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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주산기위험이란 개념은 지난 년 이상 계속하여 관30

심을 갖는 영역이 되었다 미숙 호흡곤란 계속적인 인. , ,

공호흡기의 필요 등을 포함한 주산기에 일어나는 사건들

은 신생아의 이환율 및 신생아 발달에 영향을 준다

(DiPietro & Porges, 1991).

비록 주산기관리의 발전으로 미숙아의 이환률이 감소

하였으나 미숙아는 신경발달 인지발달 행동발달이 정상, ,

으로 발달하지 못할 위험이 정상아보다 더 높다 그래서.

출생직후 환경이 미숙아의 성장 발달에 주는 영향에 대,

하여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미숙아는 출생직후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되는데 이렇게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많은 자

극에 노출되나 자율신경 및 기능적 성숙이 정상아보다

낮아 환경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잘 다루지 못한다 신생.

아중환아실에 입원동안 미숙아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

며 자극중의 하나인 치료 및 간호중재가 미숙아를 편안

하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는 신생아중환자실에Gabriel, Grote, Jonas(1981)

있는 미숙아는 시간 이상을 방해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1

드물다고 하였다 과 는 신. Pohlman Beardslee (1987)

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와 이루어지는 접촉중 가56%

기관내 흡입 흉부물리요법 바늘에 찔리는 침습적 행위, ,

등으로 이들 접촉은 미숙아를 심하게 혹은 중정도로 방

해한다고 하였고 접촉의 만이 미숙아를 편안하게, 8.2%

느끼게 하는 간호라고 하였다 특이한 중환자실의 환경.

으로 인하여 미숙아에게 주어지는 간호가 미숙아의 지속

적이며 따뜻한 상호관계를 뺏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

였다((DiPietro, Cusson, Caughy, & Fox, 1994 ;

Gaiter, Avery, Temple, Johnson, & White,

1981; Gorski, Hole, Leonard, Martin, 1983).

그래서 는Norris, Campbell, & Brenkert(1982)

중환아실에게 미숙아에게 행하여지는 일상적인 간호중재

들이 미숙아에게 나쁜 효과를 주는지 좋은 효과를 주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비록 이러한 중재가.

신생아중환아실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나 미숙아

의 생리적 반응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

는 것은 미숙아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간호하는데 중요

하다.

스폰지목욕이 청결유지 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하여는 많은 조사가 되지 않은 채 일상적으로 행하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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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중재중 하나로서 스폰지목욕을 미숙아는 매일 받고 있

다 그 동안 이루어진 목욕효과에 대한 연구는 목욕은.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산소소모를 적게하며 체온을 변,

화하게 하는 스트레스원(Anderson, Lane, & Chang,

1995; Johnston, Watt, & Fletcher, 1981;

Winslow, Lane, & Gaffney, 1985; Sloane et

이라는 정도로서 미주신경반응까지 측정한 연al.,1995)

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중환아실에서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간호

중재중의 하나인 스폰지 목욕이 미숙아의 미주신경반응

을 포함한 생리적 기능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한국에.

서는 처음으로 측정되는 미주신경반응이 미숙아의 위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이냐도 함께 연구하

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스폰지 목욕의 영향을 점검하므로서 미숙아

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스폰지목욕

을 시행하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미주

신경반응 측정을 통하여 미숙아의 행동발달 상태를 미리

예측하여 필요한 처치를 조기에 실시하게 하므로써 미숙

아의 정상발달을 촉진하는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스폰지 목욕이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심박동수 심박1. ( ,

동간격 미주신경반응 산소포화도 호흡 및 행동에, , , )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미주신경반응과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 행동반응 기2. , ,

타 입원동안의 체중증가 입원기일 이환율와의 관( , , )

계를 파악한다.

가설2.

가설 목욕전 목욕시 목욕후 미숙아의 생리적 반응1 : , ,

심박동수 심박동 간격 미주신경반응 산소( , , ,

포화도 호흡이 다를 것이다, ) .

가설 목욕전 목욕 후 미숙아의 행동반응 행동상2 : , (

태 활동수준 행동적징후이 다를 것이다, , ) .

가설 목욕전 측정된 미주신경반응이 낮은 미숙아군3 :

과 목욕전 측정된 미주신경반응이 높은 미숙

아군의 생리적 반응은 다를 것이다.

가설 목욕전 측정된 미주신경반응이 낮은 미숙아군4 :

과 목욕전 측정된 미주신경반응이 높은 미숙

아군의 행동반응이 다를 것이다.

가설 목욕전 측정된 미주신경반응이 낮은 미숙아군5 :

과 목욕전 측정된 미주신경반응이 높은 미숙

아군의 체중증가 입원기일 이환율은 다를 것, ,

이다.

가설 목욕목욕전과 목욕시 비교시 미주신경반응에6 : ( )

변화가 없는 미숙아는 변화가 많은 미숙아와

생리적반응 입원기일 이환율이 다를 것이다, , .

가설 목욕전 목욕중 목욕후 미주신경반응과 심박7 : , ,

동수 심박동간격 산소포화도 호흡과는 상관, , ,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용어정의3.

미주신경반응 미주신경의 영향이 일(Vagal tone) :

시적으로 감소되는 흡기동안의 심박동과 미주신경의 영

향이 회복되는 호기 동안의 심박동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주신경반응이 크다는 것은 흡기와 호기시의

심박동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Porges, 1985

:1992).

Ⅱ 이론적 배경.

간호중재에 대한 미숙아의 반응1.

모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행해지는 간호의 주요 목표

는 미숙아가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게 도움으로서 궁극적

으로 건강하며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있,

다 미숙아는 정상아에 비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능.

력이 떨어지므로 특수한 환경인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하여 있는 동안 미숙아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아 적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은 간,

호사가 할 일이다 등 는 신생아중환자실. Norris (1982)

에서 행하여지는 일상적 간호절차중 일부는 미숙아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줄 수 있다고 하였고, Huch,

는 먹이기 고통스러운 자극 자Lucey & Huch(1978) , ,

세교환 인공호흡기중단 진단절차등이 저체중아의 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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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증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Long, Philip &

는 명의 저체중아를 관찰한 결과 저체Lucey(1980) 15

중아에서 나타나는 저산소증의 가 다루기와 관계있75%

었다고 하였다.

과 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체Zahr Balian(1995)

중 재태기간 주의 미숙아 명을 대480-1930g, 23-33 55

상으로 하루 시간씩 가지의 간호행위와 소음에 대한4 19

미숙아의 생리적 및 행위 반응을 관찰하였다 하루 시. 4

간 관찰동안 간호행위로 인한 다루기가 한명의 미숙아에

게 평균 번 이루어졌고 이중 번은 바늘을 찌르는8.5 , 1.4

행위와 같은 위협적인 중재 번은 흉부물리요법 같은, 1.2

중간정도의 중재 번은 낮은 정도의 중재 번은, 2.7 , 3.2

목욕이나 기저귀 갈기 같은 간호였다고 하였다 간호행.

위시 산소포화도는 유의하게 낮아졌고(F(2, 34)=24.93,

심박동과 호흡수는 증가하였으나 유의하지는p<.001),

않았다 간호행위와 소음에 대한 미숙아의 행위 변화는.

가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인 수면 상태에서 안달이나78%

울음상태로 변하여 미숙아가 정상아보다 환경적 자극을

차단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냈다.

등 은 명의 호흡곤란증이 있는 미숙Norris (1982) 25

아에게 간호행위중 흡입 체위변경 발꿈치에서의 채혈시, ,

산소분압을 측정하였다. tcPO2가 흡입(F=27.02,

과 체위변경 동안 유의하게p<.0001) (F=8.01, p<.001)

낮아졌으나 발꿈치에서 채혈하는 동안에는 유의한 변화,

를 보이지 않았다 흡입시는 체위변경시는. 44%, 12%,

발꿈치에서 채혈시는 의 미숙아에서 저산소혈증이16%

나타났다 흡입후 회복정도는. tcPO2가 떨어진 비율로 회

복되었으나 체위변경 후 명의 미숙아는 회복정도가 느, 6

리며 행위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아 체위변경의 효과에, ,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tcPO2의 변화정도와 체위

변경후의 회복시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r=.46, p<.05)

를 나타냈으나 흡입과 발꿈치에서 채혈과는 유의한 관계

를 보이지 않아 간호행위 즉 자극의 종류에 따라 미숙아

의 적응이 다름을 보였다.

과 은 간호행위에 대한 미숙아의Zahr Balian(1995)

생리 반응 및 행위변화를 연구한 후 미숙아에게는 꼭 필

요한 간호행위로만 국한하여 간호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시간마다 체위 변경은 과학적. 2-3

근거도 없이 행하여 지고 있다고 하면서 목욕 기저귀갈,

기 흡입 영양위관 삽입 체온측정 등 간호행위의 효과, , ,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호행위중 미숙아에게 정규적으로 행하는 목욕의 효

과는 무엇보다도 청결을 유지하는데 있다 그밖의 목욕.

은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불안정한 사람을 이완시키며, ,

피부의 말초신경과 주변조직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소변배설을 증가시키고 목욕동안,

근골격계를 움직이게 되어 운동이 되며 근육의 긴장도,

와 관절의 운동성을 촉진시키며 호흡수와 깊이를 증가,

시키며 근육이완과 피부자극을 통하여 안위를 증진시키,

며 감각자극을 한다김명자 김금순 김정순 박형숙, ( , , , ,

송경애 최순희 장옥자 목욕에 대한 효, , 1996 , 1992).

과를 액와체온변화로 측정한 등 은Anderson (1995) 20

명의 건강한 신생아에게 통목욕을 시킨 후 체온을 측정

한 결과 목욕전보다 목욕후의 체온이 화씨 도 낮아졌0.2

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고 하였고 등, Winslow

은 명의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와 명의(1985) 18 22

정상인을 대조군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환자 및 정상인

모두 휴식시보다 목욕시에 최고 심박동수가 높아졌고(p<

목욕시 산소소모량이 휴식시보다 약 배 적다.05), 3

고 하였다 또한 심근경색증환자와 대조군을 비(p<.05) .

교한 결과 심근경색환자가 정상인보다 산소소모량은 유

의하게 낮고 심박동수는 높아 목욕이 스트레스가 됨을,

보여 주었다 등 은 신근경색증환자를 대. Johnson (1981)

상으로 등 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Sloane (1995)

한 결과 목욕의 종류에 따라 산소소모와 심전도에 영향

이 다르며 목욕이 환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목욕시간 목욕방법 목욕환경을 고려하여 목욕이 이루어, ,

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목욕이 미숙아의 생리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청결 유지에

중점을 두고 행하여지고 있고 과 은, Zahr Balian(1995)

정도의 미숙아를 매일 목욕시키는 것이 아기에게1000g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목욕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미주신경반응과 자율신경계 기능과의 관계를 설명2.

하는 이론

임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프가점수 신경계 검,

사들은 중추신경계의 비정상 여부를 판단하게 하나 경,

증의 비정상적인 중추신경 기능상태를 판단하지는 못하

고 있다 또한 의학적 측정도구들은 신(Porges, 1983).

생아의 생존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아동의 지적 행동, ,

적 발달과 관계 있는 중추신경의 개별적 차이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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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신생아의 발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어떤 위험요

소를 갖고 있느냐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신생아의 신경,

체계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평가하여야 한

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은 초기 생리적 기능이 신생아.

의 행동발달에 주는 영향과 예측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심맥관계의 측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 왜냐하면 심(Porter, Bryan, & Hsu, 1995).

박동 측정은 중추신경계 및 자율신경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개인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

문이다(Fox & Porges, 1985; Porges, 1985).

그동안 심박동변이 측정은(heart-rate variability)

신생아의 중추신경계를 측정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Carbel, Siassi, Zanini,

Hodgman & Hon, 1980; Jenkins, Reid &

McClure, 1980; Parer, Parer, Holbrook, &

심박동Block, 1985; Richards & Cameron, 1989).

변이는 심장에 대한 미주신경(the vagus, the 10th

의 영향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cranial nerve)

(Jenkins, Reid & McClure, 1980).

호흡은 심장에 대한 미주신경 기능을 조절한다 결과적.

으로 미주신경의 주기적 변동은 심박동의 주기적 변동과

일치된다 그러므로 호흡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주기적 심.

박동의 변화예 호흡성동성부정맥는 미주신경 반응과( , )

관계된다 호흡중추에 의한 심장에 대한 미주 신경의 생.

리적 기능상태를 말한다. Porges(1983, 1985, 1986,

는 이 관계를 수량화하여 나타내기1988, 1990, 1992)

위하여 미주신경반응 을 개발하였다(vagal tone) .

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자율신경계Porges(1992)

의 두 요소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자율신경계모델을 제안

하였다 이 두 요소는 부교감계와 교감계로 부교감신경.

계는 일차적으로 미주신경활동을 통해 장의 욕구에 반응

하고 교감계는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요구에 반응한다 이, .

두 신경조직은 뇌간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 두 하부조직,

의 측정은 중추신경계 기능정도를 말해주는 창문역할을

한다(Boyce & Jemirin, 1990).

자율신경계모델에서는 자극에 반응하여 부교감신경계

의 반응이 위축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보았고 자극이,

있기전부터 부교감신경계의 반응이 적은 것을 스트레스

에 대한 취약성이라고 정의하였다(Porges, 1992).

는 호흡성동성부정맥Porges (Respiratory Sinu

으로 인한 심박동변이의 양을 측정하므로Arrhythmia)

서 미주신경에 의한 부교감신경계의 반응정도를 쉽게 그

리고 타당하게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호흡성동성부정맥.

은 심장에 대한 미주신경의 영향에 대한 증거이므로

(DiPietro & Porges, 1991; Grossman &

호흡 횟수와 관련이 있는 심박동리듬Wientjes, 1986)

의 진폭을 측정하는 스펙트럼분석(spectral analysis)

을 이용하여 미주신경반응을 측정할 수 있다(Porges,

고 하였다1992) .

미주신경반응 과 신생아발달과의 관계3. (vagal tone)

임신주수에 따라 신생아의 미주신경반응과 심박동변이

의 정상치를 알려 주는 연구는 거의 없다.

은 살Sachis, Armstrong, Becker, Bryan(1982) 1

이 되기 전에 죽은 신생아 명과 명의 사춘기 아동의33 5

미주신경을 부검한 결과 수정부터 임신주수 주까지 유40

수미주신경섬유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였고(r=.682,

재태기간 주 이상인 명의 정상아의 유수p<.001), 41 16

섬유수와 사춘기 아동의 유수섬유수와는 유사 하(p< .40)

였다 그러나 재태기간이 주 이하인 명의 미숙아의. 38 17

유수미주신경섬유 수가 정상아와 사춘기 아동의 섬유수

보다 유의하게 적어 미주신경의 미숙이 불안정(p<.001),

한 호흡 양상과 관계 있음을 보였다. Pereyra, Zhang,

도 비정상적인 미주신경반응은Schmidt, Becker(1992)

미주신경의 구조적 미숙에 일부 기인되고 이런 미숙은,

신생아와 초기 아동기의 질식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및 는 재태주수와 미Porges, McCabe Yongue(1982)

주신경반응과는 의 상관관계라고 하였다r= .82 .

은 정상아 명과 주의 미숙Porges (1992) 125 35-37

아 명의 미주신경반응도를 조사한 결과 미숙아가 정112

상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1,235)=226.3, p<.0001)

고 하였고, Doussard-Roosevelt, Porges, Scanon,

은 성인상태Scanlon, Alemi, Chux, & Patel(1994)

로의 미주신경 발달은 주 재태기간부터 나타나33-35

고 이것이 세되었을 때의 지적과정의 를 설명한다, 3 40%

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미주신경이 좀 더 유수화할수

록 미주신경반응이 증가하였고 재태기간 주 사이, 33-35

에 미주신경이 발달하며 유의한 변동을 나타난다고 하,

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를 확증하기 위한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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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와 미주신경반응4.

의 자율신경모델에 의하면 좋지않은 임Porges(1983)

상적 상태 짧은 재태기간 행동조절 장애 등이 있을 때, ,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스트레스와 미주신경반응과는 관련

이 있다고 하였다.

와 는 영아를 대상으로 이환율 지Fox Porges(1985)

표와 미주신경반응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심.

박동변이 의학적 합병증과 개월시 개월시의 영아발, 8 12

달정도와는 상관이 없었으나 재태기간 주시의 미주신, 40

경반응이 높았던 신생아는 번의 추후 측정에서 영아발2

달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미주신경반응이.

낮았던 신생아는 다양한 발달 결과를 보였다 그래서 심.

박동변이나 임상적 합병증같은 지표로 영아의 발달을,

예측하는 것보다 미주신경반응으로 측정하여 예측하는

것이 더 예민하다고 하였다.

미주신경반응과 인지 혹은 행동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는 무작위로 선택한 명의 정상아를Fox(1989) 52

생후 일 개월 개월에 조사하였다 개월에 높은2 , 5 , 14 . 14

미주신경반응을 보였던 영아는 낯선 것에 접근하는 것에

덜 망설였으며 낯선 것이 나타났을 때에도 다른 아이보,

다 어머니에게는 덜 접근하면서 신기한 물건에는 좀 더,

접근하였다 는 개월에서 개월 사이. Healy(1989) 11 35

의 쌍둥이 쌍을 조사한 결과 온순한 성격의 아동에 비45

해 힘든 성격의 아동이 유의하게 심박동간격이 짧고 심,

박동간격변이 와 미주신경반응(heart period variance)

이 높았다.

와 은 정상아 명을 생Richards Cameron(1989) 120

후 주에 연구하여 높은 심박동변이치를 나타14, 20, 26

낸 아이가 의 발달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였고Bayley ,

는 정DeGangi, DiPietro, Greenspan,Porges(1991)

상아의 자극전 미주신경반응은 인지적 작업을 하는 동안

낮아지는 관계를 보였으나 조절장애아에서는 관련이 없,

었다고 하였다 또한 자극전 미주신경반응이 높을수록. ,

그리고 인지적 작업동안 미주신경반응이 억제될수록 좀

더 성숙된 인지적 기술과 운동행위를 하였다고 하였다.

자극과 미주신경반응과의 관계를 조사한 Porter,

및 는 포경수술전 수술직전Porges, Marshall(1988) , ,

수술중 수술후의 미주신경반응, (F(4, 124)=15.89,

과 심박동간격p<.0001) (F(4, 124)=32.0, p<.0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고 수술전 미주신경,

반응이 높았던 신생아는 수술동안의 심박동간격과 미주

신경반응이 많이 변화하여 수술전 미주신경반응이 생리,

적 반응을 예견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술전 미주신경반.

응이 낮았던 신생아는 포경수술시 강한 반응을 덜 하여“ ” ,

이런 아이는 신경적인 문제의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와 는 임신주수 평균 주이DiPietro Porges(1991) 30

며 조사시 생후 일된 미숙아의 미주신경반응과 위관영, 7

양시 행동적 반응을 보았다 위관영양시 미주신경반응이.

증가했다가 위관영양이 끝날때는 위관영양 시작전 수준,

보다 감소한 미숙아군이 위관영양시 미주신경반응이 증

가하였고 위관영양이 끝날때 위관영양 시작전 수준보다,

감소하지 않은 미숙아군과 위관영양시 미주신경반응이

증가하지 않은 미숙아군보다 유의하게 입원기일이 짧았

다 와(F(2,25)=3.65, P<0.05). DiPietro Porges

는 이렇게 위관영양시 미주신경반응이 증가 하였(1991)

다가 끝난후 감소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율신경모델의,

통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입원기간은 임신.

주수 아프가점수 점수 합병증 점수 호흡지지, , Hobel , ,

정도 체중 증가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보고하면서 미주,

신경반응이 전통적인 위험지표인 체중변화 합병증등보,

다 신생아의 발달상태를 더 잘 예견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들 연구 결과는 가 제안Porges(1992)

한 자율신경모델을 지지하였다 낮은 미주신경반응은 나.

쁜 임상 상태 좋지 않은 신경발달 상태 자극에 대한 낮, ,

은 적응과 관련이 있어 자극시 미주신경반응이 낮은 것

은포경수술 위관영양 신생아의 발달과 관련이 있었다( , ) .

Ⅲ 연구 방법.

연구대상자1.

이 연구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시에1997 10 1999 3 S

있는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시행하였다 대상자는 출S .

생시 재태기간이 주 주이며 이며 생27 -33 , 1000-2000g ,

후 일 이내인 인 미숙아 명으로 다음 조건을 갖는 경4 40

우는 제외되었다주요한 기형 패혈증 수술 중추신경에( , , ,

영향을 주는 투약 발작 계속적으로 인공호흡기 필요, , ).

연구절차2.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

공동 연구자간호사 명은 가능한 대상자 파악을 위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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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일에 번 상담하였다 대상자 선정 조건에 맞는1 1 .

미숙아의 부모를 연구자 중 한명이 생후 일 이내에2-3

만나 연구 목적을 부모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얻었다, .

선택된 생후 일 이내인 미숙아에게 신생아중환자실에서4

정규적으로 행하여지는 간호계획에 따라 스폰지 목욕이

행하여지며 이 때 자료가 수집되었다 스폰지 목욕시 미.

숙아가 생리적 곤란상태심박동수가 초간 분당 이( 12 100

하 혹은 이상이거나 산소포화도가 초 이상, 200 30 90%

이하 이면 중단하였다 중단후 필요한 조치가 미숙아에) .

게 주어진 후 약 시간후에 목욕을 다시 실시하였다1-2 .

또한 기본자료 수집은 미숙아의 에너지 보존을 위하여

그리고 전에 시행된 다루기로 인한 이월효과를 감소시키

기 위하여 필요한 간호 행위를 시행한지 적어도 분후10

부터 수집하였다 등 는 기관지흡입후. Norris (1982)

tcPO2가 기본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는 초 체위265 ,

변경후는 초가 걸렸으며 휴식시간이 적어도 분이292 , 3

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기본자료 수.

집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아기

다루기를 한 후 분 후부터 자료 수집하였다10 .

병원의 미숙아를 위한 스폰지 목욕은 오전 시S 7 30

분에서 시 분 사이에 실시된다8 30 . Updike, Accurso

및 는 주 사이의 미숙아 명을 연구Jones(1985) 34-37 6

한 결과 피부체온과 산소포화도가 가장 낮은 때는 오후

시에서 오전 시 분까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11 4 30 .

욕이 실시되는 오전 시경은 주기리듬7-8 (circadian

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주기리듬으로 인한rhythms)

영향은 최소가 되게 하였다.

자료수집 시간은 목욕전 분간 목욕시 약 분10 , ( 2 ),

목욕후 분 혹은 미숙아가 다시 잠든후 분까지로 약10 5

분간 계속하여 수집되었다 목욕절차의 표준화를 위하22 .

여 병원 중환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명공동연구원S 2 ( )

이 항상 목욕을 시행하였다.

연구도구3.

생리적 상태

미숙아의 심박동수 심박동간격 호흡 산소포화도는, , ,

심전도기와 맥박측정기바이오시스 한국를 통하여 얻( , )

었다.

심전도기를 노트북컴퓨터에 연결하여 심전도를 기록한

후 이혜경과 장석호개발에서, Wavelet program( ) (a)

심전도상에 나타나는 각각의 를 선택하여R-wave , (b)

각각의 간격단위 로을 수량화심박동간격R-R ( : msec ) (

임 하였다) .

심박동간격자료는 가 개발한Porges MXedit

에 의하여 심박동간격평균 미주신경반응package a) b)

으로 전환되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심박동간. : 1)

격은 간격 즉 연속 시간을 단위로한 자료로200msec ,

전환된다 신생아의 호흡주파대 내에. 2) ( 0.3-1.3 Hz )

있는 심박동간격변량을 얻기 위하여 호흡주파대를 통과

시켜 걸른다 호흡주파대를 통과한 변량을 대수. 3)

로 계산한다 이것이 미주신경반응(natural logarithm) .

이다(vagal tone) .

행동상태

미숙아의 행동상태 활동수준 행동적징후는, , Scafidi

등 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990) .

행동상태목록 깊은 수면 얕은 수면 기타졸림 비활: , , ( ,

동적 각성 활동적 각성 안달울음, , / )

활동수준목록 일측사지움직임 양측사지움직임 전신몸: , ,

통움직임 머리돌림 놀람, ,

행동적징후목록 입놀림 하품 안면 찡그림 주먹쥠: , , , ,

떨음 딸꾹질 재채기, ,

이들 자료는 목욕전 중 후동안 초 관찰 후 초, , 15 15

간 기록의 방법으로 분간 회 기록 계속 관찰과 기10 (20 )

록이 이루어졌다 초간 관찰에 의해 해당목록이 발생. 15

되면 회 그 행동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된다 전체 분1 . 10

중 회 몇번 기록이 되었는가를 합산한후 분율해(20 ) 100 (

당목록발생횟수 회로 계산한다 이 도구에 대한/20 ) .

등 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에서Scafidi (1990) 0.70 0.99

였고 및, Harrison, Olivet, Cunningham, Bodin

의 신뢰도는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Hicks(1996) 0.81 ,

관자자간의 신뢰도는 였다0.89 .

이환 상태는 및 이Harrison, Leeper, Yoon(1990)

사용한 도구를 명의 아동간호학교수와 명의 신생아전2 1

문간호사가 내용타당도를 본 후 사용하였다 미숙아에게.

영향을 주는 가지 합병증예 수두증 무호흡 호흡곤18 ( , , ,

란 등 항목으로 각 항목은 점 척도로 병록지를 기초로) 3

수집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의 아프가점수 입원일 퇴원일 체중은 병록지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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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오류점검 정규분포 변형을 위한 조치 이상한 자료, ,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모든 변수의 도수분포를 산출한

후 가설검정을 위하여 분석 상관관계t-test, ANOVA ,

를 보았다.

Ⅳ 연구 결과.

연구자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연구대상자는 미숙아 명으로 이중 남아가 명 여40 24 ,

아가 명이였으며 단태아는 명 쌍태아는 명 이16 , 24 , 16

였다 대상자의 재태기간은 평균 주였으며 출생시 평. 33 ,

균 체중은 이였다 표1178g < 1>.

스폰지 목욕효과에 대한 분석2.

가설 목욕전 목욕시 목욕후 미숙아의 생리적반응1 : , ,

이 다를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그림 과< 1> <

표 와 같았다2> .

그림 목욕전 목욕중 목욕후 미숙아의 심박동< 1> , ,

간격과 미주신경반응

평균심박동수는 목욕전 회분이였다가 목욕중143.71 /

에는 회분으로 빨라졌다가 목욕후에는 다시153.48 /

회 분로 낮아졌다 평균 심박동간격은 목욕전139.35 / .

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별남여( / ) 24/16

단태아쌍생아/ 24/16

재태기간일( ) 231.73 11.54 203.0-258.0

아프가점수 분1 6.45 1.83 1-9

분5 7.70 1.29 2-9

출생후 금식기간일( ) 5.05 2.90 0-11

입원기간일( ) 25.18 10.92 9-56

출생시체중(g) 11780.00 386.62 1180-2550

출생시 키(cm) 42.13 2.58 36.0-46.5

퇴원시 체중(g) 2026.63 396.65 225.0-2640.0

표 목욕전 목욕중 목욕후 미숙아의 생리적 반응< 2> , ,

목욕전 목욕시 목욕후 F or t p

심박동수

회분(Heart Rate / )

143.71

(12.78)

153.48

(14.10)

139.35

(14.89)
10.762 .00**

심박동간격

(heart period ms )

420.79

(37.95)

394.12

(35.98)

435.11

(44.32)
11.051 .00**

미주신경반응

(Vagal tone)

2.03

( .76)

1.62

( .58)

2.24

(1.39)
4.250 .017*

호흡

회분(respiration / )

40.02

(10.71)

39.8

(11.85)
- .133 .895

산소포화도

(SPO2 %/mmHg)

97.98

(1.94)

98.09

(2.04)
- .394 .695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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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목욕중 목욕후420.79ms(1/1000 ), 394.12ms,

로 변화하였다 미주신경반응치는 목욕전에435.11ms .

에서 목욕중 목욕후 로 변화하였다2.03 , 1.62, 2.24 .

목욕상태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하여 분석을ANOVA

한 결과 목욕전 목욕중 목욕후의 심박동수, ,

심박동간격(F=10.762, p=.000), (F=11.051,

미주신경반응 이 통계p=.000), (F=4.250, p=.017)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목욕전 평균 호흡은 회분 목욕후 평균40.02 / ,

호흡은 회분으로 를 한 결과 유의한39.8 / paried t-test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산소포화도(t=-.133, p=.895) .

역시 목욕전 목욕후 로 통계적으로 유97.98%, 98.09%

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t=-.394, p=.695) .

가설 목욕전 목욕후 미숙아의 행동반응이 다를 것2 : ,

이다를 검정한 결과 표 과 같았다< 3> .

표 목욕전 목욕후 미숙아의 행동반응< 3> ,

목욕전 목욕후 t p

깊은수면

(Quiet Sleep,%)

3.25

(10.59)

1.125

(5.72)
1.107 .275

얕은수면

(Active Sleep,%)

75.86

(30.19)

90.33

(59.07)
-1.596 .118

활동수준

(Motor activity,%)

40.13

(32.22)

32.50

(26.67)
1.223 .229

행동적 징후

(Behavioral distress,%)

15.25

(19.21)

12.13

(15.59)
.809 .423

목욕전 깊은수면은 목욕후는 로3.25%, 1.125%

한 결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paired t-test t=1.107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얕은수면상태는 목욕전(p=.275) .

보다 목욕후 가 증가하였으나 통계(75.86%) (90.33%)

적으로는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t=-1.596, p=.118) .

활동수준을 비교한 결과 목욕전보다 목욕후가 적어졌으

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행동적,

징후도 목욕전보다 목욕후에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미주신경반응과 그밖의 생리적상태 및 행동반응과3.

의 관계분석

가설 목욕전 측정된 미주신경반응이 낮은 미숙아군3 :

과 목욕전 측정된 미주신경반응이 높은 미숙

아군의 생리적 반응은 다를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표 와 같았다< 4> .

표 미주신경반응에 따른 미숙아의 생리적 반응< 4>

높은군(19) 낮은군(21) t p

목욕전 미주신경반응
2.65

(.52)

1.47

(.44)
7.687 .000**

목욕중 미주신경반응
1.80

(.61)

1.45

(.49)
1.988 .055

목욕후 미주신경반응
2.59

(1.94)

1.94

(1.67)
1.543 .133

목욕전과 목욕중의

미주신경반응차

.85

(.76)

.46

(.36)
2.047 .048*

목욕전 심박동수
140.97

(13.37)

146.18

(12.00)
-1.291 .205

목욕중 심박동수
153.23

(15.00)

153.71

(13.60)
- .107 .915

목욕후 심박동수
137.02

(17.04)

141.47

(12.68)
- .929 .360

목욕전 심박동간격
429.31

(41.28)

413.08

(33.81
1.352 .185

목욕중 심박동간격
395.14

(38.81)

393.20

(34.17)
.166 .869

목욕후 심박동간격
443.82

(51.14)

427.22

(36.59)
1.170 .251

목욕전 산소포화도
98.08

(2.35)

97.88

(18.54)
.328 .745

목욕후 산소포화도
98.49

(1.22)

97.60

(2.57)
1.421 .166

목욕전 호흡
36.36

(10.63)

43.33

(9.89)
-2.142 .039*

목욕후 호흡
37.16

(14.41)

42.19

(8.62)
-1.323 .196

* p<.05 ** p<.01

목욕전의 미주신경반응 평균치는 이였다2.03 . Porges,

가 연구한 미숙Doussard-Roosevelt, & Maiti(1994)

아 명의 미주신경반응 평균치는 이였고112 1.7 ,

가 조사한 명의 미숙아 미주신경반응Porges(1988) 180

평균치는 으로 아직까지 표준화된 미숙아의 미주신경2.0

평균치는 알려진 것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

서는 연구대상자의 미주신경반응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

여 낮은군과 높은군으로 나눈 결과 높은군 명 낮은군19 ,

명이였다 미주신경반응이 높은군과 낮은군의 생리적21 .

반응을 하여 비교한 결과 목욕전 호흡paired t-test

목욕중 미주신경반응(t=-2.142, p=.039), (t=1.988,

목욕전과 목욕중의 미주신경반응차p=.055), (t=2.047,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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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목욕전 측정된 미주신경반응이 낮은 미숙아군4 :

과 목욕전 측정된 미주신경반응이 높은 미숙

아군의 행동반응행동상태 활동수준 행동적( , ,

징후 이 다를 것이다는 표 와 같은 결과를) < 5>

나타내었다.

표 미주신경반응에 따른 미숙아의 행동반응< 5>

높은군

(19)

낮은군

(21)
t p

목욕전 깊은수면
3.68

(12.89)

2.86

(8.30)
.238 .813

목욕후 깊은수면
1.84

(8.03)

.47

(2.18)
.718 .481

목욕전 얕은수면
70.26

(34.50)

80.95

(25.48)
-1.105 .277

목욕후 얕은수면
83.57

(28.83)

81.43

(31.03)
.461 .648

목욕전 활동수준
40.00

(31.45)

40.24

(33.67)
- .023 .982

목욕후 활동수준
33.42

(27.24)

31.67

(26.80)
.205 .839

목욕전 행동적 징후
14.47

(21.60)

15.95

(17.29)
- .237 .814

목욕후 행동적 징후
10.53

(17.74)

13.57

(13.34)
- .604 .550

미주신경반응이 높은군과 낮은군의 행동적 반응을

한 결과 행동상태 활동수준 행동적징후paired t-test , ,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설 목욕전 측정된 미주신경반응이 낮은 미숙아군5 :

과 목욕전 측정된 미주신경반응이 높은 미숙

아군의 체중증가 입원기일 이환율은 다를 것, ,

이다를 검정한 결과 표 와 같은 결과를 나< 6>

타내었다.

표 미주신경반응에 따른 미숙아의 체중차 입원< 6> ,

기일 이환율,

높은군(19) 낮은군(21) t p

체중증가(g)
229.47

(167.75)

354.29

(337.19)
-1.503 .143

입원기일일( )
22.53

(6.07)

27.57

(13.67)
-1.533 .136

이환율
1.53

(1.02)

1.19

(1.12)
.991 .328

미주신경반응이 높은군과 낮은군의 체중증가 입원기,

일 이환율을 하여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 paired t-test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설 목욕목욕전과 목욕시 비교시 미주신경반응에6 : ( )

변화가 없는 미숙아는 변화가 많은 미숙아와

생리적반응 입원기일 이환율이 다를 것이다, ,

의 검정 결과는 표 와 같다< 7> .

목욕시와 목욕전의 미주신경반응 차이를 평균한 결과

이였다 미주신경반응차의 평균을 중심으로 변화가.776 .

많은군 과 적은군 으로 나누어(N=25) (N=15) paired

한 결과 미주신경반응차가 적은군의 목욕후 미주t-test

신경반응은 많은군의 목욕후 미주신경반응은1.9704,

표 목욕전과 목욕중의 미주신경 반응차에 따른 미숙아의 생리적 반응 이환율 입원기일< 7> , ,

평균 표준편차 t p

목욕후 심박동수
높은군( =25)138.81

낮은군( =15)139.67

10.93

17.03
-.195 .847

목욕후 심박동간격
높은군( =25)435.00

낮은군( =15)435.17

37.97

48.48
-.012 .990

목욕후 미주신경반응
높은군( =25) 2.89

낮은군( =15) 1.97

2.02

.92
2.013 .051*

목욕후 산소포화도
높은군( =25) 98.72

낮은군( =15) 97.60

1.17

2.37
2.000 .053*

목욕후 호흡
높은군( =25) 44.40

낮은군( =15) 37.04

10.20

12.09
2.058 .047*

이환율
높은군( =25) 1.73

낮은군( =15) 1.12

1.09

1.01
1.758 .090

입원기일
높은군( =25) 27.26

낮은군( =15) 23.92

12.45

9.94
.885 .385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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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2.8992 (t=2.013, p=.051) ,

목욕후 평균산소포화도도 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목욕후 호흡에서도 낮(t=2.000, p=.053) ,

은군이 회분 높은군이 회분으로 통계적으44.4 / , 37.0 /

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그러나(t=2.058, p=.047) .

목욕후 심박동수 심박동간격 이환율 입원기일에서는, ,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가설 목욕전 목욕중 목욕후 미주신경반응과 심박7 : , ,

동수 심박동간격 산소포화도 호흡과는 상관, , ,

관계가 있을 것이다의 검정결과는 표 과< 8>

같다.

목욕전 목욕중 목욕후 미주신경반응과 심박동수 심, , ,

박동간격 산소포화도 호흡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

목욕전 미주신경반응과 목욕전 심박동수(r=-.315,

목욕전 심박동간격 목욕후p<.05), (r=.316, p<.05),

산소포화도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r=.322, p<.05)

고 목욕중 미주신경반응과 목욕중 심박동수, (r=-.438,

목욕후 심박동수 목욕중p<.001) (r=-.450, p<.001),

심박동간격 목욕후 심박동간격(r=.422, p<.001),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r=.454, p<.001) ,

목욕후 미주신경반응과 목욕후 심박동수(r=-.328,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

Ⅴ 논 의.

스폰지 목욕이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1.

본 연구에서는 목욕이 미숙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미숙아의 생리적상태 및 행동을 측정하였다 목.

욕전 평균 심박동수는 회분이였으나 목욕시에는143.71 /

상승하여 회분이 되었다가 목욕후에는 목욕전153.48 /

보다 더 떨어져 회분가 되었고 모든 평균치가139.35 /

신생아의 정상범위인 회분 사이에 있었으며100-180 / ,

이 평균치를 일원분산분석 한 결과 로 통계F=10.762

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p=.000) .

명 재태기간 주 체중 의 미숙아를55 ( 23-37 , 480-1930g)

대상으로 간호중재와 소음에 따른 심박동수 변화를 측정

하여 소음이 없을때 회분보다 소음이 있을때(144.43 / ) (

회 분 간호중재를 하지 않을때 회분보149.5 / ), (147.13 / )

다 간호중재시 회분 심박동수가 증가하였다고(150.64 / )

한 과 의 연구와 명의 신생아재Zahr Balian(1995) 29 (

태기간 주 출생시 체중 에게 검사자38-42 , 2.5-4.0Kg)

가 가한 촉각자극시 명 에서 초내에 심박24 (82.76%) 10

동수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고 한 이자형과 하영수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미숙아 명재(1983) . 36 (

태기간 주 평균체중 을 대상으로 부모가27-33 , : 1337g)

신생아중환아실을 방문하여 미숙아에게 접촉을 하게 한후

심박동수를 비교하여 에서는 접촉전보다 심박동수가17%

감소하였고 에서는 심박동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43%

등 의 연구와는 일부 일치하였다Harrison (1990) .

그러나 재태기간이 주에서 주인 미숙아 명을26 32 30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험군에게 생후 일에서6-8

생후 일 사이 일간 하루에 분간 접촉을 하게12-14 5 15

한후 접촉전의 심박동수는 회분 접촉시는151.7 / , 150.9

회분 접촉후는 회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 151.6 /

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등 의 연구결과와Harrison (1996)

는 일치하지 않았으며 김희숙 과 김정선 의, (1995) (1998)

연구에서도 감각자극프로그램을 받은 영아가 받지않은 영

아보다 심박동수가 더 감소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목욕전보다 목욕중의 심.

박동수가 증가하였고 목욕후에는 심박동수가 다시 떨어졌

표 심박동수 심박동간격 미주신경반응 산소포화도 호흡간의 상관관계< 8> , , , ,

목욕전

심박동수

목욕중

심박동수

목욕후

심박동수

목욕전

심박동간격

목욕중

심박동간격

목욕후

심박동간격

목욕전

산소포화도

목욕후

산소포화도

목욕전

호흡

목욕후

호흡

목욕전

미주신경반응
-.315* -.075 -.246 .316* .077 .261 .209 .322* -.173 -.112

목욕중

미주신경반응
-.263 -.438** -.450** .292 .422** .454** .008 .013 .072 .038

목욕후

미주신경반응
-.032 -.185 -.328* .041 .167 .297 -.112 -.215 .-031 -.108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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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어 목욕이 미숙아에게 자극이 됨을 보여주었다.

심박동간격도 목욕전 목욕중 목욕후에 따라 유의한, ,

차이 가 있어 목욕중 심박동간격(F=11.051, p=.000)

이 감소하였다. Fracasso, Porges, Lamb, &

는 개월된 영아 명을 대상으로Rosenberg(1994) 4 73 5

개월 개월 개월 개월에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 7 , 10 , 13

키도록 고안된 자극을 분간 준후 비교한 결과 자극직20

후 심박동간격이 감소 하였( F(1,29)=30.45, p< .001)

고 등 은 생후 시간된 정상신생아, Porter (1988) 24-48

명을 대상으로 포경수술전 평균 심박동간격은25

초 수술중에는 수술후에는441ms(1/1000 ), 377ms,

로서 유의한 차이 가 있다461ms (F=32.00, p<.0001)

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생후 간. 24-72

된 신생아를 분간 연속적으로 흡입을 하게 하면서 물이4

없는 채 빨때 물을 빨 때 자당 을 빨 때, , 5% (sucrose)

의 심박동 간격을 조사하여 자당을 줄 때 심박동간5%

격이 유의하게 짧았다고 보(F(5,60)=15.3, p<.001)

고한 와 의 연구와 명의 건강한Porges Lipsitt(1993) 30

신생아 명의 미숙아출생시 체중 이하 재태, 15 ( 2200g ,

기간 주이하 명의 호흡곤란증이였던 영아를 생37 ), 18

후 개월시에 초동안 합성된 모음소리를 번 들려준3 10 7

후 심박동간격을 비교한 결과 의 평균이block 1

의 평균이 에서400.1ms, block 2 396.06ms, block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군 모두에서386.9ms (p<.05) 3

보다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한 와1block Fox

의 결과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Lewis(1983) .

그러나 생후 일내의 미숙아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7 32

여 위관영양전 과 위관영양 후 보( 373.8ms) (382.7ms)

다 위관영양중 에 가장 길다고(388.6ms) (F=6.78,

한 와 의 연구결과와p<.001) DiPietro Porges(1991)

명의 정상아와 명의 조절장애아 개월를 대상24 11 (8-11 )

으로 감각자극과 인지적검사를 한 결과 두군 모두에서

검사전보다 감각자극시 심박동간격이 증가하였다가 인지

검사시 감소 하였다고 보고한(F(2,34)=4.06, p<.05)

등 의 결과와는 일부 일치하였다 또DeGangi (1991) .

한 생후 개월된 명의 영아에게 시각적 자극을 하여6 14

자극을 응시한 시간이 이상인 군 과 자극을50% (n=9)

응시한 시간이 미만인 군 으로 나누어 심박50% (n=5)

동간격을 비교하여 자극을 응시한 시간이 이상인 군50%

에서는 유의하게 심박동간격이 자극시 증가하였으나 자

극을 응시한 시간이 미만인 군에서는 심박동 간격이50%

자극시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Linnemeyer & Porges

의 결과와도 일부만 일치하였다(1986) .

이렇게 와 등Fox Lewis(1983), Fracasso (1994),

등 의 연구와 본 연구와는 일치하고Porter (1988)

등 와Degangi (1991), Dipietro Porges(1991),

와 의 연구와는 일부만 일치Linnemeyer Porges(1986)

하는 이유는 자극의 종류에 따라 심박동간격이 변화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포경수술 목욕 소리 무서움. , , , ,

흡입같은 아기에게 놀람 움직임 울음을 야기하게 하는, ,

자극시에는 심박동 간격이 감소하고 시각자극 위관영, ,

양 움직임 울음을 야기하지 않는 자극시에는 심박동간, ,

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와. Zahr

의 주장처럼 신생아중환아실에서 일어나Balian(1995)

는 간호중재중 일부목욕 흡입 자세바꿈 등가 미숙아( , , )

에게 스트레스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는 생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영아는Porges(1988)

미주신경의 억제효과가 감소하여 미주신경반응이 감소한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이론에 따라 미주신. Porges

경반응을 조사한 결과 목욕전 목욕중 목(2.03), (1.62),

욕후 의 미주신경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목욕(2.24)

중에 감소 하여 목욕이 스트레스가(F=4.250, p<.017)

됨을 보여주었다 등 은 생후 시간. Porter (1988) 24-48

된 정상신생아 명을 대상으로 포경수술시의 미주신경25

반응을 조사하여 수술전 미주신경반응 수술후(2.98),

보다 유의하게 수술중 미(3.51) (F=15.89, p<.0001)

주신경반응 이 낮아졌다고 하였고 등(2.36) , Fracasso

도 영아 명의 자극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도(1994) 73 (

록 고안된 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자극직후 미주)

신경반응이 유의하게 감소하였(F(1,29)=5.07, p<.02)

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생후 간된 신생아의 흡입과 미주신경반응과의 관24-72

계를 조사하여 물이 없는 채 빨때와 물을 빨 때보다

자당을 빨 때의 미주신경반응이 유의하게5%

짧았다고 보고한 와(F(5,60)=14.2, p<.001) Porges

의 결과와도 일치하여 목욕 수술 흡입이Lipsitt(1993) , ,

스트레스가 됨을 보여 주었다.

와 는 위관영양동안의 미주신DiPietro Porges(1991)

경반응의 변화를 생후 일내에 위관영양을 하는 명의7 32

미숙아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위관영양전 미주신경반응은

위관영양 중관 삽입 분후부터 자료수집함에는1.1, ( 1 )

위관영양후에는 로 위관영양중에 유의하게 높아1.5, 0.7

졌다 고 하였고 등(F=7.58, p<.0001) , DeGa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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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의 정상아와 명의 조절장애아 개(1991) 24 11 (8-11

월 를 대상으로 감각자극과 인지적검사를 한 결과 두군)

모두에서 검사전보다 미주신경반응이 감각자극시 증가하

였다가 인지검사시 감소하여(F(2,34)=3.28, p<.05)

본 연구 결과와 달리 자극시 미주신경반응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심박동간격 결과와 같이 수술 흡입 목욕, ,

같은 간호중재는 아기에게 스트레스가 됨을 보여주었고,

생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영아는 미주신경반응이 감

소한다는 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었다Porges .

호흡과 산소포화도는 목욕전과 목욕후만 자료수집하여

통계적 유의도를 검정한 결과 목욕전과 목욕후의 호흡과

산소포화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미숙아 명재태기간 주 평균체중 을36 ( 27-33 , : 1337g)

대상으로 부모가 미숙아를 접촉한 후 산소포화도를 비교

하여 전체 방문중 에서 부모접촉전보다 산소포화도45%

가 부모접촉동안 감소하였고 에서는 산소포화도가, 19%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한 등 과 등Harrison (1990) Harrison

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기관내흡입시(1996) , PaO2 산소(

분압 를 생후 시간이 되지 않은 마리 돼지를 대상) 24 11

으로 조사하여 흡입시 비흡입시(159 torr), (150 torr)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p=.13)

의 결과와도 일Gunderson, Stone, & Hamlin(1991)

치하였다 흡입 자세바꿈 발뒤꿈치찔름시의. , , tcPO2 신(

생아의 피부에 전극을 부착하여 측정하는 산소분압도를)

비교한 결과 흡입동안 자세바꿈(F=17.02, p<.0001),

동안 에는 유의한 변화를 하였으나(F=8.01, p<.001)

발뒤꿈치 찔름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하지 않

았다고 보고한 등 의 결과와 마사지시는Norris (1982)

tcPO2의 일부만 변화하였다고 보고한 등Morrow

의 결과와는 일부 일치하였다 그러나 날카로운(1991) .

소음시 의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14% , 13%

의 신생아의 호흡이 증가하였으며 간호중재시에도, 18%

의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의 신생아의, 12%

호흡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고 보고한 과Zahr

의 결과와 마리 개를 대상으로 기관내흡Balian(1995) 3

입시 PaO2를 조사하여 산소분압이 유의 하게(p<.001)

흡입후 낮아졌다고 하였다고 보고한 과Woodburne

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Powaser(1980) .

본 연구의 결과가 일부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나 일부결

과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난 이유는 목욕중의 호흡과 산

소포화도를 측정하지 않고 목욕전과 목욕후의 호흡과 산

소포화도만을 측정하여 통계분석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처음 연구시작시에는 목욕중의 산소포화도를 측(

정하려 하였으나 아기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호흡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스폰지 목욕이 미숙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2.

목욕이 미숙아의 행동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등 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Scafidi (1990)

정하였다 재태기간이 주에서 주인 미숙아 명을. 26 32 15

대상으로 생후 일에서 생후 일 사이 일간 하6-8 12-14 5

루에 분간 접촉을 한 등 도15 Harrison (1996) Scafidi

등 의 도구를 이용하여 미숙아의 행동을 측정한(1990)

결과 깊은수면시에는 접촉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얕은수면시 움직임시F(2,13)=7.16,

행동적 징후 는(F(2,13)=9.68), ( F(2,13)=4.49)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고 하였고 이(P< .05) ,

군자 의 연구에서도 마사지전 부정적 상태에서 마(1999)

사지후 긍정적 상태로 변한 미숙아율이 실험군에서 대조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X=6.072, p=.014)

았다고 하였으며, Field, Grizzle, Scafidi Abrams,

도 깊은수면은 마사지군에서 유의& Richardson(1996)

하게 높았고 졸림 비활동적 각성(p=.001) , (p=.05),

활동적각성 울음 움직(p=.05), (p=.001), (p=.001),

임 은 흔들의자에서 달래지는 영아가 유의하게(p=.001)

높아 마사지가 아기에게 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목욕전과 목욕후 행동양상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아 이군자 나 등(1999) Harrison (1996)

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등 의 연구결과처럼 목욕이 마사지등 보다Field (1996)

더 스트레스를 주는 간호중재라서 목욕후 분후에 측정10

된 행동양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른 이유로는 목욕후 분후에 측정. 10

된 시간이 아직 목욕으로 인한 행동양상에 긍정적 변화

를 나타내기에는 적합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목욕.

후 얕은수면의 평균치는 증가하였고 움직임과 행동징후,

의 평균치는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

으므로 목욕후 언제 행동양상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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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신경반응과 그 밖의 생리적상태 및 행동반응3.

과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미주신경반응 평균치는 이였다2.03 .

는 생Porges, Doussard-Roosevelt, & Maiti(1994)

후 일째인 명의 만삭아와 주사이의 미숙아2 125 26-34

명을 대상으로 호흡기를 하지 않은 날 수면시 미주112

신경반응을 측정하였다 만삭아의 미주신경반응 평균치.

는 이였고 미숙아는 이였다고 하였고 미숙아와3.86 1.7 ,

만삭아의 미주신경반응 평균치가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 주 주(F(1,235)=226.3, p<.0001) , 35 -37

재태기간에 있는 명의 미숙아의 미주신경반응 평균180

치는 이라고 하여 본 연구의 미주신2.0(Porges, 1988)

경반응 평균치보다 약간 낮았다.

평균치를 중심으로 미주신경반응이 높은군과 낮은군으

로 나누어 목욕전 목욕중 목욕후의 생리적 상태 및 행, ,

동양상을 비교한 결과 목욕전의 미주신경반응(t=7.687,

목욕전의 호흡 목욕p=.000), (t=-2.142, p=.039),

중 미주신경반응 목욕전과 목욕중(t=1.988, p=.055),

의 미주신경반응차 에서 유의한 차(t=2.047, p=.048)

이가 있었다 목욕전과 목욕중의 미주신경반응차를 평균.

낸 결과 이였다 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목욕전 과.776 .

목욕중 미주신경반응 차가 많은군과 적은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목욕후 미주신경반응(t=2.013, p=.051),

목욕후 산소포화도 목욕후 호흡(t=2.00, p=.053),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058, p<.047) .

이 연구결과는 의 결과처럼 미주신경반Porges(1992)

응이 낮은군의 호흡이 미주신경반응이 높은군보다 유의

하게 빨랐다는 결과와 같(F(1,107)=23.5, p<.0001)

았고 신생아의 포경 수술전 미주신경반응이 높은군 중, ,

간군 낮은군으로 나누어 수술중의 미주신경반응,

과 심박동수(F(2,29)=4.09, p<.05) (F(2,29)=6.78,

가 세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수술중 울음p<.005) ,

빈도를 비교한 결과도 유의한(F(2,31)=3.59, p<.05)

차이를 보여주어 수술전 높은 미주신경반응을 나타냈던

신생아는 포경수술에 극적인 반응울음 등을 나타내었( )

고 수술전 낮은 미주신경반응을 나타냈던 신생아는 포,

경수술에 극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Porter,

의 결과와 같이 휴식시의Porges, & Marshall(1988)

미주신경반응이 신생아의 생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지표

라는 와 의 주장을 뒷받Porges(1986) Richards(1987)

침 하고 있었다 그러나 와. Linnemeyer Porges

는 생후 개월된 명의 영아에게 시각 자극전(1986) 6 14

미주신경반응도를 높은군과 낮은군으로 나누어 시각자극

전 자극중 자극후의 심박동간격을 조사한 결과 통, , 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여 자극(F(1,12)=5.86, p<.05)

전 미주신경반응이 높은군의 심박동간격이 더 길었다고

하였고 와 의 연구결과도 호흡곤란증, Fox Lewis(1983)

후가 미숙아가 건강아 및 건강한 미숙아보다 심박동간격

이 소리를 들려줄 때 유의하게 짧았다 고 하였으(p<.001)

나 본 연구에서는 미주신경반응이 높은군의 목욕전 심박

동간격 목욕중 심박동간격 목욕후 심박동간격이 낮은군, ,

보다는 더 길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목욕전 목욕중 목욕후의 미주신경반응과 심박동수, , ,

심박동간격 호흡 산소포화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 ,

과 목욕전의 미주신경반응은 목욕전 심박동수(r=-.315,

목욕전 심박동간격 목욕후의p<.05), (r=.316, p<.05),

산소포화도 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고(r=.322, p<.05) ,

목욕중 미주신경반응은 목욕중 심박동수(-.438,

목욕후 심박동수 목욕중 심p<.01), (r=-.450, p<.01),

박동간격 목욕후 심박동간격(r=.422, p<.01), (r=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목욕후.454, p<.01) ,

미주신경반응은 목욕후 심박동수 와(r=-.328, p<..05)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생후 개월의 영아를. 3 3,

개월에 집으로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개월시4.5, 6, 9 3

의 미주신경반응은 개월시의 미주신경반응4.5 ( r=.48,

개월시의 심박동간격 과 유의p< .01), 3 (r=.52, p<.01)

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개월시의 미주신경반응은, 4.5 4.5

개월시의 심박동간격 과 개월시의 미주(r=.40, p<.01) 9

신경반응은 개월시의 심박동간격 과 유9 (r=.38, p<.05)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한 등 의 결과와Izard (1991)

일부 일치하였다 명의 미숙아의 심박동 간격 미주신. 35 ,

경반응을 출생직후 재태기간 주 퇴원시에 측정하여, 34 ,

출생즉시의 미주신경반응과 출생즉시의 심박동간격, 34

주때의 심박동간격과 출생직후의 미주신경반응 주때, 34

의 심박동간격과 산소포화도 퇴원시의 심박동간격과 미,

주신경반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의 결과와DiPietro, Caughy, Cusson, & Fox(1994)

재태기간 주시의 미주신경반응과 심박동간격이 상관관40

계 가 있었다고 보고한 와(r=.63, p<.05) Fox Porges

의 결과와 본 연구 결과와는 일부 일치하였다(1985) .

본 연구에서 목욕전 미주신경반응을 높은군과 낮은군

으로 나누어 미숙아의 행동과의 관계 그밖의 입원기일,

등과의 관계를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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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변수는 없었다 그러나 와 는. DiPietro Porges(1991)

미숙아를 대상으로 위관영양 전의 미주신경반응과 위관

영양중의 미주신경반응의 차가 큰군과 중간인 군 낮은,

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입원기일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고 하였고(F(2,25)=3.65, p<.05) ,

Hofheimer, Wood, Porges, Pearson, Lawson

은 재태기간이 주나 주이전에 태어난 미숙(1995) 34 34

아 명를 세군건강한 미숙아 명 호흡곤란증 명52 ( 14 , 28 ,

중추신경계질환 명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세군에9 )

따라 얕은수면 과 집중(F(4,360=5.60, p<.001)

시 미주신경반응에 차이가 있(F(2,22)=4.42, p<.05)

어 미주신경반응이 높을수록 얕은수면과 집중을 더 많이

하였다고 하였다 과. Richard & Cameron(1989)

Porges, Doussard-Roosevelt, Portales, & Suess

의 연구에서도 미주신경반응이 아기의 성격 행(1994) ,

동발달상태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미주신경반응이 높은군에서 깊은수면이 더 많았고,

행동적징후은 적었으며 입원기일은 짧았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등 의 결과와 차이가 나는 이유Porges (1994)

는 등 연구 대상자의 미주신경반응 평균Porges (1994)

치는 이였으나 본 연구 대상자의 미주신경반응 평균1.7 ,

치는 으로 미주신경반응 평균치가 높아 미주신경반2.03

응이 행동상태나 입원기일을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

각되며 앞으로 재태기간에 따른 미주신경반응 평균치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 결과도 안정시,

미주신경반응은 아기의 발달상태를 예견하는 좋은 지표

라고 주장한 의 주장을 일부생리적 지표에서Porges ( )

뒷받침하였다.

Ⅵ 결 론.

결론1.

본 연구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스폰지목욕이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 및 행동반응에 미치

는 영향과 미주신경반응 이 미숙아의 생리(vagal tone)

적 상태와 행동반응을 예측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시도하

였다.

연구대상은 시의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S S

숙아로서 출생시 체중이 제태기간1000-2000g, 27-33

주인 미숙아 명이었으며 선천적 기형과 질병이 있는40

미숙아는 제외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스폰지 목욕이외의 다른 간호행위로 인

한 생리적행동적 효과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다른 간호

행위를 시행한지 분후부터 실시하였다 목욕전 분10 . 10

간 목욕중 분 목욕후 분간 약 분간 수집되었으, 2 , 10 22

며 목욕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병원 신생아중환자실S

에 근무하는 명의 간호사가 목욕을 시행하였다2 .

심박동수 심박동 간격 호흡수 산소 포화도는 심전, , ,

도기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가 개발한Porges MXedit

에 의하여 심박동 간격 평균 및 미주신경반응을package

구하였으며 행동상태는 등 이 개발한 척도Scafidi (1990)

를 사용하여 목욕전 후 동안 초 관찰후 초간 기록, 15 15

하였다 이 도구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였다. 0.89 .

수집된 자료는 및 상관관계를 분석t-test, ANOVA,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목욕전과 목욕후와 비교하여 목욕중에 미숙아의 심박1)

동수는 증가하였고 심박동간격과 미주신경반응은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목욕전 목욕중 목욕후 미숙아의 호흡과 산, ,

소포화도 및 행동반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목욕전 미주신경반응이 평균치보다 낮은 군이 높은2)

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목욕전 호흡수가 많고 목욕전

과 목욕중 미주신경반응차는 적었다.

그러나 두 집단사이에 심박동수 심박동간격 산소포, ,

화도 및 목욕 후 호흡수와 행동반응 체중증가 입원, ,

기일 및 이환율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목욕전과 목욕중의 미주신경반응차가 많은 군이 적은3)

군에 비해서 목욕 후 미주신경반응과 산소포화도 및,

호흡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두 집단 사이에 심박동수 심박동간격 이환, ,

율 및 입원기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언2.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본 연구의 결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일상적으로 행해1)

지는 스폰지 목욕이 미숙아의 심박동수를 증가시키

고 심박동간격과 미주신경반응을 감소시키는 생리적,

스트레스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확.

인하기 위하여 스폰지목욕이 미숙아의 생리적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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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효과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주신경반응 측정방법은 미숙아2)

의 심박동수 심박동간격 등 생리적반응과는 유의한,

관계였으나 행동반응 및 기타체중증가 이환율 입( , ,

원기일 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미주신)

경측정방법의 타탕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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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Sponge bathing, Vagal tone,

Heart rate, Heart period

Physiologic state and behavioral

response to sponge bathing in

premature infants*

Lee, Hae Kyung**Hong, Kyung Ja***

Nam, Eun Sook**Lee, Young Hee****

Jung, Eun Ja****

A descriptive exploratory design was used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effects of sponge

bathing on physiological(heart rate, heart

period, vagal tone, oxygen saturation,

respiration) and behavioral responses in newly

born 40 preterm infants from intensive care unit

of S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Data has

been collected from October, 1997 to March,

1999. The infants were between 27-33 weeks

gestational age at birth, and were free of

congenital defects. The subjects entered the

protocol when they were medically stable

(determined by initiation of feeding and

discontinuation of all respiratory support) but

still receiving neonatal intensive care. The

infants' physiologic parameters were recorded a

10 - minute before, during, and after bathing.

Continuous heart rate data were recorded on

a notebook computer from the infant's EKG

monitor. The data were digitized off-lin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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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developed by Lee and Chang in

Wavelet program) which detected the peak of

the R wave for each heart beat and quantified

sequential R-R intervals in msec(i.e. heart

periods). Heart period data were edited to

remove movement artifact. Heart period data

were quantified as : 1) mean heart period; 2)

vagal tone. Vagal tone was quantitfied with a

noninvasive measure developed by Porges(1985)

in Mxedit software. To determine behavioral

status, tools were developed by Scafidi et

al(1990) were use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program using paried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The result were as follow.

1. The results of the ANOVAs indicated that

vagal tone were signifcantly lower during

bathing than baseline and post-bathing.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rt

period and heart rate levels across the

bathing. But the mean oxygen saturations

and respirations were no differences. Also,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n

behavioral sign, motor activity, behavioral

distress, weight changes, morbidity, and

hospitalization period.

2. To evaluate the relation between vagal tone

and subsequent parameters, the two groups

(the high group had 19 subjects and low

group had 21subjects) were divided by the

mean baseline vagal tone. Vagal tone

measured prior to bathing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spiration before bathing,

vagal tone during bathing, and the

magnitude of change in both vagal tone. But,

other subsequent reactivities were no

differences in two groups.

3. Correlations were also calculated between

vagal tone and the subsequent physiological

reactivities from baseline through after-

bathing. Correlations were significant

between baseline vagal tone and baseline

heart rate, between baseline vagal tone and

baseline heart period, between baseline vagal

tone and oxygen saturation after bathing.

In summary, the bathing in this study showed

a stressful stimulus on premature infants

through there was significance in the

physiological parameters. In addition, our study

represents the documentation that vagal tone

reactivity in response to clearly defined external

stimulation provides an index of infant's stat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