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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질분만은 분만진통이 따르지만 자녀를 출산하므로 해냈다‘ ’

는 성취감이나 엄마가 되었다는 모성 정체감을 확립하는 긍‘ ’

정적인 면과 예견되는 불안과 공포 및 너무 아팠다는 부정‘ ’

적인 면이 함께 존재한다송미승( , 1993; Waldoenstroml, Borg,

그러므로 분만 후에 산부들의Olsson, Skold & Wall, 1996).

분만경험은 통증을 스스로 극복 해내지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보다 통증이 심했지만 잘 극복했다는 성취감

이나 긍정적인 모성정체성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만진통은 수축된 자궁근 세포에 저산소증을 초래하고 단,

단하게 맞물려진 근육섬유에 의해 자궁경관과 자궁하부의 신

경절이 압박되어 자궁경관과 회음부를 신전시키는 생리적 요

인으로 인해 발생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부들은 분만에 대.

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분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을 느낀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실 최( , 1999;

연순 등 분만이, 1999; Reeder, Martin & Koniak-Grifin, 1997).

진행됨에 따라 불안과 동통이 증가되면 스트레스의 생리적

반응으로 카테콜라민 분비가 상승되면 자궁수축을 감소시키므

로 분만진행에 영향을 미친다(Lederman, Lederman, Work &

따라서 분만에 관련된 공포와 불안감을 완화McCan, 1985).

하는데 중점을 두고 분만에 관여하는 생식기의 구조 분만의,

자연적인 경과 산부자신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하다.

그 동안 산부들의 불안 및 동통을 완화하여 긍정적인 분만

경험을 돕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어 왔으며 산부에게,

실시되는 출산준비교육은 이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시

행되어 왔다문길남 그러나( , 1993; Strrock & Johnson, 1990).

분만 중인 산부는 출산준비교육에서 배운 방법을 적용할 마

음에 여유가 없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어

간호사에 의한(Bernat, Wooldridge, Marecki & Shell., 1992),

분만 중 지속적인 지지간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허맹(

행 그런데 분만실 간호사들, 1998; Nolan, 1995; Rosen, 1991).

이 지지간호에 할애하는 시간은 전 간호시간 중 미만으로10%

서 주(Gagnon & Waghorn, 1996; McNiven & Hodnett, 1992)

로 신체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을 뿐 충분한 정서적 지지,

나 정보적 지지신기수(Tarkka & Paunonen, 1996) ( , 1995;

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Evans & Jeffrey, 1995) .

이와 같은 계속적인 분만지지의 필요성에 따라 최근 외국

에서는 여러 종류의 피부접촉과 마사지 방법을 사용하는 신

체적지지 외에 정서적지지 및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는 듀라

식 분만지지간호가 시행되고 있으며(Hodnett & Osborn, 1989),

듀라식 분만지지간호의 효과는 분만진통 완화 분만시간 단축, ,

모아상호작용 증진 및 긍정적 분만경험 뿐만 아니라 영아의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입증된 바 있다(Klaus,

Kennell & Klaus, 1993).

그러므로 분만 중 산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임상적용 가능

한 분만지지간호 중재를 개발하고 아울러 그 효과 연구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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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본다 이에 임신 중에 출산준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산부이라도 분만 중에 간호사가 전신마사지를 제공하였을 때

신생아 상태 분만경험 및 모아애착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규,

명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목적
전신마사지가 질분만 초산부의 신생아 아프가 점수 분만경,

험 및 모아애착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전신마사지가 질분만 초산부의 신생아 아프가 점수에 미

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 전신마사지가 질분만 초산부의 분만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 전신마사지가 질분만 초산부의 모아애착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연구가설
제 가설 전신마사지를 받는 실험군과 전신마사지를 받지1 :

않는 대조군 간에 신생아 아프가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가설 전신마사지를 받는 실험군과 전신마사지를 받지2 :

않는 대조군 간에 분만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제 가설 전신마사지를 받는 실험군과 전신마사지를 받지3 :

않는 대조군 간에 모아애착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용어 정의
전신마사지•

및 가 마사지 연구센터에서 만Field, Schanberg Scafidi(1986)

든 신생아 터치와 김금중 이 수정 보완하여 산부에게 적(2000)

용한 마사지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머리에서부터 발

까지 마사지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신생아 아프가 점수•

에 의해 제작된 신생아 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하Apgar(1958)

는 수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출생후 분과 분에 신생아의1 5 5

가지 징후 즉 분당 심박수 호흡양상 자극에 대한 반사 능, , ,

력 근육긴장도 피부색의 증상을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 .

분만경험•

와 가 개발하고 조미영 이 번안 수Marut Mercer(1979) (1988) ,

정한 도구로 분만후 시간이내에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24 .

모아애착 반응•

모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애정의 관계로 산모자신이

출산한 신생아에 대해 나타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에ㆍ

대한 정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및Cropley, Lester Pennington

이 고안하고 이자영과 김진향 이 번안한 도구 중(1976) (1981)

모아 상호작용의 양상 영역에 대한 개 문항의 점수를 의미13

한다.

이론적 배경
마사지는 터치와 같은 개념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

인 의사소통법으로 인간역사의 시작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의

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람간의 상호작용으로 동정

을 전달하고 안정을 주며 동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

다 터치는 라틴어의 에서 유래되었으며 가볍게 때린. touchare ‘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 분리된 두 공간을 연결’ ,

하는 한 방법이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체의 어느,

부분을 만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마사지는(Ujhely, 1979).

건강상태에서 모든 개인의 에너지는 풍부하고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전제 아래 치료자가 환자를 돕고자 하는 강

한 의지를 갖고 신체에 손을 얹게되면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Krieger & Peper,

마사지의 특성은 의사소통의 기전과 효과를 가진다 즉1979). .

피부의 감각수용기는 마사지를 받으면 그 자극을 받아들여

정보를 대뇌피질에 전달하고 대뇌피질에서는 접촉지각을 인식

하여 지각반응을 나타낸다(Sandroff, 1980).

관문통제이론에서 척수후각에 있는 통각 전도관문이 닫히면

통증이 대뇌로 전달되는 것이 차단되어 통증이 완화되는데

마사지는 피부에 분포되어 있는 대경섬유를 활성화시키는 감

각체계로서 관문을 닫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분만 중인 산

부의 마사지는 분만진통을 완화하는데 유용하다(Mclzack,

Taenzer & Kinch, 1981).

등 은 산부에게 진통시에 광범위한 터치를 효Reeder (1997)

과적으로 사용하면 진통에 대처능력이 증가되며 산부와의 관

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주며 신체적 접촉은 등 마사지 손을, ,

잡아주는 것 등의 형태라고 하였다 와. McCaffery Beebe(1989)

는 분만 중에 피부를 자극하는 마사지는 효과적인 통증 완화

법이며 주로 불편감을 느끼는 하복부를 가볍게 경찰하거나,

하부 요부를 문질러 주는데 자궁수축시 요통을 호소하는 산

부에게 반좌위를 취하게 하고 주먹으로 요부를 강하게 눌러

주거나 테니스공으로 천골 부위를 눌러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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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수축이 사라진 이완기에는 다른 신체부위를 문질러 주어

도 이완에 도움이 되는데 만약 복부에 전기 모니터를 달고,

있을 때는 복부 대신에 대퇴를 마사지하거나 발마사지를 해

줄 때도 효과가 있으므로 하복부나 등마사지 이외의 신체부

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춘자.

는 분만 중인 산부에게 안위방법으로 천골부위를 문질(1980)

러 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의 터치를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보다 편안하게 느꼈다고 하였다 등 은 산부의. Field (1986)

어깨 손 팔 등 발 다리 등을 부드럽게 만져주거나 압력을, , , , ,

넣어 쓰다듬는 등의 마사지는 근골격계와 신경순환계에 직접

적인 자극을 주어 통증경감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산부는 분만이 진행됨에 따라 등 복부 허벅지 다리 발에, , , ,

긴장이 심하므로 이 부위에 마사지와 문지르기를 하면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분만 중인 산부에게 통증부위.

를 마사지해 주면 산부의 불안을 낮추고 이완이 되면 자궁수

축이 규칙적으로 되어 수축간격은 점차적으로 짧아지고 수축

기간은 점점 길어지며 강도는 점점 강해져서 자궁경관 개대,

소요시간이 정상적인 상태를 보이므로 분만진행이 순조롭게

된다김영자( , 2001).

김정주 는 임산부의 상황불안과 신생아 아프가 점수가(1985)

유의한 역상관 관계로 나타나 산부의 상황불안이 높아지면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낮아지며 임부의 상황불안이 낮아지

면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와 은 분만 중에 남편 가족 친구 및Tarkka Paunonen(1996) , ,

조산사의 사회적 지지는 산부에게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갖게

한다고 하였고 김금중 과 허맹행 은 듀라식 일대일(2000) (2000)

분만지지간호를 받은 산부가 분만진통과 상태불안이 낮았으

며 분만경험이 긍정적이었다고 하였다 은 분만, . Wolman(1991)

중에 듀라의 지지를 받은 산부가 모아 상호관계 및 남편 가ㆍ

족관계가 증진되었다고 하였다 분만 중에 산부의 곁에서 계.

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자들을 듀라 등으로 지

칭하며 이들은 산모의 기호에 따라 여러 종류의 피부접촉과,

마사지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체적 지지외에도 정서적지,

지 정보적지지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유사 실험 설계 중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이다.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인천광역시 병원 분만실에서 분만하는 초산U

부 명실험군 명 대조군 명을 다음 기준에 의해 선정60 ( 30 , 30 )

하였으며 두 집단의 배정은 순차 배정에 의해 연구대상 순서,

대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같은 비율로 하였다 그 중 자료분석.

이 곤란한 부를 제외한 최종 대상자 수는 실험군 명과 대3 28 ,

조군 명으로 총 명이었다29 57 .

만 세 이상의 산부20∙

제태기간 주에서 주 사이의 산부38 42∙

임신 합병증 없이 정상 임신과정을 거치고 정상분만이 예∙

상되는 산부

태아가 단태이며 태위가 두정위인 산부,∙

산전 출산준비교육라마즈 출산준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

산부

잠재기경관개대 이하로 입원한 산부( 3cm )∙

본 연구에 참여를 허락한 산부∙

실험처지
전신마사지 프로그램

머리 머리를 양손으로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면서 상하:∙

좌우로 눌러준다.

얼굴 이마에서 턱으로 내려가면서 눌러준다 턱에서 빰: .∙

으로 올라가면서 미소짓는 표 정으로 만든다.

어깨 왼쪽 어깨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압력을 넣어 문지:∙

르면서 가슴과 팔쪽으로 마 사지한다 오른쪽 어깨를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한다.

팔 왼쪽 팔을 두 손으로 잡고 위에서 팔목까지 부드러운:∙

압력으로 눌러준다.

손바닥으로 팔을 감싸쥐고 비틀어 준다.

두 손바닥 사이에 팔을 넣고 위 아래로 비벼준다, .

오른쪽 팔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한다.

손 왼쪽 손바닥과 손등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준다 손: .∙

가락을 하나씩 잡아당기고 돌리며 손가락을 뒤로 졎혀준다.

오른쪽 손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한다.

배 두 손으로 배의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전체적으로 둥:∙

글게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등 옆으로 눕히고 두 손으로 목에서 등쪽으로 부드러운:∙

압력으로 문질러준다.

허리와 엉덩이 골반부위를 압력을 넣어 꾹꾹 눌러준다, .

사전조사 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Ye1 X Ye2

대조군 Yc1 Yc2

전신마사지 회X : 3

그림 연구의 설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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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뼈는 닿지 않도록 한다( )

다리 왼쪽 다리의 허벅지와 허벅지 안쪽을 압력을 넣어:∙

반복적으로 문지른다.

다리에 압력을 넣어 상하로 문지른다.

오른쪽 다리를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한다.

∙ 발 왼쪽 발바닥과 발등을 두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준다: .

발가락을 하나씩 잡아당기며 뒤로 굴곡시킨다.

오른쪽 발바닥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한다.

전신마사지는 연구자의 손에 오일이나 로숀을 바르고 잠

재기 활동기 및 이행기에 각 회씩 부위별로 약 분간 회, 1 , 2 , 1

소요시간은 분 이내 총 분을 하였다 전신마사지는 진통20 , 60 .

이 없을 때 시작하여 진통 시에는 산부가 원하는 부위를 마

사지하고 진통이 사라지면 전신 마사지를 계속했으며 산부가,

더 원하는 특정부위가 있으면 연구자나 보호자가 부분 마사

지를 하였다.

측정도구
신생아 아프가 점수•

에 의해 제작된 신생아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Apgar(1958)

로서 심박동수 호흡양상 반사반응 근육긴장도 피부색의 객, , , ,

관적인 현상에 대하여 각각 점으로 점수를 계산하며0, 1, 2 ,

분만후 분과 분에 최고점수는 점이다1 5 10 .

분만경험•

와 가 개발하고 조미영 이 번안 수Marut Mercer(1979) (1988) ,

정한 개 문항 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이며 점수가 높을수27 5 ,

록 분만경험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9638α

모아애착 반응•

및 이 고안하고 이자영과Cropley, Lester Pennington(1976)

김진향 이 번안 수정한 도구 중 모아 상호작용양상 영역(1981)

을 측정하는 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개 문항은 각 점13 , 10 1 , 3

개 문항은 각 점으로 총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아애2 16 ,

착 반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년 월 일부터 년 월2001 11 1 2002 7 31

일까지 하였다.

자료수집은 마사지 교육을 받은 연구자가 실험 전에 선정

기준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배,

정하였으며 실험군에게는 분만 기의 잠재기경관개대 이, 1 ( 3cm

하 활동기경관개대 이행기경관개대 에 각), ( 4-7cm), ( 8-10cm)

분간 번 마사지를 시행하였다 분만 기에 태아가 만출되20 3 . 2

면 실험군 대조군의 신생아 아프가 점수를 분과 분에 측정, 1 5

하고 분만 시간 이내에 산모의 분만경험 모아애착 반응을, 24 ,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연구 진행절차를 그림으로 표시.

하면 그림 와 같다< 2>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PSS Program .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와t-test χ∙
2 로 분석-test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생아 아프가점수 분만경험 모아애, ,∙

착 반응의 차이검정은 로 분석하였으며 두 집단의t-test ,

동질성에서 차이가 있었던 상태불안을 공변수로 하여 공

변량분석 을 하였다(ANCOVA) .

분만 기 분만 기 분만 시간내1 2 24

잠재기 활동기 이행기

대상자 선정

실험군과
대조군 배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실
험
군

-→

↑

마
사
지

-→

-→

↑

마
사
지

-→

-→

↑

마
사
지

-→

신생아
아프가
점수

→

→

분만
경험

모아
애착
반응대

조
군

그림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 절차< 2>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정도 종교 직, , ,∙

업 임신횟수 등을 조사하였으며 상태불안을 제외한 두, ,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

가설검증
제 가설 검정1•

제 가설 전신마사지를 받는 실험군과 전신마사지를 받지1 “

않는 대조군 간에 신생아 아프가 점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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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를 검정한 결과는 표 와 같다.” < 2> .

신생아 아프가 점수는 분1 (t=6.756, p=.000; F=9.181, p=

분 모두 실험군이.004), 5 (t=6.129, p=.000; F=7.918, p=.007)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전조사에서 두군이 동질,

하지 않았던 상태불안을 공변수로 분석하였을 때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 가설은 지지되었다 표1 < 2>.

표 신생아 아프가 점수의 차이 검정< 2>
구분

실험군

(n=28)

M(SD)

대조군

(n=29)

M(SD)

t p F(SA) p

아프가 점수
분1
분5

9.10(.49)

9.96(.18)

8.13(.58)

9.31(.54)

6.756

6.129

.000

.000

9.181

7.918

.004

.007

F(SA) : ANCOVA by Covariate(Status Anxiety)

제 가설 검정2•

제 가설 전신마사지를 받는 실험군과 전신마사지를 받지2 “

않는 대조군 간에 분만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는 표 과 같다< 3> .

분만경험 은 실험군이(t=11.691, p=.000; F=11.741, p=.001)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전조사에서 두군이 동질,

하지 않았던 상태불안을 공변수로 분석하였을 때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 가설은 지지되었다 표2 < 3>.

제 가설 검정3•

제 가설 전신마사지를 받는 실험군과 전신마사지를 받지3 “

않는 대조군 간에 모아애착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는 표 과 같다< 4> .

모아애착 반응은 언어적 접촉(t=5.256, p=.000; F=7.169,

시각적 접촉 피부접p=.010), (t=3.236, p=.002; F=.800, p=.375),

촉 총점(t=11.332, p=.000; F=27.073, p=.000), (t=12.105, p=.000;

모두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F=30.104, p=.000)

았으며 사전조사에서 두군이 동질하지 않았던 상태불안을 공,

변수로 분석하였을 때도 시각적 접촉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3

다 표< 4>.

표 모아애착 반응의 차이 검정< 4>
구분

실험군

(n=28)

M(SD)

대조군

(n=29)

M(SD)

t p F(SA) p

모아애착 반응

언어적 접촉

시각적 접촉

피부접촉

총점

1.35(.48)

1.42(.63)

6.14(1.71)

9.00(2.00)

.68(.47)

.96(.42)

1.55(1.32)

3.24(1.57)

5.256

3.236

11.332

12.105

.000

.002

.000

.000

7.169

.800

27.073

30.104

.010

.375

.000

.000

F(SA) : ANCOVA by Covariate(Status Anxiety)

논 의

산부의 불안과 혈중 에피네프린간에는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으며 태아심박동수와 신생아 아프가 점수간에는 유의한 역,

상관계로서 분만 중 산부의 불안이 높으면 모체의 혈중 에피,

네프린 농도가 높으며 산부의 혈중 에피네프린 농도가 높을,

수록 태아심박동수는 저하되고 분만 후 신생아의 아프가 점

수는 낮아지는데 이는 산부의 불안이 혈중 에피네프린 분비

증가로 자궁혈관 수축을 일으키어 태아의 혈액공급에 영향을

주어 나타난다고 하였다(Lederman, E., Lederman, R. P., Work

본 연구에서 산부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 McMann, 1981).

한 지지간호 중재로서 분만 기의 산부에게 간호사가 전신마1

사지를 회 시행하였을 때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가 점3 9.10 /1

분 점 분으로 대조군의 점 분 점 분보다 유의, 9.96 /5 8.13 /1 , 9.31 /5

하게 높았다 이는 김정주 의 만삭임부의 상황불안이 높. (1985)

으면 분만 중에도 영향을 미쳐 산부의 상황불안이 높아지며,

이는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한 결

과와 등 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홍재광Lederman (1981) .

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 1>
특 성

실험군

(n=28)

n.(%)

대조군

(n=29)

n.(%)

χ2 orr t p

연령세( ) 28.07(2.89)* 28.48(3.34)* -.496 .622

교육정도
고 졸
대졸이상

11(39.3)

17(60.7)

16(55.2)

13(44.8)
1.442 .230

종 교
있다
없다

16(75.1)

12(42.9)

14(48.3)

15(51.7)
.449 .503

직 업
있다
없다

4(14.3)

24(85.7)

5(17.2)

24(82.8)
.94 .760

임신횟수
1

2

25(89.3)

3(10.7)

28(96.6)

1(3.4)
1.153

.283

상태불안 33.50(5.77)* 50.96(7.38)* -9.926 .000**

* M(SD) ** p < .05

표 분만경험의 차이 검정< 3>
구분

실험군

(n=28)

M(SD)

대조군

(n=29)

M(SD)

t p F(SA) p

분만경험 111.60(8.39) 77.32(12.73) 11.691 .000 11.741 .001

F(SA) : ANCOVA by Covariate(Status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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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삭인 건강한 산모가 질식분만과 제왕절개분만한(1991)

명을 대상으로 한 정상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 점 분235 8.25 /1 ,

점 분 보다 높았으며 허맹행 의 듀라식 일대일 분9.41 /5 , (2000)

만지지간호를 제공하였을 때 신생아 아프가 점수가 점8.25 /1

분 점 분이었으며 대조군과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9.41 /5 ,

한 결과와 비교하여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분.

만 중 산부에게 실시한 전신마사지는 신생아의 안녕 상태에

도 중요함을 입증하였다.

분만 중 산부가 받은 정서적 지지와 산부가 지각하는 분만

경험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서 은Tarkka & Paunonen(1996)

남편 가족 친지 및 간호사 조산사 등의 정서적 지지와 산부, , ,

의 긍정적 출산경험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

며 허맹행 은 듀라식 일대일 분만지지간호를 제공받은, (2000)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긍정적 분만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분만경험지각 정도가 실험군에

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전신마사지도 출산에 대한 긍

정적 경험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신기수 는 산부가 경험하는 분만과정은 여성. (1995)

의 일생 중에서 겪게 되는 발달위기로서 성숙되어 가는 고유,

한 사건이지만 급격하게 진행되는 분만의 생리적 특성과 이

에 따르는 극심한 분만진통 때문에 상황위기로 작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위기로 인하여 산부들은 분만을 부정적으

로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산부들이 긍정적인 출산경험을 갖도

록 분만지지를 위한 유용한 간호중재의 적용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전신마사지는 분만 중 지지적 간.

호중재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초산모의 분만지각은 산후 모아 상호작용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산모가 분만 중에 경험한 분만진통이나 불

편감은 모아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 제왕절개분만,

인 경우는 영아에 대해 적대감을 질분만 산모는 염려를 나타,

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분만경험 지각이 부정적이면 모아.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모아애착 반응과 어머니

의 역할 적응이 지연된다고 하였다(Marut & Mercer, 1979;

조미영 의 연구에서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Price, 1977). (1988)

이 긍정적인 경우 모아 상호작용 과정이 유의하게 더 잘 진

행되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실험군의 모아애착 양상,

정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실험군의 분

만경험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분만의 지지간호로 전신마사지를 수

행하면 신생아에게는 아프가 점수를 높혀 안녕상태를 증진시

키며 산모에게는 분만경험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모아애착,

행위를 높여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신마사지는.

분만 중인 산부의 유용한 간호중재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간호사가 전신마사지를 수행하는 것이 산부에게 효과적이며

지지적인 간호이며 산부도 매우 좋아하였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에게 간호사가 시범을 보여 준

후에 전신마사지를 계속해 준다면 더 효과적인 분만지지 간

호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간호사가 수행한다면 마사지에,

대한 간호수가를 책정해야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결 론
본 연구는 분만 기중에 전신마사지가 초산부의 신생아 아1

프가점수 분만경험 및 모아애착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

하고자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유사실험 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2001 11 1 2002 7 31

지 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인천광역시 병원에 입원한 초산, U

부로서 실험군 명 대조군 명으로 총 명이었다28 , 29 57 .

실험군에게는 잠재기 활동기 및 이행기에 머리에서부터 발,

까지 전신 마사지를 회 분씩 총 회를 제공하였으며 대1 20 , 3 ,

조군은 일반적인 분만간호를 제공하였다.

측정도구는 신생아 아프가 점수는 에 의해 제작Apgar(1958)

된 도구 분만경험은 와 가 개발하고 조미, Marut Mercer(1979)

영 이 번안 수정한 도구 모아애착 반응은 등(1988) , Cropley

이 고안하고 이자형과 김진향 이 번안 수정한 도(1976) (1981)

구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SPSS Program t-test, χ2 공-test,

변량분석 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ANCOVA)

았다.

∙ 신생아 아프가 점수는 분1 (t=6.756, p=.000; F=9.181,

분 모두 실험p=.004), 5 (t=6.129, p=.000; F=7.918, p=.007)

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 분만경험 은 실험군이(t=11.691, p=.000; F=11.741, p=.001)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 모아애착 반응은 언어적 접촉(t=5.256, p=.000; F=7.169,

시각적 접촉 피p=.010), (t=3.236, p=.002; F=.800, p=.375),

부접촉 총점(t=11.332, p=.000; F=27.073, p=.000), (t=12.105,

로 나타나 시각적 접촉을 제외하p=.000; F=30.104, p=.000)

고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분만 기에 제공된 전신마사지는 신1

생아 아프가 점수를 높이고 산부의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유,

도하며 모아애착의 반응 정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간호현장에서 산부를 위해 유용하게 적용,

할 수있는 간호중재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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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산부의 분만 중 전신마사지만의 효과를 검정하는 반복연∙

구가 필요하다.

산부의 분만 중 마사지의 효과로 산부의 스트레스 반응에(∙

피네피린 노어에피네피린 코 티졸 앤돌핀을 보는 연구, , , )

가 필요하다.

산부의 분만 중 마사지의 효과로 신생아 제대동맥혈 수소∙

이온농도를 보는 연구가 필요 하다.

임상적용 가능한 산부의 분만 중 마사지 간호중재의 계속∙

적인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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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s designed to test the effects of a full body massage on Apgar score, postpartum mother's

childbirth experience, and mother-infant attachment for primipara during labor. Method: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asi-experiment method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from November 1, 2001 to July 31,

2002. The subjects for this experiment consist of 28 women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9 in the control

group, out of 57 primipara hospitalized at the U OB & GYN hospital in Inchon. A 20 minute full body massage

was given to the experimental group on each of three delivery phases (latent, active, and transition), and a

conventional delivery care to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tools for the study are Apgar score scale

developed by Apgar(1958), postpartum mother's childbirth experience scale developed by Marut and Mercer(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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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other-infant attachment scale developed by Cropley et al(1981).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t-test,

χ2 test, and ANCOVA on the SPSS program.

Result: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are as follows:

One minute(t=6.756, p=.000; F=9.181, p=.004), and five minute(t=6.129, p=.000; F=7.918, p=.007) Apgar

score are increased significantly.

Postpartum mother's childbirth experience is significantly increased(t=11.691, p=.000; F=11.741, p=.001).

Verbal touch score(t=5.256, p=.000; F=7.169, p=.010), skin touch score(t=11.332, p=.000; F=27.073, p=.000),

and total score(t=12.105, p=.000; F=30.104, p=.000) of postpartum mother's childbirth experience are

significantly increased, but not for eye touch score(t=3.236, p=.002; F=.800, p=.375).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a full body massag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pgar score,

postpartum mother's childbirth experience. and mother-infant attachmen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full

body massage might be used clinically to help primipara during labor.

Key words : Full body massage, Apgar score, Postpartum mother's childbirth experience, Mother-infant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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