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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오늘날 경제발전과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십대 임

신 미혼모 및 이혼율이 증가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시설,

에 맡겨지는 영아 및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수는 년 명에서1996 946 1999

년 명으로 나타나 지난 년간 약 배가 증가되었1364 4 1.4

음을 알 수 있으며통계청 미혼모의 경우( , 2002), 75%

가 십대이며 이 중 세 미혼모가 년, 14-19 1991 35.5%

에서 년에는 로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며 미1995 47.7%

혼모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한상순 특히( , 1996).

이들 미혼모가 분만한 아기의 는 입양되거나 시설73.5%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일보 년 월( 2001 8

일자 또한 이혼율은 년에 인구 천명 당 명이1 ). 1995 1.2

던 것이 년에는 인구 천명 당 명으로 급증하였고2000 2.5

통계청 부모의 이혼과 함께 자녀들은 육아 및( , 2002),

양육 시설에 맡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

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영아들은 취약집단으로서,

많은 성장발달상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는 영아가 성,

장해 감에 따라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성

이 있고 나아가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

다 아산 사회복지 재단 임승권 한국 아( , 1997; , 1998;

동복지 시설 연합회 홍창의, 1992; , 1997; Whaley &

Wong, 1999).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영아들의 경우 부모와의 분리,

이별 낯선 환경 등으로 인해 상황적 스트레스가 가중되,

어 있고 보육시설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으로부,

터 영아의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

하여 일반 가정에서 성장하는 영아들에 비해 신체적 성,

장 및 정서적 애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혜원( , 1998).

아동의 성장과 발달은 태어나면서부터 내재된 생물학

적 유전적 소인과 그가 속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의, ,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로 특징 지워 지는데 인생 초기,

환경과의 경험은 이후의 성장발달에 모태로 작용하므로

매우 중요시된다 따라서 시(Whaley & Wong, 1999).

설 영아들에게는 영아 초기에서부터 성장발달 증진을 돕

고 최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간호중재가 그 어느,

집단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Field, Grizzle, Scafidi, Abrams, Richardson

에 의해 소개된 감각자극 프로토콜은 영아 및 미(1996)

숙아의 성장 및 발달 증진에 효과적 간호중재법으로 보

고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신생아 및 미숙아들에 적용,

한 결과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마사지 요법은.

년대 초반 미숙아의 성장발달을 위한 중재법의 일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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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감각자극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시작되었다 외.

국의 경우 이 시도한 이래 감각 운Field et al.(1986) ,

동자극으로서 마사지 요법이 미숙아의 성장발달에 미치

는 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에서도 년 초반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990 .

마사지 요법의 효과를 검증한 국외 연구 결과들을 종

합해 보면 마사지 요법의 적용은 미숙아 및 영아의 체중

증가 및 성장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Field et

al., 1986; Haith, 1986; Ottenbacher et al.,

부모 영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1987), - (Field et al.,

부모 영아간 정서적 유대감 강1986; Peters, 1997), -

화 및 긍정적 모아관계 형성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Miller & Holditch-Davis, 1992; White-Traut &

각종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미주Nelson, 1988),

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킴에 따

라 수유 섭취량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감소 및 면역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영아의 수면활동 패턴의 변화, /

및 각성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ield et al., 1996; Scafidi, Field &

Schanberg, 1993; Scafidi, Field, Schanberg,

Nystrim & Kuhn, 1986).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저 체중아 미숙아를 대상으로

마사지 요법이나 감각자극을 제공한 결과 체중이 증가되

고 뇨중 코티졸 농도가 감소되며 모아 상호작용 증진에, ,

효과적임이 입증된 바 있다강진선 김미예와 김( , 1999;

선희 김 최 정 박 및 이 김정선, 2000; , , , , 1999; ,

김희숙 박경란 손 임 최 나1998; , 1996; , 1999; , , ,

및 김 송과 신 이자형, 2000; , 2001; , 1984).

그러나 선행 연구의 경우 마사지 요법 적용이 대부분

미숙아에 국한되어 있으며 정상 영아에게 적용한 사례,

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상황적 취약성으로 인해 발달상,

부정적 잠재력을 갖고있는 시설 영아원 영아들에게 적용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일 이내의 짧은 기. 10

간 동안 마사지 요법을 적용한 뒤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대부분 이어서 마사지 요법으로 인한 장기간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장발달에 있어 취약집단인 시설보,

호를 받고있는 초기 영아들에게 주간 마사지 요법을 적4

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마사지 요법이 시설 아

동의 성장발달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중재

전략임을 확인하고 이를 간호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근,

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아동의 성장발달 잠재력을 극대

화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으로 마사지 요법의 효과를 검

증하고 이를 간호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마사지 요법이 시설영아의 체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1)

을 규명한다

마사지 요법이 시설영아의 신장 증가에 미치는 영향2)

을 규명한다.

마사지 요법이 시설영아의 머리둘레 증가에 미치는3)

영향을 규명한다.

연구가설3.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1)

조군 보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체중 증가가 높을 것

이다.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2)

조군 보다 신장이 더 클 것이다.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3)

조군 보다 머리둘레가 더 클 것이다.

용어 정의4.

마사지 요법1)

마사지란 근육을 자극하여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세포에 영양공급을 증진하고 조직,

과 근육의 혈액 순환을 자극할 목적으로 피부를 두 손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마찰하는 것이다최 김 박 최 및( , , ,

이 본 연구에서는 이 개발, 1995). Field et al.(1996)

한 감각자극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촉각 및 운동자극으로

구성된 마사지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시설 영아2)

시설 영아란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세 미만3

의 영아로서 영아 양육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와 양육을

제공받는 아동을 의미한다아동 복지법 시행령 조( 2 2

항).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내 소재 일 영아시설에서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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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아동 중 생 후 주 이내의 초기 영아를 의미2

한다.

신체 성장3)

성장이란 세포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는 양적 변화로서

신체의 크기와 무게의 증가로 나타난다김미예 외( ,

본 연구에서는 신체성장 지표2000; Marlow, 1988).

로서 체중 신장 머리둘레의 증가를 의미한다, , .

Ⅱ 문헌 고찰.

시설 영아의 신체 성장1.

시설 영아란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세미만의3

영아로서 영아 양육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와 양육을 제공

받는 영아를 의미한다아동 복지법 시행령 조 항 시( 2 2 ).

설에 입소한 아동의 수는 전국적으로 년 명에1996 946

서 년 명으로 나타나 지난 년간 약 배가1999 1364 4 1.4

증가되었고통계청 경제발전과 급격한 사회변화( , 2002),

의 결과 시설에 맡겨지는 영아 및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아동 복지법 시행령 제 조 항에 의하면 현재 영아12 1

시설 보육사와 아동의 비율은 로 되어 있으나 시설1:5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영아들

에게 보육사의 손길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설 영아는 통제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

정에서 성장하는 영아들에 비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설정

하는데 제한점이 많다 시설 영아의 대부분은 결정적으.

로 중요한 시기에 부모와의 분리 격리 새로운 환경에의, ,

적응 등으로 심신의 장애를 안고 있거나 보육사의 손길,

부족으로 인한 감각자극 결여는 심리적 외상을 초래하거

나 성장 후 인격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아산 사회 복지 재단( , 1997).

시설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의 취약성은 높은 영아

사망률과 함께 이미 세기경부터 발달 연구가들의 관심17

의 초점이 되어왔다장인영 역( , 1995). Kaler &

에 의하면 생 후 개월까지 시설에서Freeman(1994) 6

보낸 영아들에서 무관심 창백 소극적 태도 무반응 식, , , ,

욕부진 언어발달 지연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지적하,

고 있으며 임승권, (1998), Tizard & Hodges(1978)

은 시설 영아들의 앉기 걷기 등과 같은 신체 및 운동발,

달이 현저히 지연되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Bowlby

는 시설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시설병의 원인이(1958)

영아기 모성박탈에 있으며 영아기에 모성 박탈에 노출,

된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달석 은 자극이 빈약한. (1997)

환경에서 성인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에 의해 양육된 아

동의 경우 개념 파악 타인과 관계 맺기 수용된 기준에, ,

따라 행동하기 등이 일반 가정 환경에서 양육된 아동에

비해 현저히 지연됨을 보고하였다 이 외 여러 발달연구.

에서도 시설 영아의 발달지수가 현저하게 낮음을 보고하

고 있다이달석( , 1997; Frank et al., 1996; Miller

et al., 1995; Ramey, 1994; Sayegh & Dennis,

1965; Sroufe, 1983; Spietz & Wolf, 1946;

Tizard & Hodges, 1978).

한편 는 감각자극의 구성요소로서 자극, Weis(1979)

지속시간 빈도 위치 강도 자극에 대한 느낌 반응을, , , , ,

제시하였는데 이 요소들의 양보다는 질적 특성에 의해,

영아의 적응 혹은 부적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피부를 통해 적절한 자극이 유입되면 중추 신. ,

경계에서는 이 자극을 받아들여 감각자극을 통합하게 되

는데 이때 적절한 자극이 결여되었거나 차단되는 경우,

감각자극에 대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에 적절하고 풍부한 자극은 영아로 하여금 산소 소

비량 감소 긴장 완화 적절한 체중증가와 같은 대사 장, , ,

운동 생화학적 소견 근육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영아 발달에 있어 적절한 감각자극의

제공은 영아의 성장발달 및 심리적 안정과 애착 그리고,

성장 후 인간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요소이며 시설 영아,

는 성장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에 상황적 환경적,

취약성으로 인해 적절한 감각자극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설 영아의 성장발달을 도모.

하기 위해 적절한 감각자극을 제공해 주는 것은 그 의의

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사지 요법의 효과2.

마사지는 인간의 질병 치료 수단으로서 가장 오래된

형태중의 하나로서 그 어원을 살펴보면 천년 전 중국, 3

에서 혹은 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tui-na" ”an-mo"

는데 이는 밀고 당기다 압박을 가하고 문지르다란 의, ‘ ’, ‘ ’

미를 내포하고 있다(Theil, 1975).

마사지란 치료 목적을 위해 치료자의 손으로 연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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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는 것으로(Barr and Taslitz, 1970; Longworth,

신체적 접촉을 통해 근육의 자극과 이완을 도모1982),

하며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세포에의 영양공급을 증진시,

키고 긴장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피부상태를, ,

유지하고 손상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Messi,

1989).

마사지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쓰다듬기 경찰(stroking,

법 주무르기 유연법 압박법), (kneading, ), (compression),

강찰법 진동법 고타법(percussion), (vibration),

두드리기 등이 있으며김대홍(knocking, ) ( , 1997;

이중 간호학에서는 임상에서 비교적Francon, 1960),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

는 방법인 쓰다듬기와 주무르기 압박법이 주로 이용되,

고 있다(Fakouri & Jones, 1987).

마사지 요법은 피부 근골격계 심혈관계 및 자율 신, ,

경계에 치료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사.

지를 통해 피부가 자극되면 한선과 피지선 분비가 증가

되어 피부의 영양상태를 호전시켜 피부가 부드럽고 유연

해지며박미성 서문자 근골격계에는 근육의 혈( , , 1996),

류를 증가시켜 근육 긴장이나 피로를 완화하고 건을 신

전시키고 근육의 움직임을 증진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심혈관계에 미치는 효과로는 히스타(Wakim, 1980).

민이 유리되어 혈관이 이완됨에 따라 정맥환류 순환 혈,

류량 및 림프 순환이 증가되고 그 결과 정맥울혈을 예,

방하고 노폐물의 빠른 제거로 인한 영양소의 재충전,

및 심박동수와 혈압이 감소(Synder, 1993) (Fraser

되는 효과& Kerr, 1993; Fakouri & Jones, 1987)

가 있다 또한 자율신경계 각성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정서적 이완과 숙면을 유(Longworth, 1982),

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 등( , 1987;

Michelson, 1978; Temple, 1967).

한편 영아를 대상으로 한 마사지 요법의 적용은 피부

접촉기회 상실이나 감각자극 박탈과 관련된 동물 실험

연구 결과와 감각자극의 기회가 결여된 미숙아나 취약,

인구집단의 영아를 대상으로 감각자극 중재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도로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 명의 조산아를 대상으로 감Field et al.(1986) 40

각자극을 제공한 결과 마사지를 제공받은 조산아들에서,

체중증가 깨어있는 시간과 활동 시간의 증가 브레즐튼, ,

행동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마사지를 받지 않은,

조산아들에 비해 일찍 퇴원함으로써 한 아기 당 평균

달러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 이3000

래 마사지 요법의 생리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마사지 요법의 적용은 미숙아 및 영아의 체중증가 및

성장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ield et al., 1986; Haith, 1986; Ottenbacher et

특히 는 신생al., 1987). Field & Schanberg(1990)

아의 입안을 자극하면 음식물 흡수를 촉진하는 가스트린,

인슐린과 같은 영양소의 위 장관 흡수를 촉진시켜 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을 입증한 Uvnas-Moberg et

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신 자극으로서 마사al.(1987) ,

지 요법을 제공한 후 체중 증가 기전과의 관계를 규명하

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마사지 요법이 제공되는 동안 미.

주신경의 활동이 활성화됨을 확인하였고, Scafidi et

은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은 영아에서 인슐린al.(1996)

농도와 수유량 그리고 체중이 현저하게 증가됨을 입증함

으로써 마사지 요법과 체중증가 기전과의 관계를 설명하

고 있다 이 기전이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마사.

지 요법은 미주신경을 활성화 시켜 가스트린과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들 호르몬은 영양흡수를 촉진시켜,

체중 증가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이 기전을 요약하면. <

그림 과 같다1> .

이 외에 마사지 요법의 효과를 살펴보면 부모 영아의, -

상호작용을 촉진하고(Field et al., 1986; Peters,

그림 마사지 요법에 의한 체중증가 기전< 1>

Insulin↑

촉각자극 →
미주신경

활동↑

음식물

흡수↑
→ 체중 증가

Gast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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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영아간 정서적 유대감 강화 및 긍정적 모1997), -

아관계 형성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Miller,

Holditch-Davis, 1992; White-Traut & Nelson,

각종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미주신경이 활1988),

성화되어 소화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킴에 따라 섭취량

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감소 및 면역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두뇌발달 촉진 영아의 수면활동 패턴의 변화, , /

및 각성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ield et al., 1996; Modi & Glover, 1996;

Scafidi, Field & Schanberg, 1993; Scafidi, Field,

Schanberg, Nystrim, & Kuhn, 1986).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저 체중아와 미숙아를 대상으로

마사지 요법이나 단일 혹은 복합감각자극을 적용횟수와

기간을 달리하여 적용한 결과 체중이 증가되고 스트레,

스 호르몬의 농도가 감소되며 행동이 안정된 상태로 변,

화되고 모아 상호작용 증진에 효과적임이 보고되고 있,

다 강진선 김미예와 김선희 김 등( , 1999; , 2000; ,

김정선 김희숙 박경란1999; , 1998; , 1996; , 1999;

손 등 송희승과 신희선 이자형, 2000; , 2001; , 198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의 경우 마사지

요법 적용 대상이 대부분 미숙아와 저체중아이고 마사,

지 적용 횟수 기간 등에 일관성이 없으며 정상 영아에, ,

게 적용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상황적 취약성.

으로 인해 발달상 부정적 잠재력을 갖고있는 시설 영아

들에게 적용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일 이내의, 10

짧은 기간 동안 마사지 요법을 적용한 뒤 그 효과를 검

증하는 연구가 대부분 이어서 마사지 요법으로 인한 장

기간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성장발달에 있어 취약집단인 시설보. ,

호를 받고있는 초기 영아들에게 주간 마사지 요법을 적4

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마사지 요법이 시설 아

동의 성장발달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중재

전략임을 확인하고 이를 간호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근,

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마사지 프로그램을 시설 영아에게 제공하고

신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 동등성 대

조군 반복측정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2.

본 연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2000 4 1 2002 2 28

지의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 소재 일 영아원에 입소하여

보호와 양육을 제공받는 영아 중 다음의 선정기준에 적

합한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

은 다음과 같다.

생후 주 이내의 영아1) 2

실시 결과 재태 기간 주 이상2) Ballard Test 36

체중이 이상3) 2500g

소아과 전문의의 판정에 의해 선천적 기형이나 질환4)

이 없는 영아

구강수유가 가능한 영아5)

연구 대상을 생후 주 이내로 제한한 것은 영아원 입2

소시기와 입소기간이 영아의 신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정 의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입소 시기와(1998)

입소기간의 차이로 인해 연구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을 최대한 배제하고 출생 시기가 미상인 영아의 출생시,

기와 연령을 일관성 있게 추정하기 위함이다 출생시기.

가 미상인 영아의 연령은 생후 일 이내에 제대가7-10

박리 되는 것 에 근거(Olds, London, Ladewig, 2000)

하여 영아의 제대가 박리된 시기를 일의 중앙값인7-10

일로 추정하였다8.5 .

표본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아가 영아원에

입소한 뒤 입소 시 체중으로 회복되는 영아의 순서대로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명씩 순차 배정하였다 본 연30 .

구의 최초 대상자는 실험군 명 대조군 명이었으나30 , 30

연구 수행도중 대조군 명이 입양으로 연구 도중 탈락하2

여 최종 대상자 수는 실험군 명 대조군 명으로 총30 , 28

명이었다58 .

연구 도구3.

체중1)

전자식 지시저울 단(Cas Computing Scale; 5gm

위 을 이용하여 마사지 요법 실시 전과 주 주 주) 1 , 2 , 3 ,

주 후에 수유시작 시간 전인 오전 시에 옷과 기저4 1 10

귀를 모두 벗긴 상태에서 체중 을 측정하였다 측정(g) .

전 영점 확인 후 사용 하였고 측정값은 영아를 저울에,

올려 놓은 후 측정값이 번 반전되면서 변화가 없을 때2

의 값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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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2)

신장은 평면 신장계삼화 의료기를 이용하여 측정판( )

의 머리 부분에 영아의 머리를 고정한 뒤 몸의 중앙선,

에 영아의 머리를 반듯이 잡고 양 무릎을 부드럽게 함께

잡은 후 양다리가 완전히 펴져 검진대에 편평하게 닿도

록 무릎을 누른 뒤 발뒤꿈치를 발판에 완전히 밀착시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회 측정, 3

한 평균값을 선택하였다.

머리둘레3)

머리둘레는 동일한 줄자대영 계기를 이용하여 마사( )

지 요법 실 시 전과 마사지 요법이 완전히 종료된 주4

후 오전 시에 영아의 양 눈썹과 귀의 위 부분을 지나10

두 개 뒤 부분의 후두 융기를 둘러 가장 큰 둘레를 측정

하였으며 회 측정한 평균값을 선택하였다, 3 .

실험 처치4.

실험군에게 실험처치로 제공된 마사지 요법은 Field

의 감각자극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et al.(1996) .

의 감각자극 프로토콜은 촉각자극과Field et al.(1996)

운동자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험 처치의 일관성을,

위해 감각자극 프로토콜에 따라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 1

명이 일 회오전 시 오후 시 주간 실시1 2 ( 10-11 , 7-8 ), 4

하였다 실험처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사지 요.

법은 오전 시간에는 본 연구자가 오후 시간에는 연구,

보조원이 각각 실시하였다.

마사지 제공 횟수는 이 송과Field(1997), (1999),

신 의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일 회로 하였(2001) 1 2

고 마사지 요법을 제공하는 시간은 구토를 예방하고 배, ,

고픈 시간을 피해서 영아가 조용히 깨어있는 시간인 수

유 시간 전에 실시하였다 이 시간을 선택한 이유는 수1 .

유 시간 전이 수유 시간 후보다 마사지 요법에 대한1 1

수용정도가 높고 안정상태를 나타낸다는 김 의, (1996)

선행 연구결과에 근거하였다.

마사지 요법을 제공하기 전 연구자는 손을 깨끗이 씻

고 따뜻하게 한 후 영아를 조용한 장소에 앙아위로 편,

안하게 눕힌 뒤 적당량의 베이비 오일을 사용하여 영아

의 얼굴 가슴 팔 배 다리 그리고 복위를 취한 뒤 등, , , ,

의 순서로 두부에서 미부로 중심에서 말초부로 각 부위,

에 회씩 감각자극을 제공하였으며 회 마사지를 제공5 , 1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분이었다15 .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5.

연구 보조원 훈련1)

본 연구자와 아동 간호학을 전공하는 석사 학기생3

인 연구 보조원은 주한국 존슨 앤 존슨에서 개최한 신( )

생아 마사지 워크숍에 참석하여 의Field et al.(1996)

마사지 요법을 교육 받았고 처치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

해 의 감각자극 프로토콜에 따라Field et al.(1996) 1

일 시간씩 일간 함께 반복 훈련하여 마사지 과정과 속1 5

도 및 강도를 일치시킨 후 실험군에게 마사지 요법을 실

시하였다.

연구 진행 절차2)

연구를 위해 시에 소재한 영아원 원장에게 연구목적D

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허가를 위한 심의를 거쳐 사전

허가를 받았다.

연구 대상자는 연구자가 직접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대상자 담당 보육사에게 연구목적과 진행절차를 설명하

고 협조를 구한 뒤 실험군 대조군 모두 영아원에서 제, ,

공되는 일상간호가 제공되었고 실험군에는 주간 마사, 4

지 요법을 실시하였다 체중 신장 머리둘레에 대한 자. , ,

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마사지 요법 제공 주 주 주1 , 2 , 3 ,

주 후 오전 시에 직접 계측하였다4 10 .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자료수집과 중재 시기 및 내

용은 그림 와 같다< 2> .

처치 전 주1 주2 주3 주4

실험 처치

마사지 요법실시( )

실험군

대조군

체중
실험군 0 0 0 0 0

대조군 0 0 0 0 0

신장
실험군 0 0

대조군 0 0

머리둘레
실험군 0 0

대조군 0 0

실험처치 제공

측 정0

그림 연구진행 절차< 2>

자료분석6.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SPSS PC(Version 10.0)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χ2 그리고 두 집단간 체중 신장-test, t-test, , ,



- 210 -

머리둘레의 차이는 검증과 반복측정 분independent t-

산분석 을 이용하여 분(repeated measures ANOVA)

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1.

연구 대상자는 영아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와 양육을 제

공 받고있는 영아로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 30

명과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 명이었다28 .

주간의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남아가4 16

명 여아가 명이었으며 로 환산, 14 , New Ballard Scale

한 재태 기간은 평균 주 입소 시 연령은 평균39.2 ,

일 입소 시 체중은 평균 연구 시작4.83 , 3143.67gm,

시 연령은 평균 일 연구 시작 시 체중 신장 머리8.92 , , ,

둘레의 평균은 각각 3134.93gm, 49.56cm, 33.21cm

이었고 일일 평균 수유량은 였다, 625.48ml .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은 남아가 명16 ,

여아가 명이었으며 로 환산한12 , New Ballard Scale

재태기간은 평균 주 입소 시 연령은 평균 일39.4 , 4.92 ,

입소 시 체중은 평균 연구 시작 시 연령은3318.18gm,

평균 일 연구 시작 시 체중 신장 머리둘레의 평8.92 , , ,

균은 각각 이었으며3144.76gm, 50.13cm, 33.85cm ,

일일 평균 수유량은 였다614.27ml .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 동질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 두 집단은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5%

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

가설 검정2.

체중1)

제 가설인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1 “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체중 증가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

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그림 와 같다< 2>, < 2> .

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정< 1> N=58

변수

실험군

(n=30)

대조군

(n=28) χ2 or t p

M±SD or N M±SD or N

성별남여( / ) 16/14 16/12 .290 .584

재태 기간주( ) 39.2 ± 1.43 39.4 ± 1.64 .742 .463

입소 시 연령일( ) 4.83± .92 4.92± 1.14 .184 .891

입소 시 체중(g) 3310.67±303.94 3318.18±364.35 -1.27 .900

연구 시작 시 연령일( ) 8.92± 3.53 8.73± 3.04 .263 .792

연구시작 시 체중(g) 3134.93±350.21 3144.76±315.65 -1.757 .086

연구 시작 시 신장(cm) 49.56± 1.89 50.13± 1.70 -.438 .742

연구 시작 시 두위(cm) 33.21± 1.09 33.85± 1.36 -1.497 .192

연구 시작 시

일일 평균 수유량(ml)
625.48±154.43 614.27±105.89 1.28 .891

표 체중 변화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검정< 2> (g) n=58

집

단
구 분

주
F P

처치 전 1 2 3 4

실

험

군

체 중(g)
3134.93

±350.21

3325.94

±205.91

3708.20

±203.33

4116.02

±302.31

4542.07

±280.92

집단간 295.597 .000
주 당

체중증가량(g)

평균( 376.79±128.35)

191.01

±73.68

382.26

±69.96

407.82

±89.53

426.05

±82.78

측정시기 44.764 .000

대

조

군

체 중(g)
3144.76

±315.65

3249.10

±256.62

3423.35

±255.78

3600.10

±206.69

3751.45

±320.57

주 당

체중증가량(g)

평균( 151.75±97.85)

104.34

±49.53

174.25

±68.15

176.75

±59.76

151.35

±62.64

측정시기

집단*
14.68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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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요법이 제공된 주간의 기간동안 실험군의 체4

중 증가는 주 후 주 후 주 후1 191.01g, 2 382.26g, 3

주 후 이었으며 대조군의 체중 증407.82g, 4 526.05g ,

가는 각각 으103.34g, 174.25g, 176.75g, 151.35g

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F=295.597,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양상과P=.000), (F=44.764,

기간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두 군간의P=.000),

주당 체중증가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F=

제 가설은 지지되었다14.685, P=.000) 1 .

신장2)

제 가설인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2 ”

지 않은 대조군 보다 신장이 더 클것이다 를 검정하기 위”

해 를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실험군은t-test 54.88±

대조군은 으로 나타났으며 이1.95cm, 53.30±2.06cm ,

들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제 가설은 지지되었다 표(t=2.60, p < .05), 2 < 3>.

머리둘레3)

제 가설인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3 “

지 않은 대조군 보다 머리둘레가 더 클 것이다 를 검정하“

기 위해 를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 실험군은t-test 37.31

대조군은 로 나타났으며 이±.91cm, 35.66±1.56cm ,

들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제 가설은 지지되었다 표(t=4.27, p < .001), 3 < 3>.

표 마사지 요법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 신장< 3>

과 머리둘레 차이 검정

변 수
실험군(n=30) 대조군(n=28)

t P
Mean±SD Mean±SD

신장( )㎝ 54.88±1.95 53.30±2.06 2.60 .013

머리둘레( )㎝ 37.31±.91 35.66±1.56 4.27 .000

Ⅴ 논 의.

중재효과1.

본 연구는 마사지 요법이 시설 영아의 신체발달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체중과 신장 머리둘레의 변,

화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

군이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주1 ,

주 주 주 후 체중 증가가 현저하게 높았고 마사지2 , 3 , 4 ,

요법 제공 주 후 실험군의 신장 머리둘레가 대조군에4 ,

비해 현저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숙아나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한 Becker et

al.(1991), Field et al.(1986), Ottenbacher et

al.(1987), Scafidi et al.(1990), White-Traut et

과 김희숙 김 등 김미예와 김al.(1983) (1996), (1999),

선희 손 등 및 송과 신 의 연구(2000), (2000) (2001)

결과 및 영아를 대상으로 한 김정선 의 연구와 일(1998)

그림 기간에 따른 실험군 대조군의 체중증가량의 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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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결과로서 마사지 요법의 효과 중 감각자극이 미주,

신경의 활동성을 증가시켜 그 결과 인슐린 분비가 증가

되어 체중이 증가된다는 것(Uvans-Moberg et al.,

을 간접적으로 지지한 결과라고 생각된다1987) .

특히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체중증가가 기존

선행연구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의 연구에서 마사지 요법, Field et al.(1996)

을 제공받은 정상영아에서 체중 증가폭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된 결과이며 본 연구의 경,

우 연구 대상이 시설영아로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1:1

는 일반 영아들에 비해 양육의 손길이 충분히 미치지 못

하여 감각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환경적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 생각된다정혜원( ,

아산 사회복지 재단 또한 마사지 요법1998; , 1997).

의 순수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선행연

구에서의 제한점인 마사지 요법 중재기간과 대상자의 수

를 보강하였으며 두 군의 연령을 생 후 주 이내로 제, 2

한함으로써 연령의 현저한 차이로 인한 자연 성장률의

차이를 배제한 결과라 생각된다.

한편 주간 마사지 요법을 제공한 결과 주 사이, 4 1-2

에 실험군의 체중이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되었고,

특히 기간이 경과될수록 체중의 증가폭은 현저하게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아에게 감각자극 프로.

그램을 제공한 결과 주부터 체중이 유의하게 증가되었2

다는 김정선 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였다 이러한(1998) .

결과는 미숙아나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한 이자형

이군자 및 김과 김 의 선행연구(1984), (1998) (2000)

에서 체중증가 양상은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 근거가 중재를 제공한 기간이 대부

분 일 내외로서 마사지 요법의 중재 효과가 충분히 나10

타나기 이전에 중재가 종료된 것에 기인함을 입증해 주

는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후 반,

복연구를 통해 경험적 증거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신장과 머리둘레에 있어서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현저한 증가를 나타낸 결과 역시 마사지 요법이 시설 영

아의 발달에 효율적인 간호중재 전략임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마사지 요법은 시설 영아의 체중

증가 신장과 머리둘레를 증진시켰음을 알 수 있다 따라, .

서 마사지 요법은 시설영아의 신체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간호중재 전략으로 시설 영아의 발달 증

진을 위한 간호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간호학적 의의2.

본 연구는 시설 영아를 대상으로 마사지 요법의 효과

를 입증함으로써 상황적 환경적 취약성이 높은 시설 영,

아의 최적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독

자적인 간호중재 전략으로서 마사지 요법이 아동 간호실

무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아동간호,

실무 영역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감각자극의 효과 대한 경험적 근거

를 확대함으로써 감각 자극이론의 실증적 적합성과 타당

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간의 마사지 요법 제공이 시설 영아의4

신체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

조군 반복측정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2000 4 1 2002 2 28

까지의 기간 동안 시 소재 일 영아원에 입소하여 보호D

와 양육을 제공받는 영아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영아를 순차배정에 의해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

명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 명으로30 , 28 ,

총 명의 시설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다58 .

실험군에게는 영아원에서 제공되는 일상 간호와

의 감각자극 프로토콜에 따라 마사Field et al.(1996)

지를 일 회연구자와 연구 보조원이 각각 회씩 주1 2 ( 1 ) 4

간 실시하였고 대조군에게는 영아원에서 제공되는 일상,

간호만 제공되었다.

마사지 요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의 체중과 신장 머리둘레를 측정하였다 체중은 전, . Cas

자식 유아용 체중계로 실험 전과 주 주 주 주 후1 , 2 , 3 , 4

에 측정하였고 신장과 머리둘레는 실험 전과 주 후에, 4

평면 신장계와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SPSS PC(Version 10.0)

그램을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χ2

그리고 두 집단 간 체중 신장 머리둘레-test, t-test, , ,

의 차이는 와 반복측정 분산분석t-test (repeated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가설 검정measures ANOVA) ,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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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설인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1. 1 “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체중 증

가가 높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F=14.685, p=

.000).

제 가설인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2. 2 “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신장이 더 클 것이다 는 지지”

되었다(t=2.60, p=.013).

제 가설인 마사지 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3. 3 “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머리둘레가 더 클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t=4.27, p=.000).

결론적으로 마사지 요법은 시설 영아의 신체성장을 증

진시키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의 마사지 프로토콜은 취약집단인Field et al.(1996)

시설 영아의 신체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간

호중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계기로.

마사지 요법의 효과에 대한 반복연구를 실시하여 마사지

요법이 시설 영아의 신체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화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마사지 요법의 장기 효과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제언1.

한다.

시설 영아를 대상으로 마사지 요법의 효과 검증을 위2.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 결과는 보육사 및 자원봉사자 대리 양육자3. ,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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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assage therapy on weight gain,

length and head circumference in instituted

infants.

This study utilized nonequivalent control

group with repeated measuring by quasi

experimental design. Fifty eight instituted

infants in Daejeon city were selected for the

study. Fifty eight infants were randomly

assigned two groups, one served as the control

group and the other was experimental group to

whom massage therapy was given.

For the experimental group, massage

protocol(developed by Field, 1986) was applied

2 times a day, mid-morning and early evening,

for 4 weeks for each infants by researcher and

trained research assistants. As a weight

weighing instrument, electronic indicator scale

(Cas Co., Korea) was used.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A repeated measures ANOVA identified a

significant group by time effect over the four

weeks of intervention(F=14.69, p < .0001).

Infants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

gained more weight than control group

infants.

2. T-test identifi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ngth(t=2.60, P=.013) and head

circumference(t=4.27, P=.000). Infants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 had more

length and head circumference than control

group infants.

In conclusion, Massage therapy improved

weight gain, length and head circumference of

instituted infant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utilize massage therapy as a nursing

intervention for instituted infa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