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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신생아 행동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소개되기 전에는

신생아의 행동은 백지상태에서 부모의 의지대로 형성된

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년대 이후. 1970

연구팀에 의한 신생아의 행동평가법Brazelton (NBAS)

이 개발된 이후 신생아는 단지 먹고 자고 울고 배설만, , ,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며 양육자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환경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개체로 인식하게 되었다(Scarr

1992, Plomin and Daniels 1987, Plomin and

Rende 1994).

종래의 영아 평가법은 임상의학적 견지에서 정상과 비

정상을 가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의 관점, NBAS

은 정상과 비정상을 가려내기 이전에 아기의 능력과 기질

을 일찍부터 이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검사.

자는 아기와 상호작용하면서 아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도와주고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는 특성이 있,

다 의 이런 특성은 아기의.(Brazelton, 1973). NBAS

현재 행동특성을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미래

의 행동양식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아기의 행동.

에서 신호읽기 자극의 적절수준 스트레스의 신호와 부, ,

담을 알고 기질까지 예측함으로써 부모에게 아기의 개별

성에 맞는 양육법을 알려 줄 수 있고 또한 건강한 아기,

와 고위험 아기는 양육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을 깨닫게 해 준다 또한 임신중 모성의 체험 즉 건강상. ,

태 생활습관 태교 및 사회인구학적인 배경이 어떻게 신, ,

생아의 행동과 기질에 반영되고 있는 지를 관찰할 수 있

다 그러나 가 다른 평가법에 비해 기술적 숙련이. NBAS

필요하고 검사시간이 길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

구방법으로서 사용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지난 여 년간 신생아 행동평가법이 전세계적으로20

널리 사용되어 왔고 이를 이용하여 동서양 여러나라 신,

생아들의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져왔다

(Chisholm, 1989; Choi & Hamilton, 1986;

Lester & Brazelton, 1982; Keefer, Dixon,

이들 연구 결과로서Tronick, & Brazelton, 1991).

각 나라의 사회 문화적 차이에 따라 임신중의 섭생과 육

아법의 전통이 다르고 이것이 신생아 행동 특성에 반영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평. NBAS

가법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임혜경( , 1998; Choi &

Hamilton, 1986).

한국 신생아 행동특성의 정상치와 의미있는 변수들의

발견은 한국 신생아 발달 이해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신생아 행동 특성의 정상치를.

확립하는 데는 대표본이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표본선택,

과 인력 제한이 따르므로 본 연구자는 한국 정상 신생,

이 연구는 년도 동산의료원 연구비로 이루어졌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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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행동 특성 연구를 장기적으로 이루어 나갈 계획

을 세우고 그 시작 단계로서 일부 지역 신생아들을 대,

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의 행동.

특성과 산모의 인구학적 및 산과적 특성의 연관성을 조

사하고자 한다.

Ⅱ 문헌 고찰.

는 신생아가 출생할 때부터 이미 대부분의 생NBAS

리 기능은 물론 상당히 성숙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

며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평가법,

이다 아기가 잠들었을 때 눈에 불빛을 쪼이거나 귀에. ,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주어도 무시하고 계속 잠을 자며,

사람과 눈을 맞추고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에 주의력을,

기울이기 위해 울음을 멈추고 모체의 목소리와 타인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Brazelton & Nugent,

1995).

그러나 신생아가 출생할 때 이미 상당한 능력을 가지

고 태어나더라도 자기가 처한 환경을 조작할 능력이 없

기 때문에 환경자극을 제공해 주는 부모나 양육자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기에게 과잉 결핍 또는 부적절한. ,

자극을 제공할 경우 아기는 내적 안정감을 방해받아 발

달저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Tronick, 1987).

를 들면 신경과적으로 안정된 아기는 낮은 수준에서 높,

은 수준의 여러 자극에 대해 자기의 상태를 적절히 바꾸

어 가면서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행동조직이.

잘 된 아기는 부드럽게 흔들어주면 가벼운 수면 상태에

서 조용히 깨어있는 민활한 상태가 되므로 양육자의 양

육본능을 자극한다 반대로 행동조직이 잘 되지 않는 아.

기는 부드러운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울거나 자기

의 반응을 억제하지 못하므로 돌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아기는 인내심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부모에 의해 양육

된다면 무관심이나 학대받기 쉽다(Brazelton &

의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 가장Nugent, 1995). NBAS

핵심적인 점은 신생아의 출생시 인지능력을 이해하고 양

육자가 이에 대해 슬기롭게 대응함으로써 성공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이룩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데

있다.

를 이용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미숙아는 만NBAS

삭아에 비해서 낮은 행동점수를 보였으며(Beeghly, et

al, 1988; Malik, et al, 1993; Stjernqvist,

임신중 음주 흡연 마리화나Svenningsen, 1990), , , ,

코카인과 같은 습관성 약물을 복용한 모체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건강한 모체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 비해 낮은

행동점수를 보임으로써 태중의 경험이 출생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eghly &

이들 연Tronick, 1994; Lester & Tronick, 1994).

구들의 중요한 발견은 고위험 신생아들은 자극에 대한

반응 역치가 낮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있다 특히 중추.

신경계 손상을 입은 아기들은 자극에 대한 역치가 매우

낮아서 부정적 자극을 차단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쉽게

과잉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런 아기들은 한.

번에 한가지 자극만 수용할 수 있고 동시에 두 가지 자

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줌으로써 는NBAS

양육방법의 좋은 지침이 되고 있다.

를 이용한 여러 연구들에서 분명하게 보여진NBAS

것은 생후 첫 개월이 신생아의 중추신경계 조절 능력과2

환경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배우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

런 점을 이해하면 교육자나 임상가들은 부모들이 아기,

행동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하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줄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가족들의 관심이 아기에게 집.

중되고 산모가 주변의 조언에 마음을 개방하는 시기이,

므로 를 통해 아기의 신경 행동특성을 이해할 수NBAS

있도록 보여 줄 수 있다.

아기의 행동이나 기질은 주로 유전적으로 결정되나 모

체의 생활습관과 사회 심리적 변수들도 신생아의 행동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lings, Curet, &

그리고 자녀양육은 문화 부모의 신념Mullin, 1983). , ,

가치관 생활양식을 담고 있으며 그것들은 아기의 태중,

경험과 생후 적응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동양 문화권의.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네팔 등에서의 연, , , , NBAS

구들에 의하면 동양 아기들은 주의집중력사회적 상호활/

동 점수가 높으며 운동체계 점수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

다(Nugent & Brazelton, 1999). Choi &

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신생아들은 습Hamilton(1986)

관화와 상태조절 점수가 높았고 주의집중력은 보통 수,

준이었다 임혜경 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신생아. (1998)

들은 습관화와 자율신경계 안정성에 강점을 보였다고 보

고하고 있다.

는 임신중 모성의 모든 생리적 정서적 체험들NBAS

이 신생아의 행동 정서 및 신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검색할 수 있는 평가법이지만 다른 평가법에,

비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검사시간이 길다는 점 때



- 300 -

문에 한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연구방법으로서 사용하

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는 현재까지. NBAS

개발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신생아 평가법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한국에서도 대표본을 대상으로 한국 신생

아의 정상치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Ⅲ 연구 방법.

연구대상1.

연구대상에 포함된 신생아는 년 월부터1999 8 2000

년 월 기간 동안 대구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서 출4 D

생한 생후 일 이내의 건강한 만삭 신생아 명을 대상3 73

으로 하였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산모에게 아기 행동.

검사에 관해 설명한 후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산모로부터

구두 승낙을 받았으며 혼돈변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조,

산 임신성 고혈압 태반조기박리 태아성장지연 패혈, , , ,

증 태아호흡곤란증 등의 합병증과 아프가 점수 점 미, , 7

만인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아두골반.

불균형이나 분만진행이 잘 안되는 경우는 연구대상에 포

함하였다 연구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은 총. 78

명이었으나 이중 명은 산모의 거절로 연구대상에서 제5

외되었고 나머지 명에게 검사하였으며 검사는 만족, 73 ,

스럽게 이루어졌다 연구에 참여한 신생아나 참여하지.

못한 신생아는 인구학적이나 산과적 특성에 있어서 차이

가 없었다.

연구도구2

신생아행동 측정은 를 사용하였으며1) NBAS NBAS

자격증을 취득한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개발자의.

지침에 따라 신생아의 행동을 평가할 때 환경을 표준화

하기 위하여 실내를 약간 어둡게 하고 실내온도는 섭씨,

도에서 실시하였으며 검사는 신생아실 곁에 딸린23-24

상담실에서 부모가 불참한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는 신생아의 신경과적 항목과 행동항목으로 구NBAS

성되어 있으며 이 항목들을 통해 아기가 주변 환경과 상

호작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는 개 항목의. NBAS 27 6

개 행동군과 개 의 반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8 , 6

개 행동군은 습관화 문항 주의집중력 문항 운동체(4 ), (7 ),

계 문항 상태범위 문항 상태조절 문항 및 자율(5 ), (4 ), (4 ),

신경계 안정성 문항으로 되어 있다 습관화는 잠든(3 ) . 1)

동안에 불빛이나 종소리 불쾌한 자극을 주었을 때 아기

가 이를 무시하고 차단하는 능력을 말하며 주의집중, 2)

력은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주의 집중하는 능력과 전반

적인 민활성의 질을 평가한다 운동체계는 동작수행. 3)

정도와 질 그리고 긴장도를 상태범위는 신생아의, . 4)

각성상태와 상태의 가변성을 평가하며 상태조절은, 5)

자극을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여 주

었을 때 신생아가 자신의 상태를 이에 따라 조절해 나가

는 능력을 평가한다 자율신경계 안정성은 중추신경. 6)

계 항상성유지에 관련된 스트레스의 징후를 평가하며,

반사는 신생아의 신경근육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7)

(Brazelton & Nugent, 1995).

이들 행동항목들은 최저 점에서 최고 점으로 점수1 9

가 높을수록 행동 조직 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운동체계 행동군의 긴장도와 활동수준 상태범위 행동군,

모두 그리고 자율신경계 안정성 행동군의 피부색 항목,

들은 점수가 양극에 치우칠수록 행동조직력이 낮음을 의

미하므로 양극 값 즉 과 는 점 와 은 점 과, , 1 9 1 , 2 8 2 , 3

은 점 식으로 중앙치를 최고 점 혹은 점으로 산출7 3 5 6

하였다 점 척도의 반사항목들은 점이 정상이고. 0-3 2 , 1

점 이하나 점은 비정상 반응으로 간주한다 는3 . NBAS

모든 항목을 합한 총점은 의미가 없으며 각 항목별 행, ,

동군별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Brazelton

& Nugent, 1995).

자료분석3.

개의 행동항목과 개의 반사항목을 영역별로 나누27 18

어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산출하였다 행동영역에는 습관.

화 주의집중력 운동체계 상태범위 상태조절 자율신, , , , ,

경계안정성 영역이 있다 인구학적 특성과 산과적 특6 .

성에 따라 신생아의 행동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

기 위하여 검증² , Pearson product momentχ

를 산출하였다 반사반응은 정상correlation coefficient .

과 비정상으로 구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특성1.

산모의 특성1)

표 에서 보는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산모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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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서 세 세 사이의 고졸23 41 (M=30.04 , SD=3.68)

이상 전업주부로서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이 월평균 수입이 만원이었다 산모의100-200 .

가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으며 과거 유산경험이 있68% ,

는 경우는 였다 임신 중 태교를 실천한 경우는45% .

였고 차나 커피 등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 기호품을67% ,

사용한 경우는 였다70% .

표 산모의 특성< 1>

특성 실수 %

산모 연령 평균( ) M= 30.04(±3.68)

교육

중학교 2 4.1

고등 41 56.2

전문대학 4 8.2

대학교 23 31.5

임신중 취업

취업 14 19.2

미취업 59 80.8

월 수입 원(10,000 )

<100 16 21.9

100-200 44 60.3

>200 11 15.1

무응답 2 2.7

태교유무

예 49 67.1

아니오 20 27.4

무응답 4 5.5

분만방법

자연분만 23 31.5

C/S 50 68.5

유산경험

없음 40 54.8

있음 33 45.2

기호품 사용

예 51 69.9

아니오 22 30.1

신생아의 특성2)

연구대상 신생아는 남아 여아 였으며 생52%, 48% ,

후 일 된 아기였다 출생시 체중은 평균1-4 . 3245g

이었으며 최저 에서 최고(SD=346.25g) 2500g 4050g

이었고 재태기간은 평균 주 주였다 출생, 39 (SD=1.15 ) .

순위 첫째가 였으며 모두 인공수유를 하였고49% , , 11%

만 인공유와 함께 모유를 겸하였다.

신생아의 개 행동군 특성2. 6

습관화1)

불쾌한 자극을 차단하는 능력은 점 척도에서 전체1-9

평균 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불빛 딸랑5.05(±1.01) . ,

이 종소리 발바닥 긁기의 가지 불쾌한 자극 중에서 종, , 4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점으로 비교적 양호하였6.50

고 발바닥 긁기에 대한 반응이 점으로 가장 낮았다, 3.15 .

주의집중력2)

사물이나 사람과의 상호작용 능력은 점 척도에서1-9

평균 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각 항목별로5.20(±1.35) .

비교해 보면 시각적 자극에서는 검사자의 얼굴보다는,

빨간공에 대한 반응이 더 좋았고 청각적 자극에서는 딸,

랑이 소리보다는 검사자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 더 좋

았으며 시청각적 자극을 동시에 주었을 때는 검사자의,

얼굴과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나 딸랑이에 대한 반응이

거의 비슷하였다 상호작용 중 신생아의 민활한 정도는.

점 척도에서 점이었다1-9 4.60 .

운동체계3)

운동체계는 원래 점 척도의 개 항목으로 구성되1-9 5

어 있으나 근육긴장도와 활동수준 항목은 각각 척, 1-6

도와 척도로 환산하였다 점 척도인 운동성숙도1-5 . 1-9 ,

끌어당겨 앉히기 방어반응은 각각 점, 4.11, 5.81, 5.14

표 신생아의 특성< 2>

특성 실수 %

성별

남아 38 52.1

여아 35 47.9

나이

일1 48 64.0

일2 12 20.0

일3 11 16.0

일4 2 2.7

출생순위

첫째 36 49.3

둘째 네째- 37 50.7

수유 방법

인공수유 65 89.0

혼합수유모유 우유( + ) 8 11.0

평균 재태기간 주( ) 39.08 (±1.15) 37-42

평균 출생시 체중 (g) 3245 (±346.25) 2500-4050

평균 출생시 키 (cm) 49.96 (±1.74) 47-56.0

평균 두위(cm) 34.15(±1.31) 31.5-36.5

아프가 분1 8 7-9

아프가 분5 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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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교적 보통수준 이었으며 점 척도인 근육긴장, 1-6

도는 점 만점에서 점으로 매우 양호하였고 활동수6 5.38 ,

준 항목도 점 만점에서 점으로 양호하였다5 4.05 .

상태범위4)

상태범위는 양극 점수는 최저 중간 점수를 높게 하,

여 최고흥분상태 도달과 상태가변성은 점 척도로, 1-5 ,

상태고조의 신속성 자극감수성 항목은 척도로 환산, 1-6

하였다 최고흥분상태와 상태가변성은 점 만점에서 각. 5

각 점과 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그리고 상태3.68 3.63 .

고조 신속성과 자극감수성은 점 만점에서 각각 과6 3.20

점이었다4.74 .

상태조절5)

상태조절은 신생아가 외부 자극을 다스리고 자신의 상

태를 조절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에는 안기기,

안위 스스로 위안하기 손을 입에 가져가는 행동의 개, , 4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 중 점으로 보통 수. 1-9 5.61

준이었다.

자율신경계 안정성6)

자율신경계 안정성은 떨림 놀램 피부색변화의 항, , 3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떨림 반응은 점 만점에서, 9

점으로 떨림 반응이 거의 없는 편이었고 놀램 반응8.33 ,

은 점 만점에서 점으로 점이었으며 피부색변8 5.96 5.96 ,

화는 점 만점에 점이었다 전반적으로 자율신경계6 3.62 .

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반사기능7)

총 개의 반사기능 중 모두 정상 반응을 보인 신생18 ,

아는 명 이며 약한 반응을 개 보이는 신22 (30.1%) , 1-2

생아는 명 이며 개 이상 항목에서 약한 반39 (53.4%) , 3

응을 보인 신생아는 명 였다 신생아들이 약12 (16.4%) .

표 신생아들의 반사 반응< 4> (N=73)

정상 약 혹은 비정상

실수( %) 실수( %)

발파악반사 68 93.2 5 6.8

바빈스키 반사 72 98.6 1 1.4

발목반사 73 100 0 0

색인반사 73 100 0 0

흡철반사 65 89.0 8 10.9

미간자극눈감기/ 73 100 0 0

수동적 근육 긴장도 다리- 70 95.9 3 4.1

수동적 근육 긴장도 팔- 65 89.0 8 10.9

손바닥 파악 반사 69 94.5 4 5.5

발 올려놓기 71 97.3 2 2.7

서기반사 57 78.1 16 21.9

걷기반사 42 57.5 31 42.5

기기반사 62 84.9 11 15.1

체간굴곡반사 65 89.0 8 10.9

머리 눈 긴장성 이탈/ 73 100 0 0

안구 진탕증 73 100 11 15.1

긴장성 경반사 73 100 0 0

모로 반사 72 100 1 1.4

표 에 의한 신생아 행동특성 점수< 3> NBAS

행동군총점( ) 평균 표준편차

습관화

빛(9) 5.19 1.69

딸랑이(9) 5.26 1.73

종(9) 6.50 1.82

발바닥 긋기(9) 3.15 1.34

주의집중

생물 시각(9) 4.81 1.83

생물 시청각(9) 5.64 1.75

무생물 시각(9) 5.53 2.31

무생물 시청각(9) 5.81 1.75

생물 청각(9) 5.23 1.61

무생물 청각(9) 4.77 1.59

민활성(9) 4.60 1.60

운동 체계

근긴장도(6) 5.38 .84

운동 성숙도(9) 4.11 1.49

끌어 앉히기(9) 5.81 1.50

방어반응(9) 5.14 1.81

활동수준(5) 4.05 .70

상태범위

최고흥분상태도달(5) 3.68 .64

상태고조의 신속성 (6) 3.20 1.20

자극감수성(6) 4.74 1.38

상태가변성(5) 3.63 .94

상태조절

안기기(9) 4.81 .98

안위(9) 5.66 1.37

자기위안 행위(9) 5.67 1.73

손 입으로 가져가기- (9) 6.48 1.42

자율신경계안정성

진전떨림( )(9) 8.33 1.26

놀램(8) 5.96 1.61

피부색 가변성(6) 3.6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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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무반응을 보인 항목들은 주로 걷기반사(42.5%),

서기반사 기기반사 흡철반사(21.9%), (15.1%), (10.9%),

팔수동적 반사 체간굴곡 이었으며 그(10.9%), (10.9%) ,

외에 발파악반사 손바닥 파악반사 다리(6.8%), (5.5%),

수동적 반사 발올려놓기 바빈스키(4.1%), (2.7%),

모로 반사들에서도 약한 반응을 보였(1.4%), (1.4%)

다 그러나 과도한 반사 반응을 보이는 신생아는 없었다. .

모성과 신생아 특성에 따른 행동군 점수3.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수들과 신생아의 행NBAS

동점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bivariate

을 실행한 결과 한 가지 흥미있는 결과가comparison ,

나왔다 예를들어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신기간동. , 5 ,

안 직장에 다닌 산모의 아기들이 직장에 다니지 않은 산

모의 아기들에 비해 주의집중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고 시골에 거주(t=2.17, df=35, p=.04),

한 산모의 아기가 도시에 거주한 산모의 아기보다 주의

집중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높았다(t=2.19, df=55,

또한 유산경험이 없는 산모의 아기는 유산경험p=.03).

이 있는 산모의 아기에 비해 운동체계(t=3.17, df=69,

와 상태범위 에서 통p=.00) (t=2.01, df=71, p=.05)

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으며 임신 중에 카페인,

이 들어 있는 커피나 차 등의 기호품을 섭취하지 않은

산모의 아기는 기호품을 섭취한 산모의 아기에 비해 상

태범위 점수가 높았다 그러(t=2.03,df=71, p=.05).

나 기타 산모의 인구학적 및 산과적 변수들 즉 연령 교, ,

육 월수입 분만 방법 및 태교 등은 신생아 행동 점수, , ,

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신생아 관련 변수들 중에서는 재태기간과 출생 후 연

령이 신생아의 행동에 흥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출생후.

나이에 따라 행동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검증을 해 본 결과 개 행동군 중에서 상F , 6

태범위 와 자율신경계 안정성(F=3.42, p=.04)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F=4.57, p=.01)

다 또한 재태기간과 행동군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재태기간과 운동체계 상태범위, (r=.27, p=.02),

및 상태조절 과 통(r=.30, p= .03), (r=.31, p=.01)

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재태

기간이 길수록 운동체계 상태범위 상태조절 능력이 좋, ,

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 의.

본 연구는 생후 초기의 신생아 행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생후 일 된 정상 신생아 명에게1-3 73

행동평가를 시행하였다 개 행동군 중 습관화NBAS . 6 ,

주의집중력 상태조절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나 운동체, ,

계 상태범위 자율신경계 안정성은 비교적 양호한 정도, ,

로 나타났다.

개 행동군 간에 습관화와 상태범위가 긍정적 상관관6

계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기들은 비교적 순조롭게 잠

표 모성과 신생아 특성에 따른 행동군 점수< 5> (n=73)

구분 습관화 주의집중력 운동체계 상태범위 상태조절 자율신경안정성

취업 취업 21.22(4.02) 44.09(5.44) 25.46(3.38) 14.50(2.37) 21.90(2.54) 18.71(1.89)

유무 비취업 19.97(4.04) 34.56(9.36) 24.41(3.14) 15.44(2.31) 22.54(3.65) 17.71( 2.51)

값t .84 3.23** 1.07 1.36 .54 1.39

거주지 도시 20.25(3.99) 35.57(9.42)* 24.48(3.17) 15.30(2.32) 22.39(3.54) 17.89(2.42)

농촌 19.50(5.07) 45.00(5.24) 25.71(3.30) 14.85(2.60) 22.60(2.70) 18.00(2.70)

값t .35 2.19* .97 .48 .12 .11

유산 없음 20.59(3.97) 36.53(8.42) 25.60(2.67)* 15.75(2.12)* 22.53(3.70) 18.32(2.19)

있음 19.75(4.13) 36.21(11.08) 23.32(3.38) 14.67(2.48) 22.23(3.08) 17.39(2.64)

값t .74 .12 3.17** 2.01* .30 1.65

기호품 사용 20.00(3.94) 37.19(8.55) 24.24(3.37) 14.96(2.56)* 21.94(3.44) 18.03(2.36)

사용않음 20.62(4.30) 34.95(11.12) 25.41(2.61) 15.95(1.56) 23.50(3.30) 17.50(2.59)

값t .51 .85 1.43 2.03* 1.53 .93

신생아 일1 20.46(4.12) 37.34(9.29) 24.15(3.38) 15.12(2.37) 22.21(3.50) 17.35(2.52)*

나이 일2 19.56(5.08) 36.64(10.15) 25.36(3.20) 14.33(2.33) 23.70(3.68) 18.42(2.15)

일3 20.00(3.13) 33.18(9.67) 25.62(2.10) 16.62(1.80) 21.78(2.90) 19.46(1.51)

값F .19 .80 1.46 3.42* .91 4.57**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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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깨는 수면 버릇을 가질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발,

달 면에서나 양육 면에서 좋은 신호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긍정적 상관관계는 운동체계와 자율신경계 안정성

이다 자율신경계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떨림 놀람의. ,

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부 스트레스의,

부담을 덜 받기 때문에 사료되며 이것 역시 강점이다.

이런 결과는 모성의 임신 중 태교 실천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생아의 기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상태범위의 하위항

목 점수로 알 수 있겠다 신생아들은 점점 증가되는 불.

쾌한 자극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지연된 반응을

보였고 최고 흥분상태인 상태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6

는 드물었으며 주로 상태 인 칭얼대는 수준에 많이 머, 5

물렀다 그리고 아기들은 대체로 환경으로부터 불쾌한.

자극을 받았을 때 손을 입에 가져가거나 스스로 울음을

멈추려는 노력을 보이거나 검사자가 달래주었을 때 검사

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신생.

아는 대체로 유연하고 순합적이며 양육자와 쉽게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백인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Clapp, Lopez, &

의 연구결과와 한국 신생아를Harcar-Sevcik (1999)

대상으로 한 임혜경 의 결과 그리고 본 연구 집(1998) ,

단의 결과를 비교하면 그림 과 같다 여기서는 비교가1 .

가능한 습관화 주의집중력 운동체계 및 상태조절 행동, ,

군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집단이 상태조절을 제. ,

외한 나머지 행동군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이유는 연령 차이와 검사 환경 차이 그리고 인종적 차,

이일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임혜경의 연구 집단은 본 연. ,

구 집단에 비해 연령이 더 높을 뿐 아니라 행동검사를,

가정에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또 하나 가능한 해석은 신생아가 받는 촉각적 자.

극의 양에 따라 습관화 운동체계 상태범위 자율신경계, , ,

안정성에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가정에서 엄마로부터 양

육을 받는 동안 신체적 접촉에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

으리라 사료된다 특히. Clapp, Lopez, & Harcar-

의 연구 대상 신생아들은 출생후 나이가Sevcik(1999)

임혜경 연구집단보다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의(1998)

집중력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인종적 차이나 문화적 혹.

은 생활습관의 차이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흥미있는 결과는 임신 기간 중에 직장을 다닌 산

모의 아기들이 임신 기간 중에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정

주부로만 지낸 산모의 아기들보다 주의집중 점수가 높았

다 이는 직장에 다닌 산모들은 전업주부들에 비해서 보.

다 사회적 정신적으로 민활한 관계를 가지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

라고 사료된다. Clapp, Lopes, & Harcar-

의 연구에서도 임신 중에 규칙적으로 운Sevcik(1999)

동한 산모의 아기는 그렇지 못한 산모의 아기들보다 주

의집중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산모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생활습관 혹은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가 주의집중

능력에 한정되어서 나타난 사실은 태중에서도 학습이 일

어난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그림 임 연구결과들과< 1> (1998), Clapp et al,(1999)

본 연구 신생아 행동군의 점수 비교

그림1. 임(1998), Clapp et al,(1999) 연구결과들과  본 연구 신생아 행동군의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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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의문점은 본 연구 결과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양계 신생아들의 주의집중 점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자율신경계나 운동체계 점수에 비해 주의집중 점수가 그

리 높지 않은 점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산모의.

가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마취68%

약품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부피바켄 사용은 주.

의집중력과 운동체계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이미 보고되

었다 요즘 병원분(Sepkoki, 1992, Kuhnert, 1988).

만의 가 제왕절개술인 현실에서 이 결과를 재확인하45%

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상할 수 있듯이 재태기간과 출생후 연령 이 두 변수

가 신생아의 행동연출과 관련성이 있게 나타났다 재태.

기간이 길수록 떨림이나 놀람 혹은 피부색 변화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외부자극.

에 대한 부담을 적게 받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태아의.

두뇌는 재태기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신경세포.

연결 작업은 폭발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기하급수적이다 동물연구에서 볼 때 생후 일 된 쥐의. 1

신경세포 연결은 이었으나 생후 개월 때에는8000 2

으로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3,000,000 (Muletic

신경발달을 행동Savatic, Malinow, svoboda,1999).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러나 행동의 신경학

적 근거에 대해서는 반론할 사람이 없다고 본다

(Kandel, Schwaote, Jessell, 2000; Zigmond,

Bloom, Landis, Roberts, Sguire, 1999).

산모의 유산경험이나 기호품사용이 신생아의 운동체계

와 상태범위와 관련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성급한 추

리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점은 거주지 역.

시 신생아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에 시골에 거주한 산모의 아기가 도회지에 거주한 산

모의 아기에 비해 주의집중력 점수가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조용하고 각박하지 않는 시골 환경에서 생활한 어

머니의 내분비 기능과 기타 생리적 기능 상태가 도회지

거주자 보다 더 좋았다는 가설로서 설명해 본다면 태교

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였지만

연구디자인과 통계적 분석에서 몇 가지 취약점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신생아 행동 평가를 반복 측정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해도 행동 패튼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관찰한

점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평가를 단 일회에 그친NBAS

점이다 또한 개의 행동군을 각각 독자적인 종속변수로. 6

다루어 여러 번에 걸쳐 집단간 비교를 함으로써 우연으,

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이런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NBAS

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가 한국에서는 기초적인 연구이므로 앞으로 많은 여백

을 채워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구학적 생리화학적 문화적, ,

변수들을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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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Behavior, neonates, NBAS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Local

Korean Neonates by Brazelton's

NBAS

Shin, Yeong-Hee*

This study assesse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73 normal neonates in Daegu area using the

NBAS. Being one of few studies on this topic,

the study is to document and to accumulate

data on the neonatal behaviors of Korean

babies. Overall scores were at moderate levels

in 6 behavioral clusters including Habituation,

Social Interactive, Motor System, State

Organization, and State Regulation. Autonomic

Stability showed relative stableness. Scores of

Orientation were higher in neonates of working

mothers and rural mothers. Neonates of mothers

with no abortion history have higher scores in

Motor System and State Organization. Score of

State Organization was higher in neonates of

mothers with no habitual use of amenity during

their pregnancy.

Scores of Habituation and State Organization,

as well as scores of Motor System with State

Organization, State Regulation and Autonomic

Stabili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Scores of

Habituation and State Organization indicate

that babies are agreeable and even tameable

that is advantageous for attachment to

caregiver.

* Keimyung University, Faculty of Nur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