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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만성적인 건강문제

해결과 건강증진을 위해 한방요법이나 대체요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학계에서도 한국적

간호중재 개발에 대한 각종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

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는.

신체적 성장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어머니와의 애

착발달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신체심리적 건강증진은 일생동안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마사지 중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화자(

등, 2000).

마사지 중재는 인체 조직의 움직임을 통해 인체의 재

생을 돕거나 치료적 목적으로 안위와 치유를 증진시키,

기 위해 신체의 연조직에 특정한 도수조작을 사용하는

접촉의 체계적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김상수 등( , 1998;

심질환 환자Chalmers, 1985; Longworth, 1982),

스트레스 관련 문제를 가(Bauer & Dracup, 1997),

진 환자 임종환자 중(Jackson, 1982), (Sims, 1986),

환자 이복남( , 1998; Lewis et al, 1997; Richards,

진1998; Tyler, Winslow, Clark & White, 1990),

행성 치매환자 암환(Snyder, Egan & Burns, 1995),

자 박미성( , 1994; Ferrell-Torry & Grick, 1993;

수술 환자김혜순과Weinrich & Weinrich, 1990), (

이향련 조경숙 류마티즘 마비 연조직, 1998; , 1998), , ,

장애 통증 천식 환자 에게 적용이 가능, , (Theil, 1975)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주로 미숙아나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하여 감각자극이나 운동자극 등이 포함된 마사

지 중재를 통해 체중증가 행동발달 질병 및 증상을 완, ,

화시키거나강진선 김정선 김희숙( , 1999; , 1998; ,

박경란 이군자 서은하 이우정1996; , 1999; , , , 1998;

연소성 류마치Scafidi, Field & Schanberg, 1993),

스성 관절염 아동 아토피성 피부(Field et al, 1997),

염 아동 섬유성 낭종 아동(Schachner et al, 1998),

양성 어머니에(Hernandez-Reif et al, 1999), HIV

서 출생한 신생아 코카인에(Scafidi & Field, 1996),

노출된 미숙아 와 그 이외도 버(Wheeden et al, 1993)

려진 아동 학대받는 아동 자폐증 손상 후 스트레스 반, , ,

응 발달지연 당뇨 암을 앓고 있는 아동에게도 효과가, , ,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eld, 1995).

이와 같이 마사지 중재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건강

증진의 차원에서 중요한 중재술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간,

호실무 현장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마사지 중재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마사지 중재에 관.

한 연구 동향 조사정향미 에 따르면 대부분의(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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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가 기존의 서양 마사지 기법을 적용하여 그 효

과를 검증하였으므로 대상자의 문화적 신체적 특성에,

따른 마사지 중재의 개발과 적용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

으며정향미 전점이 조명옥 한편 마( , , , 1999b; 1999c),

사지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 결과정향미 전점이 조명( , ,

옥 에서 마사지 중재에는 치료 이완 수기술, 1999a) , , ,

친밀감 전문성 등의 속성이 있지만 이외에도 퇴폐 업, ,

소 외설적인 느낌 신체적 접촉이 기분 나쁨 벗고 있, , ,

음 징그러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전문성의 속성이 공,

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영유아를 위한 간호중재로서 마사지중재를

확립하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문화적,

개인적 특성에 따라 병원 실무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

는 표준화된 한국적 마사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그 작업의 일환으로 영유아를 가진 어머니의,

마사지 중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Ⅱ 문헌 고찰.

마사지는 원시시대부터 사용되어져 온 자연치료법의

한 형태로김석련 하진우와 진중의 약( , 1993; , 1995),

년 전의 중국문헌에 최초로 마사지에 대한 기록이3000

있다 또한 고대 힌두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인들도. , , ,

마사지의 일종을 사용했으며 히포크라테스는 변비시에,

주무르거나 탈골이나 염좌시 마찰을 이용했다는 보고,

가 있다(Messi, 1989; Snyder, 1992) .

간호학에서 주로 이용하는 마사지는 Snyder(1992)

가 개발한 스웨덴 마사지 기법을 주로 이용하는데 스웨,

덴 마사지는 스웨덴의 이 마사지 기술을 과Ling(1812)

학적으로 체계화시켰으며 연조직의 도수조작 또는 마사,

지 관절의 운동이 포함된다 세기 초 은 강, . 20 Mennell

하고 압통이 있는 마사지와는 다른 부드러운 마사지를

사용하였다 스웨덴 마사지에서 사용하는(Messi, 1989).

마사지의 형태로는 경찰법 마찰법 지압법 유날법 진, , , ,

동 경타법 등 이 포함되며 마사지 기, (Snyder, 1992) ,

술은 등이나 손 발 혹은 전신에 적용할 수 있다, , .

마사지 중재의 효과는 간호학 의학 및 체육학 등 여,

러 분야의 연구에서 입증된 바가 있는데 연구에서 주로,

적용한 마사지 중재를 살펴보면정향미 정상 성( , 2000),

인이나 노인을 포함하여 중환자 암환자 심질환자 수술, , ,

환자 치매환자 입원환자 섬유성 낭종 아동 피부염 아, , , ,

동 류마치스성 관절염 아동 미숙아 양성 어머니, , , HIV

에서 출생한 신생아 코카인에 노출된 미숙아 등을 대상,

으로 하였다 마사지 중재의 효과를 주관적 반응과 객관.

적 반응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주관적 반응으로 불안,

기분 이완 통증 수면 측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 , ,

냈다 객관적 반응으로 순환기계에서는 혈압 심박수 부. , ,

정맥 변화 피부계에서는 피부혈류 피부온도 갈바닉 피, , ,

부반응 알러지상태 면역계에서는 림파구, , S-IgA, T ,

세포 코티졸 에피네프린노에피네프린 혈당 백혈NK , , ( ), ,

구 림프구 호중구 호흡기계에서는 호흡수 산소포화( , ), ,

도 근육계에서는 근긴장도 성장발달, peak air flow, ,

상태는 체중과 브라질톤 행동사정을 관찰하였으며 그외,

흥분행동 동공크기 변화 등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각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년 이후 증가하1990

고 있는데 등 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Kuhn (1991)

미숙아를 대상으로 촉각자극과 근육운동을 분간 일15 10

간 수행하여 시간 소변에서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24

린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등 은 미숙아. Acolet (1993)

에게 몸통과 팔다리를 분간 마사지 후 코티졸의 농도20

는 감소하고 아드레 날린 농도는 증가하였으며 노아드,

레날린의 농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cafidi

등 은 명의 미숙아에게 매일 분간 일간 마(1993) 50 15 10

사지를 실시하여 실험군에서 매일 체중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며 더 많은 합병증을 경험한 영아에게서 마사지,

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다 등 은 코. Wheeden (1993)

카인에 노출된 미숙아에게 분간 회 연속으로 일간15 3 10

마사지를 실시하여 에서 매일 체중증가가 있었으며28% ,

브라질톤 검사에서 운동행위가 더 성숙한 것으로 나타났

다 와 은 양성 어머니에서 출. Scafidi Field(1996) HIV

생한 신생아에게 매일 분간 일동안 마사지를 실시15 10

하여 체중증가와 브라질톤 검사에서 수행 점수가 높게

나왔다.

등 은 연소성 류마치스성 관절염환자에Field (1997)

게 분간 일동안 전신마사지를 시행하여 부모 블안15 30 ,

통증의 자가보고 및 부모 보고 의사의 통증 빈도 및 심,

각성 통증 제한 활동 감소가 나타났으며, , Schachner

등 의 연구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매일(1998)

분간 개월 전신마사지를 시행한 결과 부모의 불안과20 1

발적 낙설 태선화 표피박리 및 소양증 등의 피부 상태, , ,

가 개선되었다 또한 등 은 섬. Hernandez-Reif (1999)

유성 낭종 아동 명에게 매일 분간 개월간 전신마20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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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를 시행하여 섬유성 낭종 아동의 기분 증가와 부모

불안에 효과가 있었으며 가 상승하여 호, peak air flow

흡이 용이해졌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미숙아의 감각자극과 관련하여 마

사지 중재를 시도한 연구로 감각자극이 저체중아의 조기

성장발달에 미치는 효과이자형 체중아의 성장( , 1984),

지표와 행동상태 생리적 반응의 변화에 미치는 감각자,

극 프로그램의 영향김희숙 감각자극이 저중아( , 1996),

의 성장 행동적 반응 및 행동상태에 미치는 효과이군, (

자 등 신생아 마사지가 미숙아의 체중변화에 미, 1998),

치는 영향강진선 촉각운동 자극이 미숙아의 성( , 1999),

장과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 미치는 영향박경란( ,

등이 보고되었다1999) .

이상에서 마사지 중재는 인체의 여러 측면에 효과적임

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마사지 기법을 적용하여 효

과를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 측면에서 마사지

중재의 태도와 인식을 확인한 연구는 보기 힘들었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한국적 간호중재로

서 마사지 중재를 개발하고 실무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우선 마사지 중재에 대한 영유아 어머니의

태도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마사지 중재에 대한 영유아 어머니의 태도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방법론, Q

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표 표본< 1> Q

번 호 진 술 문

아동에게 마사지를 하면 가벼운 질병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1. .

마사지는 아동의 피부에 연고를 바를 때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

아동이 피곤하거나 잠이 와서 보챌때 마사지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숙면을 취하게 된다3. .

아동이 복통을 호소할 때 마사지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약을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4. .

전신운동을 하기 전 후에 마사지를 하는 것은 키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5. .

가래가 많을때 가래가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 마사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6. .

마사지 할때 인체의 경락을 찾아서 마사지하면 질병의 치료에 더 효과적이다7. .

언어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아동에게 마사지를 통해 접촉하면 감각자극을 도울 수 있다8. .

응급상황에서 마사지를 하는 것은 아동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9.

출산 후에 유방 마사지를 실시한다고 해서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0. .

체했을 때 척추를 따라 마사지하는 것은 기의 순환을 도와 치유가 되는 것이다11. .

영유아에게 너무 자주 마사지를 하게 되면 신체적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12. .

마사지는 인간의 자연 치유력을 좋게 하므로 암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13. .

마사지는 피부 관찰을 통해 피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4. .

마사지는 보이지 않는 기와 혈의 흐름을 증가시켜 인체의 활력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15. .

마사지는 질병 치료의 효과보다는 단지 증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한다16. .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인체가 에너지를 회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느낌이다17. .

마사지를 통하여 아동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며 애정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다18. , .

마사지를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동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19. .

마사지는 까다로운 아동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다20. .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마사지는 아동의 건강과 정서에 필수적이다21. .

마사지를 통한 신체적 접촉을 할때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진다는 생각에서 부담스럽다22. .

처음 만난 대상자와 어색한 분위기에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 마사지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23. .

마사지를 받으면 간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시술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생긴다24. .

마사지는 미숙아에게 정신적인 안정감 뿐만아니라 삶에 대한 애착과 희망을 갖게 된다25. .

마사지를 받고 싶어하는 아동에게는 언제든지 마사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26. .

경락을 따라 마사지하는 것은 서양의 마사지 방법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27. .

마사지를 효과적으로 시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8. .

여러번 마사지를 반복하는 것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9. .

아동이 병치레를 자주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마사지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30. .

가능한 어릴 때 부터 마사지를 실시하면 아동의 두뇌 발육에도 도움이 된다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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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2.

본 연구는 마사지 중재에 대한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

해서 심층면담 반구조적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진 질,

문지법과 문헌조사를 하였으며 총 개의 모집단을, 242 Q

구성하였다.

심층면담의 대상자는 영유아를 돌보는 어머니 명과3

신생아실 간호사 명 영유아의 마사지 중재와 관련이4 ,

있는 의사 명이었으며 면담시의 질문은 영유아를 위한2 , “

마사지 중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사지 중재?" “

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등이었다 면담시 대화내용?" .

의 누락을 막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녹음

하였고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분 시간이었다, 30 1 .～

질문지법의 대상으로는 간호학과 교수 명 한방 의사2 ,

명 소아과 의사 명 신생아실 및 소아과병동 간호사7 , 10 ,

명 마사지 강사 및 시술자 명 만성 질환 아동의 보15 , 2 ,

호자 명 간호학과 학생 명 한의학과 학생 명 자5 , 10 , 3 ,

연 계열 대학생 및 인문계열 대학생 명으로 총 명이3 56

었으며 반구조적 개방형 질문의 내용으로는 마사지 중, “

재하면 생각나는 느낌이나 의미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귀하가 대상자를 마사지 한다면 마사지의 이유 의미“ , ,

효과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기억에 남는 마사지가 있다”, “

면 어떤 것입니까 그 상황과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

오 마사지를 받았을 때 느낌이나 의미 효과를 기술하”, “ ,

여 주십시오 등이었다” .

표본의 선정 과정은 준비된 모집단을 놓고 여러번Q Q

반복해 읽으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끼리 배열하면서

분류하였다 분류과정을 마친 뒤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간호학 교수 명 방법론 학자 명에게1 , Q 1

분류결과를 의뢰하여 검토한 후 재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표31 Q < 1>.

표본은 영유아를 돌보는 어머니로 연구에 참여하기P

를 원하는 어머니 명을 선정하였으며 표본 대상자38 , P

는 카드 표본으로 선정한 진술문을 읽고 동의 정도Q (Q )

에 따라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3.

자료의 분석은 을 이용하여 처리PC Quanl program

하였으며 요인분석은 주인자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Q .

이상적인 요인수의 결정을 위해 이상을eigen value 1.0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 유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4 .

Ⅳ 연구결과 및 논의.

영유아 어머니의 마사지 중재에 대한 태도유형1.

마사지 중재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과 태도를 분석한

결과 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개의 유형은 전4 . 4

체 변량의 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66.88% ,

력은 제 유형 제 유형 제 유형1 56.66%, 2 4.78%, 3

제 유형 이었다 표 그러므로 제2.75%, 4 2.70% < 2>. 1

유형을 마사지 중재에 대한 인식유형에 대해 가장 설명

력이 높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유형간의 상관관계에서.

는 각 유형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표 유형별 와 변량< 2> eigen value

유형 제 유형 제 유형 제 유형 제 유형1 2 3 4

eigen value 21.5290 1.8178 1.0437 1.0256

variance .5666 .0478 .0275 .0270

cumulative .5666 .6144 .6419 .6688

표 유형간 상관관계< 3>

유형 제 유형 제 유형 제 유형 제 유형1 2 3 4

유형 1 1.000

유형 2 .798 1.000

유형 3 .831 .822 1.000

유형 4 .592 .562 .562 1.000

응답자의 구성은 제 유형 명 제 유형 명 제1 15 , 2 13 ,

유형 명 제 유형이 명이었다3 8 , 4 2 .

마사지 중재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2.

마사지 중재에 대한 각 유형의 결과 해석은 각 유형에

대한 개의 진술문 중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이는 항목31

표준 점수 이상과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이는( +1.00 )

항목 표준 점수 이하을 중심으로 해석하였고 각( -1.00 ) ,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 진술항목에 대한

다른 유형의 점수 차이가 두드러진 항목을 중심으로 해

석하였다 또한 각 유형의 특성은 인자 가중치가. 1.00

이상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 응답자가Q sorting

양극단에 분류한 진술문에 대한 설명을 기록한 것 응답,

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면담과정에서 관찰한 것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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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분석하였다.

제 유형 전일 건강형1) 1 :

마사지 중재 태도에 대한 제 유형을 전일건강형이라1

명명하였다 즉 제 유형의 응답자는 마사지 중재를 통. 1

해 아동의 신체적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성장발달 에,

너지 회복 애정의 전달 정서적 안정 감각자극 및 두뇌, , ,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삶에 대한 애착을 도울 수 있다

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제 유형이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마사1 ‘

지를 통하여 아동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며 애정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다 언어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는’, ‘

아동에게 마사지를 통해 접촉하면 감각자극을 도울 수

있다 등이었으며 반면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

은 출산 후에 유방 마사지를 실시한다고 해서 모유수유‘

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동이 병치레를’, ‘

자주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마사지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등이었다 표’ < 4>.

제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으1

로는 아동에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가벼운 질병을 예방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이었으며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

마사지를 받고 싶어하는 아동에게는 언제든지 마사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였다 즉 제 유형은 다른’ . 1

유형에 비해 마사지 중재를 통해 질병예방에 효과적이라

인식하지만 아동이 원한다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제 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1

제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술하면1

다음과 같다 번 응답자는 남 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 3 1 1

며 개월된 여아의 경련 치료를 병원을 방문하였다, 14 . 3

번 응답자는 마사지를 통한 신체적 접촉은 아동에게 사

랑을 전달하기도 하며 아동을 많이 안아주고 만져주는,

것도 마사지이며 마사지는 아동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

고 하였다 아동의 머리를 만져주거나 발바닥을 만져주.

면 어머니의 그 기가 전달되므로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

는 말을 많이 들었으며 아동이 배가 아플 때 마사지를,

하게 되면 즉 엄마가 배를 만져주면 엄마의 체온을 통,

해 아동에게 기가 들어가서 효과가 있다 또한 가래가.

많을 때 가래가 잘나오도록 두드려주는 것도 마사지이며,

아동이 기침을 많이 할 때 두드려 주라고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였다.

번 응답자는 세된 남아를 두고 있는데 건강한 편이2 3

라고 하였다 마사지를 하게되면 아동과 스킨쉽을 하게.

되므로 엄마와 아동이 서로 서로 좋아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신체 정신적으로 발달이 느린 미숙아의 경우, ,

어릴 때부터 마사지를 하게 되면 발달이 더 좋아지고 엄

마와 애착을 느낄 수 있다 아동이 병치레를 하는 것 등.

의 아동의 건강상의 문제는 마사지와 상관이 없으며 마,

사지보다는 외부 환경이 더 중요하다 마사지는 피부손.

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관심과 정신적 교감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번 응답자는 녀를 두고 있는데 둘째인 개월된 딸1 2 , 3

이 평소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하였다 마사지는 인체.

의 혈액순환과 연관이 되므로 아동의 가벼운 질병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으며 아동이 말을 할 수 없는 나이이,

거나 아동과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사랑을 전달하는 길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때 제 유형에 속한 구성원들은1

표 제 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4> 1

번호 진 술 문 표준점수

마사지를 통하여 아동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며 애정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다18. , . 1.61

언어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아동에게 마사지를 통해 접촉하면 감각자극을 도울 수 있다8. . 1.45

가능한 어릴 때 부터 마사지를 실시하면 아동의 두뇌 발육에도 도움이 된다31. . 1.42

마사지를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동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19. . 1.38

아동에게 마사지를 하면 가벼운 질병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1. . 1.18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마사지는 아동의 건강과 정서에 필수적이다21. . 1.18

마사지는 미숙아에게 정신적인 안정감 뿐만아니라 삶에 대한 애착과 희망을 갖게 된다25. . 1.17

출산 후에 유방 마사지를 실시한다고 해서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0. . -1.06

아동이 병치레를 자주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마사지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30. . -1.25

마사지는 피부 관찰을 통해 피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4. . -1.28

마사지는 아동의 피부에 연고를 바를때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 -1.28

전신운동을 하기 전 후에 마사지를 하는 것은 키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5. . -1.41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인체가 에너지를 회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느낌이다17.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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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중재란 아동을 안아주는 것 만져주는 것 두드려, ,

주는 것 등을 말하며 아동이 배가 아플 때 가래가 많을,

때 기침을 많이 할 때 발달이 느릴 때 혈액순환을 돕, , ,

기 위해 두뇌 발달을 돕기 위해 그 외의 가벼운 질병의, ,

회복에 사용되거나 아동에게 사랑의 전달 기의 전달 정, ,

신적 교감 정서 안정 애착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인식, ,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 유형은 마사지 중재에 대. 1

해 매우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아동,

의 신체적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일적 측면

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마사지중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는 마사지란 조직의 움직임. Wakim(1980)

을 통해 인체의 재생을 돕는 방법으로 마사지의 총체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도 마사지 중재의, Snyder(1992)

효과로 인체의 다양한 신체조직에 치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마사지 중재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정향.

미 의 연구에서는 마사지의 효과로 불안 감소 기(2000) ,

분이 좋아짐 이완 증가 수면 증가 등의 심리적 효과 뿐, ,

만 아니라 순환기계 피부계 면역계 호흡기계 근육 성, , , , ,

장발달 등의 생리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제 유형에 속한 응답자의 경우 마사지 중1

재에 대해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 마사지 중

재 교육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지속적인 마사지 중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사지

중재의 전일적 효과를 강조하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제 유형 정서 교류형2) 2 :

마사지 중재 태도에 대한 제 유형을 정서적 교류형2

이라 명명하였다 즉 제 유형의 응답자는 마사지 중재. 2

를 통해 아동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기분을 좋게 만들

어 숙면을 돕거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견

해를 갖고 있었다.

제 유형이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마사2 ‘

지를 통하여 아동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며 애정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다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어’, ‘

루만지는 마사지는 아동의 건강과 정서에 필수적이다 등’

이었고 반면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경락을, ‘

따라 마사지하는 것은 서양의 마사지 방법보다 위험하다

고 생각한다 여러번 마사지를 반복하는 것은 건강에 해’, ‘

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었다 표’ < 5>.

제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2

마사지를 통한 신체적 접촉을 할때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진다는 생각에서 부담스럽다이었으며 낮게 동의한 진’ ,

술문은 마사지는 아동의 피부에 연고를 바를때만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사지할 때 인체의 경락을 찾아서’, ‘

마사지하면 질병의 치료에 더 효과적이다 아동이 병치’, ‘

레를 자주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마사지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이였다 즉 제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 . 2

해 정서적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마사지를 부담스러워하며 신체적 질병,

치유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제 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2

제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면2

다음과 같다 번 응답자는 남을 두고 있으며 개월. 7 2 32

된 둘째가 현재 감기에 걸려 있으나 평소는 건강한 편이

라고 하였다 마사지는 아동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므로.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마사지를 효율적으로.

시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해야 하며 그래야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여러번 마사지하는 것이 건강에 해가 되.

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몸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되면

오히려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며 아동이 병치레하는 것,

표 제 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5> 2

번호 진 술 문 표준점수

마사지를 통하여 아동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며 애정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다18. , . 1.92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마사지는 아동의 건강과 정서에 필수적이다21. . 1.85

3. 아동이 피곤하거나 잠이 와서 보챌때 마사지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숙면을 취하게 된다. 1.26

마사지를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동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19. . 1.24

언어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아동에게 마사지를 통해 접촉하면 감각자극을 도울 수 있다8. . 1.11

경락을 따라 마사지하는 것은 서양의 마사지 방법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27. . -1.05

여러번 마사지를 반복하는 것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9. . -1.26

영유아에게 너무 자주 마사지를 하게 되면 신체적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12. . -1.27

마사지는 피부 관찰을 통해 피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4. . -1.52

아동이 병치레를 자주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마사지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30. . -1.67

2. 마사지는 아동의 피부에 연고를 바를때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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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사지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

번 응답자는 남을 두고 있으며 아동이 평소 폐렴12 1

기관지염 등을 자주 앓아서 항상 조심하는 편이며 시부,

모 시누이와 함께 거주하는 대가족으로 평소 가족이 아,

동을 자주 만져 주는 편이며 신체적으로 접촉이 많다고,

한다 특히 아동을 목욕시킨 뒤 마사지하면 아동이 좋아.

하며 마사지는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 .

또한 마사지는 피부에 연고를 바를 때 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전체에 골고루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경.

락이 척추이므로 척추를 따라 마사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척추를 만지면 위험하고 전문적

분야의 사람들이 하면 괜찮다고 하였다.

번 응답자는 남 녀를 두고있으며 월에 셋째를27 1 1 10

분만할 예정이다 마사지는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

게 느껴지는데 마사지를 하게 되면 아동의 느낌이 와 닿

고 정서적으로 좋다 아동의 다리를 쭉쭉 당기면서 만져.

주고 머리를 만져주거나 발 손이랑 만져 주면 애정이,

전달되며 잠을 잘 잔다 마사지는 피부손상이 있을 때, .

연고를 바르거나 피부를 관찰하거나 피부 손상을 예방

등 일부분 사용이 아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때 제 유형에 속한 구성원들은2

마사지 중재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주로

정서적 안정이나 애정교류의 효과가 주를 이루며 신체,

적 치유를 위한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위험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마사지 중재의 정서적 측면의 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 마사지 중재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룬 정서적 변수는 불안으로 나타났으며정(

향미 대상자별로는 암환자 등, 2000), (Ferrell-Torry ,

박미성 개심술 환자김혜순 이향련1993; , 1995), ( , ,

백내장 수술환자조경숙 정상 성인1998), ( , 1998),

과 노인(Longworth, 1982) (Fraser & Kerr, 1993)

에서 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소성 류마치,

스성 관절염 아동의 부모 불안 등 아토(Field , 1997),

피성 피부염 아동의 부모 불안(Schachner et al,

섬유성 낭종 아동의 기분 증가와 부모 불안1998),

등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Hernandez-Reif , 1999)

타났다 그 외에도 긴장 완화 이완감 기분 좋아짐 안. , , ,

녕감 증진(Sims, 1986; Fakouri & Jones, 1987;

등Curtis, 1994; Bauer & Dracup, 1997; Smith ,

등의 정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99) .

또한 마사지는 접촉을 통해 전달되는 기술로서 접촉,

그 자체는 공감을 전달해주는 의사소통의 형태이므로 환

자와 간호사 사이에서 신뢰관계를 빠르게 하고 상호작용

이 이루어져 대인관계를 지지하는 중재라고 할 수 있는

데(Temple, 1967; Michelson, 1978; Sims, 1986;

간호학생이 제시한Simpson, 1991; Snyder, 1992),

마사지의 의미정향미 등 에서도 상호 의사소통( , 1999a)

과 신체적 접촉이 필요할 때 환자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처음 만난 대상자와 상담하며 자연스럽게 대화하,

기 위해 친밀감 라포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 .

그러므로 제 유형에 속한 응답자의 경우 마사지 중2

재교육은 정서적 효과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마사지 중재를 사용할 때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의사소통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상호간에 즐거운 경

험을 제공할 수 있게 감정이입을 중시함이 요구된다.

제 유형 보완 요법형3) 3 :

마사지 중재 태도에 대한 제 유형을 보완요법형이라3

명명하였다 즉 제 유형의 응답자는 마사지 중재를 통. 3

해 아동의 숙면을 돕거나 사랑 전달 정서 안정에 도움,

이 되지만 실제 건강문제 해결보다는 증상의 완화에 효,

과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제 유형이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아동3 ‘

이 피곤하거나 잠이 와서 보챌때 마사지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숙면을 취하게 된다 마사지를 통하여 아동에’, ‘

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며 애정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다 등이었으며 반면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

은 마사지는 피부 관찰을 통해 피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상황에서 마사’, ‘

지를 하는 것은 아동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의미라고 생

각하지 않는다 등이었다 표’ < 6>.

제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3

아동이 복통을 호소할 때 마사지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약을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었으며 낮게 동의한’ ,

진술문은 마사지를 효과적으로 시술하기 위해서는 전문‘

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산’, ‘

후에 유방 마사지를 실시한다고 해서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였다 즉 제 유형은 다른’ . 3

유형에 비해 마사지 중재의 치유 효과보다 증상의 완화

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소극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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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3

제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을 중심으로 기술하면3 , 4

번 응답자의 경우 녀를 두고 있는데 아동에게 마사지3 ,

를 하면 엄마 손의 좋은 기가 아동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경험도 했고 듣기도 했다고 한다 아, .

동이 체했을때 만져 주어 나은 경험이 있어서 마사지가

좋다는 생각을한다 가래가 있을때는 약으로 인한 효과.

가 더 좋은 것 같고 유방 마사지를 하면 모유수유에 효,

과적이다 그러나 임신중에도 마사지했더라면 하는 후회.

가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제 유형에 속한 구성원은 아3

동에게 질병의 증상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야 하며 마사지 중재는 오랜 기간 동안의 사용을 통해,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거나 경험한 것에 대해 수

용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정향미 의 연구에서 일부 응답(1999a)

자가 마사지는 부담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족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싶으며 부

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한,

것과 유사한 의미로 보이며 또한 최근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일반인도 마사지 중

재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음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제 유형의 경우 마사지 중재에 대한 적극3

적 접근법을 통해 마사지 중재의 효과에 대해 실제 경험

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영유아 어머니의 긍정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마사지 중재 교육이 필

요하리라 생각된다.

제 유형 전문 치유형4) 4 :

마사지 중재 태도에 대한 제 유형을 전문성 추구형4

이라 명명하였다 즉 제 유형의 응답자는 마사지 중재. 4

를 위해서는 시술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아동에게 애정

을 전달하거나 감각자극 등의 효과가 있으며 특히 경락,

을 통한 마사지 중재는 질병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견해

를 나타냈다.

제 유형이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마사4 ‘

지를 효과적으로 시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

은 사람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사지 할때 인체의’, ‘

표 제 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6> 3

번호 진 술 문 표준점수

아동이 피곤하거나 잠이 와서 보챌때 마사지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숙면을 취하게 된다3. . 1.61

마사지를 통하여 아동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며 애정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다18. , . 1.50

마사지를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동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19. . 1.48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마사지는 아동의 건강과 정서에 필수적이다21. . 1.43

마사지를 받고 싶어하는 아동에게는 언제든지 마사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26. . 1.03

마사지는 피부 관찰을 통해 피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4. . -1.09

응급상황에서 마사지를 하는 것은 아동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9. . -1.25

영유아에게 너무 자주 마사지를 하게 되면 신체적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12. . -1.26

마사지는 아동의 피부에 연고를 바를때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 -1.48

여러번 마사지를 반복하는 것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9. . -1.50

출산 후에 유방 마사지를 실시한다고 해서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0. . -1.95

표 제 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7> 4

번호 진 술 문 표준점수

마사지를 효과적으로 시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8. . 1.99

마사지를 통하여 아동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며 애정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다18. , . 1.80

마사지 할때 인체의 경락을 찾아서 마사지하면 질병의 치료에 더 효과적이다7. . 1.38

언어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아동에게 마사지를 통해 접촉하면 감각자극을 도울 수 있다8. . 1.30

마사지를 받고 싶어하는 아동에게는 언제든지 마사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26. . 1.11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인체가 에너지를 회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느낌이다17. . -1.00

가래가 많을때 가래가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 마사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6. . -1.19

아동이 복통을 호소할 때 마사지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약을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4. . -1.42

마사지는 피부 관찰을 통해 피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4. . -1.49

여러번 마사지를 반복하는 것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9. . -1.69

경락을 따라 마사지하는 것은 서양의 마사지 방법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27.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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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을 찾아서 마사지하면 질병의 치료에 더 효과적이다’

등이었으며 반면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마, ‘

사지를 하게 되면 인체가 에너지를 회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느낌이다 아동이 복통을 호소할 때’, ‘

마사지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약을 먹는 것이 더 효과

적이다 등이었다 표’ < 7>.

제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4

아동이 병치레를 자주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마사지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마사지는 아동의 피부에’, ‘

연고를 바를때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이었으며’ ,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경락을 따라 마사지하는 것은 서‘

양의 마사지 방법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마사지를’, ‘

받으면 간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시술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생긴다 등이었다 즉 제 유형은 다른 유’ . 4

형에 비해 마사지 중재는 질병치유의 효과가 있으며 그

러기 위해서는 시술자의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

를 보였다.

제 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4

제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을 중심으로 기술하면4 , 8

번 응답자는 세의 여아를 두고 있는데 평소 건강한 편3

이며 마사지 교육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으려 갈 수 있,

다고 했다 그러나 일반인은 마사지를 잘 모르니까 전문.

인이 마사지를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하였으며,

경락 마사지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해야 하므로 전문

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

다 또한 일반 마사지보다는 경락 마사지가 더 효과적이.

며 체하거나 근육통이 있을때 경락을 따라 마사지하는,

것은 서양의 마사지 방법보다 더 좋고 효과가 있다는 견

해를 갖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제 유형에 속한 구성원은 마4

사지 중재란 전문적 치유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 이 지적하Watson Watson(1997)

였듯이 마사지는 치료적 목적으로 인류가 시작한 이래

계속되어온 방법이지만 마사지 중재의 대부분은 간호사

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므로 더 많은 연구

를 통하여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며 마사지 중재의 장,

점과 문제점에 대해 계속 탐구해야 한다 정향미.

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사지 중(1999a)

재가 욕창을 예방하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등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와 같이 치유의 목적이 되기 위해,

서는 마사지 중재에 대한 지식과 기술 적절한 힘 조절,

의 필요성 등 마사지 중재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

이와 같이 마사지 중재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로는 마

사지 중재가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뇌손

상의 회복기 호흡곤란환자 관절염환자 복부수술환자, , ,

등의 경우는 마사지를 준비하기 위한 복위 자세의 유지

가 어려우며 환자에 따라 자극을 위해(Snyder, 1992),

서는 빠른 동작 진정효과를 위해서는 느린 동작으로 시,

행하며 순환증진을 위해서는 신체순환의 반대 방향으로,

근육을 따라 스트로킹하여야 한다 특히 경타법은 여윈.

사람에게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대상자가 비만형인지 근,

육형인지에 따라 압력을 조절하면서 해야 한다(Temple,

또한 피부궤양 개방성 손상 임신중 출산직후1967). , , , ,

월경중 극심한 피로 음주후 심한 폐색성 질환 심장질, , , ,

환 악성빈혈 전염성 질환 양성 및 악성 종양 결핵성, , , ,

관절염 고열 등 급성 상황일때는 피해야 한다, (Theil,

하지만 일반인에 의한 마사지 중재시 대상자의1975).

질병 유무에 대한 사정 판단 부작용 발견 등이 힘들 수, ,

있다.

그러므로 제 유형의 경우 마사지 간호중재 적용시4

질병의 특성이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체

계성을 갖춘 마사지 중재 프로그램의 교육과 적용이 필

요하다고 여겨진다.

유형간의 공통적 견해3.

마사지 중재에 대한 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동의4

한 진술문은 총 개이었다 강한 동의를 한 진술문은 마5 . ‘

사지를 통하여 아동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으며 애정,

의 일부분이 된다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아동에게’, ‘

마사지를 통해 접촉하면 감각자극을 도울 수 있다 마사’, ‘

지를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동으로 성장하는데 도움

이 된다 이었고 강한 부정을 한 진술문은 여러 번 마사’ , ‘

지를 반복하는 것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마사지는’, ‘

피부 관찰을 통해 피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만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나타났다’ .

그러므로 영유아를 둔 대부분의 어머니는 마사지 중재

의 정서적인 측면의 장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사지 중재는 여러번 수행한다,

고 해서 크게 해가 되지 않으며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

라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로 효율적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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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마사지 중재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 등의 주관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

함으로서 영유아를 위한 한국적 마사지 중재의 활성화,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방법론을 적용하였다Q .

본 연구에서 마사지 중재에 대한 영유아 어머니의 태

도 유형은 전일 건강형 정서 교류형 보완 요법형 전문, , ,

치유형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 유형은 전일 건강형으로 마사지 중재의 전일적1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사지 중재를 통해 영유아의 신체적 질병 예방 성,

장발달 촉진 에너지 회복 애정 전달 정서 안정 감각, , , ,

자극 및 두뇌발달 도모 삶에 대한 애착을 도울 수 있다,

는 견해를 나타냈다.

제 유형은 정서 교류형으로 마사지 중재의 정서적2

측면의 효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사지 중. ,

재를 통해 영유아에게 애정 전달 기분 증진 정서 안정, ,

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친밀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마사지 중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제 유형은 보완 요법형으로 마사지 중재는 실제 건강3

문제의 해결보다는 증상의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경험을,

통해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마사지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져 오던 가벼.

운 어루만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마사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제 유형은 전문 치유형으로 마사지 중재는 치유를4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문적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마사지 중재는 영유아에게 애정 전달과.

감각자극 등의 효과가 있으며 경락 자극을 통한 마사지,

의 경우 질병 치료의 효과도 크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어머니의 마사지 중

재에 대한 유형을 고려해 볼 때 영유아를 위한 간호중,

재로서 마사지 중재 교육을 체계화하고 중재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사지중재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

마사지 중재의 사용 목적에 따른 개별화된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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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Massage intervention, Attitude

Attitude of Infant and Toddler's

Mother towards Massage

Intervention

Jung, Hyang-M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subjective structure of attitude,

opinion of infant and todder's mother, regarding

the massage intervention in order to yield

fundamental data for the activation scheme of

the massage intervention. This research was

based on a Q-Methodological approac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were four categories of mothers' opinion about

the massage intervention.

The first type accepts the wholistic effect of

massage intervention very positively that it

improves infant's health in various aspects:

prevention of diseases, promotion of the growth,

settlement of sentiments, etc. The second type

describes the effect of the intervention in the

emotional aspect, such that the intimacy plays a

very significant role in the intervention. The

third type explains the complementary effect of

the intervention that it eases symptoms rather

than actually cures diseases. The fourth type

emphasizes the healing effect of the intervention

that it is required to go through professional

training to utilize the effect. For example, a

Kyongrak massage is very effective for curing

disease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types of massage

intervention, it is very necessary to have a

specialty for the massage intervention and

develop unique mothers education programs

depending upon different applications of the

massage intervention in order to reorganize and

activate the massage intervention as a nursing

intervention for infant and toddlers.

*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