇인가?, 마사

지 효과와 준비사항 등(이론), 전신마사지(실습); 둘째 주, 발․
다리 마사지(이론 및 실습)와 전신마사지(실습); 셋째 주, 손․
팔 마사지(이론 및 실습)와 전신마사지(실습); 넷째 주, 머리․
얼굴․귀․등․엉덩이 마사지(이론 및 실습)와 전신마사지(실습); 

다섯째 주, 가슴․복부 마사지(이론 및 실습)와 전신마사지(실

습); 여섯째 주, 아토피(이론 및 실습)와 종합(이론 및 실습)으

로 구성 실시하였다<Table 1>.

전신마사지의 순서와 주요 혈 자리는 발(용천)→다리(위중, 

승산, 혈해, 내슬안, 외슬안)→얼굴(찬죽, 영향, 태양)→머리(백

회, 풍지)→귀(이륜-이수까지 전체)→가슴(천돌, 전중)→복부

(중완, 천추, 단전)→팔(견정, 견우, 견료, 소해, 곡지, 내관, 외

관)→손(합곡, 노궁, 대릉, 후계)→등(대추, 폐수, 비수, 신수)→

엉덩이(환도)를 중심으로 하였다. 마사지 방법은 쓰다듬기와 

누르기 방법으로 마사지 하였으며, 특히 위의 괄호 속에 언급

한 경혈 점은 꽃잎을 누르듯이(미압) 지그시 눌러 주었고, 마

사지를 하는 동안 영아에게서 손을 떼지 않도록 하였다. 영아

마사지시에 베이비오일을 사용하였고, 오일은 적당량을 어머

니의 손에 바른 다음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후 시행하였

으며, 오일이 눈, 코, 귀,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처치의 일관성을 위하여 마사지를 하는 동안 시범을 보이

는 연구자 이외의 연구자들이 순회하면서 어머니에게 경혈점

을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었다.

수유시간은 영아가 마사지 시행중에 구토하는 것을 예방하

고 배고파하지 않고 엄마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마사지 

30분 전이나 마사지 후에 갖도록 하였다. 마사지 시행중에 아

기가 울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아기를 달래고 나중

에 다시 시도하도록 하였다.

측정 도구

 성장

• 체중: 전자식 체중계(Fanics, 미국)를 이용하여 옷과 기저귀

를 모두 벗긴 상태에서 측정한 값으로 하였다.

• 신장: 전자식 신장계(Fanics, 미국)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으

로 하였다.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이 축소 개정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An(2000)이 

번안하고 Song(2006)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그 근원에 따라 

‘부모의 스트레스’,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아동

의 까다로운 기질’의 3영역 3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영아기 자녀와 관련된 문항을 선택하여 어머니가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간호학 교수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사전조사를 통해 11문항으로 재구성하였

다. 각 문항은 ‘정말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는 Song(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 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9 이었다.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baud-Wallston

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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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65)

Characteristics Category

Experimental

(n=33)

Control

(n=32) χ2/t p

N(%) N(%)

Infant Sex Male 19( 57.6) 16( 50.0)
16( 50.0)

0.375 .622
Female 14( 42.4)

Age* 3  6( 18.2) 12( 37.5) 5.309 .151
(month) 4 11( 33.3)  4( 12.5)

5  8( 24.2)  9( 28.1)
6  8( 24.2)  7( 21.9)
M±SD   4.55±1.06    4.34±1.20 0.714 .478

Baby order* 1st 24( 72.7) 17( 53.1) 5.381 .068
2nd  6( 18.2) 14( 43.8)
3rd  3(  9.1)  1( 3.1)

Gestational period(weeks) M±SD   39.09±1.06   39.19±1.23 -0.267 .791
Birth weight(gm) M±SD 3259.38±311.58 3371.56±360.54 -1.115 .273
Birth height(cm) M±SD   50.69±2.83   50.20±5.88 0.372 .712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Shin(1997)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및 ‘훈육능력’의 총 28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와 관련

된 문항을 선택하여 어머니가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간호학 교수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사전조사를 

통해 총 11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정말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ong(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3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alpha는 .77이었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들이 각 가정에서 하는 마사지

를 통제하지 못한 점과 대상자가 일개 보건소에 국한되었으

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2.0 Version을 이용하여 동

질성 검정에는 Fisher's Exact Test, χ2 검정 및 t 검정을, 가설

검정에서 아기의 성장변화에 대하여는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어머니의 정서적 상태 변화 분석에서는 변수의 사전 값을 공

변량으로 처리하여 ANC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동질성 검정

영아의 성별, 연령, 아기 순위, 재태기간, 출생 시 체중과 

신장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두 군은 동질 하였다<Table 

2>. 즉 연구대상 아기의 성별은 실험군의 경우 남아 57.6%, 

여아 42.4%이었고, 대조군은 남녀 동수이었다. 연령은 실험군

의 경우 평균 4.55개월, 대조군은 4.34개월 이었으며, 출생순

위는 실험군의 경우 첫아이가 72.7%, 대조군은 53.1%이었다. 

재태기간은 실험군의 경우 39.09주, 대조군은 39.19주 이었으

며, 출생체중은 실험군의 경우 평균 3259.38gm 이었고, 대조

군은 3371.56gm 이었으며, 출생신장은 실험군의 경우 50.69cm, 

대조군의 경우 50.20cm로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Table 1> Contents of meridian massage 

Weeks Contents

1st Introduction
2nd Feet & leg massage
3rd Hand & arm massage
4th Head, face, ear, back, & hips massage
5th Chest & abdomen massage
6th Atopy, whole body massage

또한 어머니의 연령은 실험군의 경우 평균 30.94세 이었고, 

대조군은 31.19세 이었으며, 교육정도는 실험군의 경우 대졸

이상이 69.7%, 대조군은 59.4%이었고, 직업은 직장인이 실험

군의 경우 9.1%, 대조군은 15.6%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실

험군의 경우 평균 32.64세 이었고, 대조군은 33.34세 이었으

며, 교육정도는 실험군의 경우 대졸이상이 72.7%, 대조군은 

59.4%이었고, 직업은 직장인이 실험군의 경우 100.0%, 대조군

은 87.5% 이었다. 결혼기간은 실험군의 경우 평균 4.03년, 대

조군은 3.72년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두 군은 동질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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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continued)                                (N=65)

Characteristics Category

Experimental

(n=33)

Control

(n=32) χ2/t p

N(%) N(%)

Mother Age(years old) M±SD   30.94±2.95   31.19±3.56 -0.305 .761
Education High school 10( 30.3) 13( 40.6) 0.757 .384

Over university 23( 69.7) 19( 59.4)
Job Haven't 30( 90.9) 27( 84.4) 0.643 .423

Have  3(  9.1)  5( 15.6)
Father Age(years old) M±SD 32.64±3.04   33.34±4.04 -0.795 .430

Education High school  9( 27.3) 13( 40.6) 1.294 .255
Over university 24( 72.7) 19( 59.4)

Occupation Company employee 33(100.0) 28( 87.5) 4.395 .053
Self-employed  0(  0.0)  4( 12.5)

Marital period(year) M±SD   4.03±3.41    3.72±2.92 0.396 .694
* Fisher's Exact Test

<Table 3> Homogeneity of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65)

Variables

Experimental

(n=33)

Control

(n=32) t p

M±SD M±SD

Infant weight(gm) 7392.78±1071.91 7180.00±1055.25 -1.115 .273
Infant height(cm) 68.05±4.42   67.39±6.51 0.372 .712
Parenting stress  2.47± .58    2.56± .71 -0.305 .761
Parenting self efficacy  3.68± .41    3.66± .55 0.757 .384

* p<0.05

<Table 4> Difference in weight and height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N=65)

  
Before After

Source F p
M±SD 

Weight
Experimental(n=33) 7392.78±1071.91 8100.27±1111.45 Group   0.633 .429
Control(n=32) 7180.00±1055.25 7864.33±1478.39 Time  80.426  .000*

Group×time   0.022 .882

Height
Experimental(n=33)   68.05±   4.42   73.95±   4.51 Group   0.980 .326
Control(n=32)   67.39±   6.51   71.90±   7.29 Time 231.396  .000*

Group×time   4.075  .048*
* p<0.05

다<Table 2>.

대상자의 실험처치 전 관련변수의 동질성 검정

영아의 체중과 신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두 군은 동질 하였다<Table 3>.

가설검정

 제 1 가설

“경락마사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

은 대조군보다 성장이 빠를 것이다.”라는 제 1가설은 체중과 

신장으로 구분하여 검정하였다.

 • 제 1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체중이 증가할 것이다.”를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 7392.78gm에서 사

후 8100.27gm로 707.50gm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사전 

7180.00gm에서 사후 7864.33gm로 684.33gm 증가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제 1 부가설은 기각되었다

<Table 4>.

 • 제 2 부가설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신장이 증가할 것이다.”를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 68.05cm에서 사후 

73.95cm로 5.89cm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사전 67.39cm에서 

사후 71.90cm로 4.51cm 증가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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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 in parenting stress and self efficacy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Before After
F p

M±SD 

Parenting stress
Experimental(n=33) 2.47±.58 2.30±.78

22.894 .000*
Control(n=32) 2.56±.71 2.43±.72

Parenting
self efficacy

Experimental(n=33) 3.68±.41 3.70±.46
27.597 .000*

Control(n=32) 3.66±.55 3.59±.49
p value from ANCOVA the pre-value as covariate   * p<0.05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군과 시간의 교호작용이 있어

(F=4.075, p=.048) 제 2 부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4>.

 제 2 가설

“경락마사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

은 대조군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낮을 것이다.”

를 검정하기 위해 사전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공변수로 하여 

사후 양육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ANCOVA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 사전 2.47점에서 사후 2.30점으로 0.16점 낮아

졌으나, 대조군의 경우 사전 2.56점에서 사후 2.43점으로 0.13

점 낮아졌다. 이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여(F=22.894, p=.000),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5>.

 제 3 가설

“경락마사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

은 대조군보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해 사전 양육효능감 정도를 공변수로 하여 사후 

양육효능감 정도의 차이를 ANCOVA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사전 3.68점에서 사후 3.70점으로 

0.02점 높아졌으나, 대조군의 경우 사전 3.66점에서 사후 3.59

점으로 0.06점 낮아졌다. 이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여(F= 

27.597, p=.000),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집단 경락마사지 제공이 영아의 성장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체중과 신장의 변화를 검증하였

고, 어머니에게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경락마사지의 효과가 아기의 체중증가에는 차이가 

없으나 신장증가는 작지만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락마사지 수행 후 만족스러운 수면상태가 유지되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기 때문에 신장이 증가한다고 한 

Cho, Lee와 Ji(2006)의 결과와 마사지를 통한 감각자극이 미

주신경의 활동성을 증가시켜 그 결과 신장이 증가된다고 한 

Kim(2004)의 결과를 고려할 때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경락

마사지 시 무릎 앞에 있는 혈해, 내슬안과 외슬안의 경혈점과 

무릎 뒤에 있는 위중과 승산의 경혈점을 지압하고, 발목주위

를 문지름으로써 성장판을 직․간접적으로 자극하여 신장을 증

가시킨다(AcupunctureㆍMoxibustion Classroom, 2002). 본 마사

지를 제공한 기간이 매주 1회씩 6회에 그쳤으며 마사지를 시

행한 시기가 추운 계절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아기가 옷을 입

은 상태에서 옷 위로 마사지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위

치의 경혈점과 경락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자극도 부족하

기 때문에 신장이나 체중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생각

한다. 또한 여름과 겨울철의 성장에 차이가 있는데 두 군은 

계절적으로 서로 달랐기 때문에 마사지의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계절을 통제하거나 계절에 따른 

추후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실험군의 아기

들은 매 경락마사지 교육에 참석할 때마다 체중과 신장을 측

정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는 체중과 신장측정만을 위하여 보

건소에 올 상황이 안 되어 사전과 사후의 2회만 측정하였다. 

따라서 대조군의 2회 측정값 때문에 두 군의 사전 사후 측정

값으로만 반복측정분산분석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는데 만일 

여러 차례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궁금증도 있다. 또한 성장이 일생에서 가장 빠른 시기

이므로 이때에 마사지 적용유무에 따른 효과검증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각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어떻게 

마사지를 해 주었는지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도 필요하다. 따

라서 마사지가 신장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Cho, Lee와 Ji(2006)

의 연구와 Kim과 Nam(2007)의 연구결과를 볼 때 반복연구를 

통하여 아기의 성장변화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군 간의 체중변화가 유의하지 않아서 경

락마사지의 경혈지압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소화기능을 도와 

영아의 체중을 증가시킨다고 한 연구결과(Cho, Ji, & Kim, 

2003; Cho & Paik, 2005; Cho, Lee, & Ji, 2007)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숙아나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마사지를 제공

한 연구(Lee, 1991; Kim & Kim, 2000; Kim & Nam, 2007)에

서 체중증가 양상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 것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락마사지를 주당 1회로 한정한 것은 보건소

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었으나 9~12회 마사지의 경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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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으므로(Cho & Paik, 2005; Cho, Lee, & Ji, 2007) 횟수

에 관한 추후연구도 필요하다.

경락마사지는 매번 전신을 마사지 하지 않고도 손이나 발, 

귀 등이 각각 전신을 대신하는 대응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분 마사지가 충분히 시행된다면 전신 마사지에 버금가는 

마사지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규칙적이고 꾸준

한 마사지 시행이 요구되며, 이에 관한 추후연구도 필요하다. 

부모가 효과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부모자신

과 아동의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가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에

서 발생되는 역할기대,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지원 등에 

달려있다(Belsky, 1984; Luster & Okagaki, 1993). 부모는 자녀

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녀의 행동에 어떻

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

를 받게 되고 이는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Duncan 과 McAuley(1993)는 양육효능감이 중요한 심리적 변

인으로서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양육스

트레스가 감소하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Song & Kim, 2007).

본 연구결과, 경락마사지에 참여한 실험군 어머니가 대조군

에 비하여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경락마사지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아기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자녀와 친 감이 증가

되고, 영아의 신호에 민감해져서 영아의 요구를 빨리 알아차

리고 해결해 주게 되므로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마사지 시간에는 아기와 엄마의 기분이 좋아

져서 스트레스도 적어지고 동시에 효능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락마사지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증가되었다. 경락마사지 교육 시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어머니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양육효능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경락마사지

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아기와의 접촉을 통하여 안정된 애착

에 가장 중요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양육에 필수요소인 모아

애착을 증가시키며, 모성에 대한 역할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 

Cho, Lee와 Ji(2006, 2007)의 연구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경락마사지는 특정 경혈점을 자극하여 정체되어 있는 기혈

의 흐름을 조절하고 혈액순환과 소화흡수를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장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차별화된 중재방법이다. 또한 마사지를 통한 신체적 접촉은 

어머니와 아기 사이를 친 하게 하고 육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기의 신장증가에 효과가 있었으

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양육효능감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변

화시켜 나아가 영아의 신체․사회 및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경락마사지가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

향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면접이나 관찰 등 질적인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경락마사지를 주 1회

로 실시한 것은 주 3회 이상의 중재를 제공했던 기존의 연구

들보다 영아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 주 2회로 중재를 제공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정상 영아를 대상으로 경락마사지를 통한 동서

간호중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보

며, 경락마사지가 영유아의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며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간호중

재로서 모아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영아를 돌보아

야 하는 어머니에게 양육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교육 등 임상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Y시에 있는 Y보건소에 등록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실험군 33쌍, 대조군 32쌍)으로 

집단 경락마사지가 영아의 성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

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2007년 2월부터 12월

까지 실시하였다.

실험군의 어머니는 주당 1회, 6주 동안 매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이론(혈 자리 및 주요기능)20분, 실

습 15분, 준비와 정리 15분으로 총 50분간 경락마사지를 자신

의 아기에게 실시하였다. 아기의 체중과 신장은 계측기로 측

정하였고,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측정은 설문지를 이용하

였다.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 Fisher's Exact Test, χ2 검정, 반복측정분

산분석과 ANCOVA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경락마사지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신

장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체중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 경락마사지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졌으며, 양육효능감은 높아졌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경락마사지는 영아의 신장증가와 어

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모아관계

의 질적 향상을 돕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으로 어머니 교육과 

임상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경락마사지를 적용하는 횟수를 증가하여 가정에서도 장기간 

제공했을 때 영아에게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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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 경락마사지를 적용한 후의 체중변화를 월령별로 조사하여 

증가치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별 상관성을 분석하

여 경락마사지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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