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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치료용 안대 제거 방법에 따른 신생아의 통증과 피부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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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orn Pain and Skin Reaction according to the Method of Removing the Eyepatch
Used for Phototherapy
Heeyun Hur1, Horan Park2

1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2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compared the pain and skin reactions of neonates according to the method of removing the adhesive eye-
patch used for phototherapy. Methods: The subjects included 20 neonates admitted at C University Hospital. In group 1 (n=10),
DuoDERM dressing was attached under the adhesive eyepatch, which was removed with water, while in group 2 (n=10), the eye-
patch was attached on the skin and removed with oil. Heart rate, oxygen saturation, the Neonatal Infant Pain Scale (NIPS), crying
time were measured. Data were analyzed using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No interaction was found be-
tween group and timing for heart rate and oxygen saturation. In group 1, the NIPS score was higher and the crying time was lon-
ger than in group 2. No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erythema score between the groups. Conclusion: Removing the adhesive
eyepatch using oil can be used as a nursing intervention to reduce pain and improve comfort in neo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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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신생아 황달은 생후 1주 이내에 만삭아의 약 60%, 미숙아의 약 

80%에서 관찰되는 흔한 증상이다[1]. 신생아 입원 질환 중 상위 5

개 질환 중 하나가 신생아 황달이며 신생아 황달로 인한 입원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신생아 황달의 치료에는 광선치료가 이용되는데 이는 신생아에

게 적용되는 비정규적인 치료 중에 가장 보편적인 치료이다. 광선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망막 손상으로부터 신생아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불투명한 안대를 사용해야 한다. 눈의 분비물, 부종, 감염의 

징후를 사정하고, 시각적인 자극을 제공하며 부모와 아기의 상호

작용을 격려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광선치료를 끄고 안대를 제거해

야 한다[3]. 그러나 신생아 피부에서 안대의 테이프 제거 시 접착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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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 인해 피부가 벗겨지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으며[4], 채혈과 정

맥 주사 같은 침습적 처치뿐만 아니라, 테이프 제거, 영양관 삽입도 

신생아에게 통증을 유발하는 시술에 포함되어 있다[5].

신생아는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극이 약한 것이라 하더라

도 대사 증진, 심폐기능부전, 심부정맥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과 치

료 지연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6]. 통증에 대한 신경학적 발달

은 태아 초기부터 이루어지는데, 재태 기간 22~29주에 감각 신경

의 말단이 모든 신체의 표피에 분포하고 감각신경의 말단들이 서

로 겹치기 때문에 신생아는 아주 작은 통증자극에도 민감하게 반

응한다[7]. 통증은 신생아에게 저산소증, 고탄산혈증, 고혈당증, 

호흡 부조화나 기흉 등의 단기적 손상과 정서적 불안, 수유곤란, 통

증에 대한 민감한 반응 등의 장기적 영향을 주며[6], 반복적인 통증

은 기능적 성장발달에 영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8]. 

신생아의 피부는 감염과 체내 수분 손실의 예방, 자극원과 알레

르기원으로부터의 침투를 방지하는 보호막을 제공 한다[9]. 그러

나 신생아의 피부는 성인에 비해 표피 방어막이 덜 발달되어 있어 

손상에 더 취약하다[10]. 

국외에서는 안대 제거 시 통증 감소 및 피부 보호를 위해 신생아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고 광선치료로부터 망막을 효과적으로 보호

하며 저렴하고 사용이 간단한 안대를 발명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4]. 반면 국내에서는 서울시내 10개 3차 의료기관의 안대 사

용 관련 조사 결과 대부분의 병원에서 접착 테이프식 안대를 사용

하고 있었으며, 안대 제거 시 발생하는 통증과 피부 손상을 줄이기 

위한 중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광선치료 시 안대에 대한 연구로는 안대 적용 지

침[3], 새로운 안대 개발[4] 등이 있으며, 접착 테이프식 안대를 효율

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간호 지침이나 관련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재 서울시내 3차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접착 테이프식 안대 제거 방식 중 안대 밑의 듀오덤에 물을 묻

힌 후 제거하는 방법과 안대에 오일을 묻힌 후 제거하는 방법에 따

른 신생아의 통증 반응과 피부 반응 정도를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안대 제거 시 신생아의 통증 감소에 더욱 효과적인 간호중재 방안

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 광선치료 시 사용하는 접착식 안대 제거 방법

에 따른 통증 반응과 피부 반응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유사 실험 설

계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서울시내 C대학 부

속 병원의 신생아실에 입원하여 광선치료를 받는 신생아 중, 본 연

구에 참여할 것을 보호자가 서면 동의한 신생아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재태 기간 37주 이상으로 Apgar 점수가 5분에 

7점 이상이고, 출생 후 광선치료가 처음이며, 선천성 기형이나 유

전적 질환이 없고, 마약제나 진정제가 투여 되지 않는 안대 부착 부

위에 피부 문제가 없는 신생아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version 3.1.5)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 중간 효과 크기 .25, 측정 횟수 10회로 반복 측정 분

산 분석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각 군당 7명씩 총 14명으로 산출

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군당 10명씩 배정하였다. 각 군 배

정은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무작위 방법으로 배정하였으며 

탈락자는 없었다. 

대상자는 접착식 안대 제거 방법에 따른 통증 반응과 피부 반응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안대 제거 방법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분류

하였다. 각 분류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군은 C대학 부속 Y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안대 

밑에 듀오덤을 붙이고 만 2일 뒤에 듀오덤 제거 시 물을 묻혀 

제거하였다. 듀오덤 제거 시기는 광선치료가 종료된 후 마지

막에 제거하는 것으로써 정상 신생아 광선치료 기간이 평균 2

일이므로 광선치료 시작 2일 후에 제거하였다. 

 2군은 C대학 부속 S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피부에 

직접 안대를 붙이고 만 1일 뒤 안대 제거 시 오일을 묻혀 제거

하였다. 안대 제거 시기는 매일 안대를 교환하므로 광선치료 

시작 1일 후에 제거하였다.

두 군의 일반적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수유 

방식은 광선 치료가 시작된 후에는 모두 분유 수유를 하여 차이가 

없었다. 실험 전 심박동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정상 범위였고, 산소포화도와 신생아 ․ 영아 통증 척도(Neonatal 

Infant Pain Scale, NIPS)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3. 연구 도구

피부에 부착하는 듀오덤(Duoderm Extra Thin CGF Dressing, 

Convatec, U.S.A.)은 안대 접착면 사이즈에 맞춰 가로 2 cm, 세로 

2.5 cm로 잘라 사용하였으며, 안대는 제품화된 접착 테이프식(Eye 

Shielder Patch, Medium, 신생아용, 성우양행, Seoul, Korea)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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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the Groups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Group 1* (n=10) Group 2†(n=10)

χ2 or Z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Female

 7 (70.0)
 3 (30.0)

 3 (30.0)
 7 (70.0)

3.20 .073‡

Delivery type NSD
C/S

 6 (60.0)
 4 (40.0)

 2 (20.0)
 8 (80.0)

- .169§

Gestational age (day) 273.70±9.85 271.40±11.05 0.49 .629||

Birth weight (kg)   3.2±0.4  3.0±0.3 1.20 .226||

Present weight (kg)   3.2±0.4  3.0±0.3 1.30 .185||

Apgar score 1 min
5 min

  8.00±1.05
  9.20±0.78

 7.70±1.16
 8.90±0.87

0.55
0.69

.577||

.485||

Birth order 1st
2nd
3rd

 6 (30.0)
 3 (15.0)
1 (1.0)

 5 (25.0)
 4 (20.0)
1 (5.0)

0.23 .889‡

Pain reaction scores
(baseline)

Heart rate (bpm/min) 141.70±10.71 130.60±9.96 2.40 .027

Oxygen saturation (%) 98.00±2.74 98.60±1.50 -0.61 .552

Neonatal Infant Pain Scale (scores) 0 0 - -

*Duoderm under the eyepatch removed with water; †Eyepatch removed with oil;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Wilcoxon rank sum test; 
NSD=Normal spontaneous delivery; C/S=Caesarean section.

상아용이었다. 물은 실온에서 보관된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오

일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베이비 오일(Regular Oil, Johnson & 

Johnson, New Jersey, U.S.A.)을 사용하였다. 

물 또는 오일을 2 cc 주사기 2개에 각각 2 cc씩 준비하여 물 또는 

오일을 2 × 2 inch 거즈 2장에 각각 뿌린 뒤 안대 양쪽 접착 부위에 

흡수 시간을 고려하여 5분간 올려놓아 흡수되도록 하였다. 

신생아의 수유 포만감이 통증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

하여 아침 수유가 끝난 후 2시간 뒤인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시

행하였다.

1) 통증 반응

통증 반응은 생리 반응과 행동 반응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통증 반응 중에 생리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맥박산소측정기

(Pulse oximeter)(OxiMAXⓇ N-560TM, Nellcor, U.S.A.)를 이용

하여 심박동수, 산소포화도(SpO2)값을 측정하였고, 센서는 대상

자 왼쪽 발에 부착하였다. 심박동수와 산소포화도의 기록은 연구

자가 비디오카메라(HDR-CX150, SONY, Japan)로 촬영하여 측

정기 모니터 상에 표시되는 값을 기록하였다. 측정시기와 횟수는 

안대 제거 전 안정 상태에서 1회 측정하고 안대 제거 시작 직후, 안

대 제거 시작 후부터 10초 간격으로 8회 측정하여 총 10회 기록하

였다. 

통증 반응 중에 행동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생아 ․ 영아 통

증 척도(NIPS)[11]와 울음 시간을 측정하였다. 첫째, Lawrence 등

[11]이 개발한 신생아 ․ 영아 통증 척도(NIPS)는 얼굴 표정(0~1점), 

울음(0~2점), 호흡 양상(0~1점), 팔 움직임(0~1점), 다리 움직임

(0~1점), 각성 정도(0~1점)를 점수화하여 평가하고, 점수는 0점에

서 7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통증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2였다. NIPS의 적용은 신생아실 경

력 8년 이상의 간호사 2명이 연구자와 함께 NIPS를 적용하는 훈련

을 한 후, 경력 8년 이상의 간호사 2명이 통증 행동 반응을 관찰 분

석하여 산출하였으며, 만약 2점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두 관찰자

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재평가하였다. 통증 반응의 측정시기는 생

리 반응 측정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관찰자 간의 일치도는 97%였으며, 번호로 대상자를 표기함으로써 

대상자가 어느 그룹인지를 관찰자가 모르게 하였다. 둘째, 울음 시

간은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스톱워치(SHV-E210K, Samsung, 

Korea)를 이용하여 울음 시작부터 울음이 멈출 때까지의 시간(초)

을 측정하였다.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울음이 이어진 경우 두 시간

을 합산하여 총 울음시간으로 기록하였다. 듀오덤 또는 안대를 제거

하는데 걸린 시간과 울음시간과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영상을 보면

서 부착된 부분을 떼기 시작한 시간부터 양쪽을 다 떼어낼 때까지의 

시간(초)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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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 반응

듀오덤 또는 안대를 제거한 직후 부착했던 부위를 카메라(SCV-

VLUUST 50, Samsung, Seoul, Korea)로 촬영하였다. 모든 대상

자는 신생아실 내 같은 보온기에서 같은 조명을 유지하여 촬영하

였다. Kim 등[12]의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홍반(Erythema) 점수

표에 따라 피부 홍반 정도를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2명이 평가하

고 점수화하여 평균값을 채택하였다. ‘홍반 없음’은 0점, ‘매우 약

한 홍반,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1점, ‘잘 보이는 홍반’은 2점, 

‘중간에서 심한 정도의 홍반’은 3점, ‘심한 홍반, 깊은 손상’은 4점

으로 분류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피부 손상을 의미한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연구 시작 전 C대학의 임

상시험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MC12OASI0151)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해당 병원의 간호부에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얻고, 소아과 주치의와 수간호사의 동의를 얻었으며 대상

자의 부모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

었다. 자료수집은 광선치료 중단 후 안대를 제거하는 일반적인 과

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안대 제거 이외에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

한 다른 침습적 처치는 없었다.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보온기 위에 위치시키고 왼쪽 발바닥에 모니터 센

서를 부착하였다.

 모니터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왼

편에 삼각대를 두어 모니터와 대상자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안정 시 모습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였다.

 대상자의 안대 접착 부위에 물 또는 오일을 적신 거즈를 올리

고 5분간 흡수 되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듀오덤 또는 안대 제거 시점부터 90초 동안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듀오덤 또는 안대 제거 시 수행자간 오차를 통제하기 위해 연

구자가 제거하였다. 

 녹화가 종료된 뒤 연구자가 듀오덤 또는 안대 제거 부위를 카

메라로 촬영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version 9.3)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두 군 간 동질성 검증은 x2 test, Fisher's exact test, 

Wilcoxon rank sum test를 이용하였고, 두 군의 시간 경과에 따른 

통증 반응은 repeated measures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총 울음 시간, 피부 반응 비교는 Wilcoxon rank sum test를 실

시하였고, 듀오덤 또는 안대 제거 시간은 unpaired t-test를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1. 통증 반응

1) 생리 반응

심박동수는 처치 전 Baseline에서 두 군 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

에 안정 시 심박동수와 측정 시점 값과의 차이를 구해 두 군을 비교하

였다.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 군과 시점 간에 교호작용은 없었다(F=1.10, p=.429)(Table 2). 

산소포화도는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군과 시점 간에 교호작용도 없었다(F=0.68, p= 

.712)(Table 3).

2) 행동 반응

신생아 ․ 영아 통증 척도 점수(NIPS)는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p=.002)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2) 군과 시

점 간에 교호작용은 없었다(F=1.96, p=.154)(Table 4).

울음 시간은 1군의 울음 시간이 19.1초로 2군의 울음 시간 1.4초

보다 길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2)(Table 5). 

듀오덤 또는 안대 제거 시간에서 1군의 듀오덤 제거 시간이 평균 

24.3초, 2군의 안대 제거 시간이 10.1초로 1군이 2군보다 길어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5).

3) 피부 반응

홍반 점수는 두 군의 평균이 같아 차이가 없었다(t=0.04, p=.967) 

(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광선치료 시 사용하는 접착 테이프식 안대 제거 방법

에 따른 신생아의 통증 반응과 피부 반응 정도를 비교해봄으로써,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안대 제거 방법 중 신생아에게 통

증을 적게 유발시키는 안대 제거 방법을 확인해보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통증 생리 반응 중 심박동수는 안대 제거를 시

작한 이후 두 군 모두 증가하였으며 측정을 마칠 때까지 심박동수

가 증가된 상태였다. 이는 신생아에게 통증 자극 후에 심박동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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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Different Values of Heart Rate between Baseline and Measurement Time

Different value
Group 1* (bpm) Group 2†(bpm) 

t or F p
 M±SD M±SD

D1 (T2~T1)  9.60±6.97 3.70±6.65 1.94 .068

D2 (T3~T1) 10.50±6.34 7.90±6.43 0.91 .375

D3 (T4~T1) 10.50±5.93 9.20±9.18 0.38 .711

D4 (T5~T1) 11.70±8.55 2.70±6.37 2.67 .015

D5 (T6~T1)  13.80±13.70 1.40±3.40 2.78 .019

D6 (T7~T1)  18.00±16.14 3.90±5.72 2.60 .024

D7 (T8~T1)  18.90±15.68 8.00±6.69 2.02 .065

D8 (T9~T1)  20.10±19.49 6.30±5.25 2.16 .055

D9 (T10~T1)  19.70±16.00 5.40±5.96 2.65 .022

Total  14.75±10.59 5.38±4.26

Source Group
Time

Group*Time

6.73
2.51
1.10

.018

.079

.429

*Duoderm under the eyepatch removed with water; †Eyepatch removed with oil; D=Different value; T1=Baseline; T2=Immediately after removing; 
T3=10 seconds after removing; T4=20 seconds after removing; T5=30 seconds after removing; T6=40 seconds after removing; T7=50 seconds after 
removing; T8=60 seconds after removing; T9=70 seconds after removing; T10=80 seconds after removing. 

Table 3. Comparison of Oxygen Saturation between Group 1 and Group 2

Time
Group 1* (%) Group 2†(%)

t or F p
M±SD M±SD

T1 98.00±2.74 98.60±1.50 0.61 .552

T2 97.60±2.95 97.90±1.91 0.27 .790

T3 96.10±2.84 97.20±2.29 0.95 .354

T4 92.90±6.80 96.80±3.08 1.65 .123

T5 91.20±5.41 96.90±3.31 2.84 .010

T6 93.80±7.23 97.90±2.23 1.71 .115

T7 94.00±7.49 98.10±2.18 1.66 .126

T8 96.70±3.94 98.00±2.10 0.92 .370

T9 97.30±3.56 98.00±1.94 0.55 .592

T10 97.40±3.71 98.00±2.00 0.45 .658

Total 95.50±3.25 97.70±1.76

Source Group
Time

Group*Time

3.67
2.35
0.68

.071

.099

.712

*Duoderm under the eyepatch removed with water; †Eyepatch removed with oil; T1=Baseline; T2=Immediately after removing; T3=10 seconds after 
removing; T4=20 seconds after removing; T5=30 seconds after removing; T6=40 seconds after removing; T7=50 seconds after removing; T8=60 seconds 
after removing; T9=70 seconds after removing; T10=80 seconds after removing. 

증가하며 자극 3분 후까지도 심박동수가 증가되어 있다는 선행연

구결과[13,14]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처치 전 안정상태에서도 심박동수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1군에서 한 명의 대상자가 다른 질환

이 없는 정상아였음에도 안정 시 심박동수가 165회/분을 기록했

기 때문이었다. 대상자 포함 기준에 활력징후가 정상 범위여야 한

다는 조항을 넣지 않아 포함하였는데 이 대상자를 제외한 경우에

도 안정상태에서의 심박동수 차이에 변화가 없었다(p=.213).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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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Neonatal Infant Pain Scale (NIPS) Scores between Group 1 and Group 2

Time
Group 1* (scores) Group 2†(scores) 

t or F p
M±SD M±SD

T1 0.00 0.00 - -

T2 2.55±1.75 1.50±1.05  1.62 .122

T3 5.55±1.55 2.75±2.58  2.94 .008

T4 5.85±1.51 2.15±2.79  3.68 .001

T5 4.15±3.02 0.25±0.79  3.94 .002

T6 1.75±2.91 0.00  1.90 .090

T7 0.95±2.03 0.10±0.31  1.31 .222

T8 1.45±2.29 0.00  2.00 .076

T9 1.20±2.14 0.00  1.77 .111

T10 1.00±2.00 0.00  1.58 .148

Total 2.44±1.47 0.67±0.62

Source Group
Time

Group*Time

12.26
 6.90
 1.96

.002

.002

.154

*Duoderm under the eyepatch removed with water; †Eyepatch removed with oil; T1=Baseline; T2=Immediately after removing; T3=10 seconds after 
removing; T4=20 seconds after removing; T5=30 seconds after removing; T6=40 seconds after removing; T7=50 seconds after removing; T8=60 seconds 
after removing; T9=70 seconds after removing; T10=80 seconds after removing. 

Table 5. Duration of Crying Time, Removing Time of Duoderm/Eyepatch and Erythema Score between Group 1 and Group 2

Variables
Group 1* (n=10) Group 2†(n=10)

t   p
M±SD M±SD

Duration of crying (seconds)  19.10±18.60  1.40±2.54 2.49 .012

Removing time (seconds) 24.30±7.30 10.10±2.99 5.69 ＜.001

Erythema scores  1.50±0.47  1.50±0.57 0.04 .967

*Duoderm under the eyepatch removed with water; †Eyepatch removed with oil.

같은 처치 전 심박동수의 군 간 차이를 교정하기 위해 측정 시점 값

에서 안정 시의 값을 뺀 차이 값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군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더 강한 통증 자극 시에 통증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나므로[15] 심박동수가 더 많이 증가한 1군이 2군 보다 통증이 

더 심했음을 알 수 있다. 

통증 생리 반응 중 산소포화도는 안대 제거 시작 후부터 두 군 모

두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산소

포화도 평균의 최저치는 91.2%였는데 이는 통증 자극 후 산소포화

도가 감소하였으나 모두 정상 범위였다는 선행연구[14]와 일치하

는 것이다. 산소포화도 최저치가 저산소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

던 것은 안대 제거 시의 통증이 산소포화도가 정상이하로 낮아질 

만큼 심한 통증이 아니어서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비록 유의

한 차이는 없었지만 산소포화도 역시 1군이 2군에 비해 감소된 폭이 

더 컸는데, 1군이 2군에 비해 더 통증이 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통증 행동 반응 중 신생아 ․ 영아 통증 점수(NIPS) 평균은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1군이 2군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높았다. 

NIPS 최고점은 1군에서는 5.85점이었으며 2군에서는 2.75점이었

는데, 1군의 최고점은 발뒤꿈치 천자 후 NIPS 최고점이 5.6점까지 

측정되었던 선행연구[1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1군이 훨씬 

더 통증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시점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

데 특히, 접착면을 떼기 시작한 10초 후부터 30초까지의 구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안대 제거 초반에 통증이 심함을 알 수 있다.

통증 행동 반응이 끝나고 안정 상태로 돌아오는 시간 역시 두 군 

간에 차이가 있었다. 2군은 모든 대상자가 60초 이전에 NIPS 0점

으로 돌아와서 이후에도 계속 0점을 유지하는 안정된 상태를 보인 

반면, 1군은 카메라로 측정하는 80초가 끝날 때까지도 0점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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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지 못하는 상태를 보였다. 1군은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가도 다시 울음을 터뜨리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안정상태

로 돌아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울음 시간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1군이 10배 이

상 더 길었다. 울음은 아기들의 통증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기 때

문에 통증에 대한 가장 민감한 측정지표 중 하나이다[16]. 따라서 

울음 시간이 10배나 더 길었다는 것은 통증이 더 심했고 지속적이

었음을 알 수 있다.

듀오덤 또는 안대를 제거하는데 걸린 시간은 두 군 간에 2배 이

상 차이가 났다. 듀오덤은 접착력이 강해 떼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안대에 오일을 묻힌 경우 안대가 쉽게 떨어져 제거 시간이 

짧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듀오덤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

린다는 것은 통증 자극을 가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비례하여 울음 시간도 길어졌으리라 사료된다. 침습적 절차 시 소

요시간이 길수록 울음 시간이 길었다는 선행연구[1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만 듀오덤은 2일간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부착 기간이 

제거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1군과 2군의 안대 제거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 것은 

현재 C대학 부속 두 곳의 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간호중재 방식

을 그대로 적용하여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즉 1군은 안대 밑에 부

착하는 듀오덤을 광선치료 시작 2일 후에 제거하였으며 2군은 광

선치료 시작 1일 후에 안대를 제거하였다. 2군의 방법대로 매일 안

대를 교환하면 2일에 1번 안대를 교환하는 1군 보다 2배의 빈도로 

통증 자극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매일 안대를 제

거하는 2군의 통증을 2번 반복할 경우에도, 광선치료 시작 2일 후 1

번 제거하는 1군 보다 통증 정도가 낮았다. 본 연구결과 1군의 

NIPS가 4배 이상 높았고 울음시간은 10배 이상 길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간 광선치료 시에는 매일 안대를 제거하더라도 2군의 

방법이 통증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피부 반응 점수는 두 군 평균이 같아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는 피부 손상 정도를 사진과 육안으로 관찰한 것이므로 추후 객관

적인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해외 연구 중 신생아실에서 드레싱 목

적뿐만 아니라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예방적인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듀오덤이 실제로는 피부에 자극을 많이 주고 있다

는 선행연구결과가 있다[17,18]. 두 군 간에 피부 반응 정도에는 차

이가 없으면서 듀오덤 제거 시 신생아의 통증을 더 많이 초래한다

는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임상에서 안대 부착 시에 듀오덤을 

사용하는 방식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듀오덤은 상처 드레싱, 피부 보호, 방수, 외부 오염원 차단에 효

과적이며, 장기간의 위관 튜브, 정맥 주사, nasal prong 유지와 같

이 잦은 테이핑으로부터의 피부 손상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다

[19]. 따라서 단기간 광선치료 할 것이 예상되는 정상 신생아에게

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또 듀오덤은 방수 기능

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할 때 물을 묻혀서 제거하는 방식은 의미

가 없다고 생각된다. 최근 듀오덤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듀오덤 

remover 제품이 개발되어 있으나, 비용도 비쌀 뿐더러 사용해본 

간호사들은 remover 제품이 스프레이형이라서 사용할 때 안대 부

착 부위가 눈 옆이므로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차례 분사하면 

흡입 가능성도 있어 사용하기 조심스럽다고 하였다. 

오일이 접착성 테이프 제거 시 도움이 되나 그 위에 다시 접착성 

테이프를 반복적으로 붙여야 하는 기관 내 삽관과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다[20]. 그러나 오일의 사용이 신

생아의 통증을 현저히 감소시켜주므로 광선치료가 단기간으로 예

상되는 경우 접착식 안대를 적용한 후 오일로 제거하는 방식을 선

택한다면 신생아들의 통증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는 피부 손상 정도에는 1군과 차이가 없으

면서 통증이 감소되고 울음 시간이 감소된 접착식 안대에 오일을 

묻혀 제거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를 토대로 단기간 광선치료를 하는 정상 신생아에게 접착식 안대

를 제거할 때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적용 가능한 오일을 묻혀 제거

하는 방법을 실용적인 간호 방식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정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안대를 단기간 적용한 경우

의 결과이므로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 안대를 착용하는 

대상자에게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현재 수행

하고 있는 간호중재 방식 2가지를 그대로 비교하였기에 중재의 제

공 방법과 안대 제거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증 정도를 

비교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추후 안대 접착 방법(듀오덤, 테이

프)에 따른 각각의 제거 방식(물, 오일)이 신생아 통증에 미치는 효

과를 관찰하는 중재연구를 제언한다. 

신생아실에서의 광선치료는 보편적인 처치임에도 불구하고 통

증을 감소시키는 안대 제거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가 아직까지 없

었다. 안대를 제거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순간의 통증쯤이야 

하고 생각해 지나쳤을 수 있지만, 작고 약한 신생아에게는 겪고 싶

지 않은 통증 행위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대 제거 방식에 대한 효과적인 간호중재와 지침을 개발하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광선치료 시 사용하는 접착 테이프식 안대 제거 방법

에 따라 신생아의 통증 반응과 피부 반응 정도를 비교해보고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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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였다.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안대 제거 방법 중 접착

식 안대에 오일을 묻혀 제거하는 방법이 피부 손상 정도에 차이가 

없으면서 통증과 울음 시간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결과를 토대로 단기간 광선치료를 하는 정상 신생아에게는 

저렴하면서 손쉽게 적용 가능한 접착식 안대를 적용한 후 오일을 

묻혀 제거하는 방법을 간호 방법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추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대 제거 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와 지침을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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