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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미숙아의 사망률은 극적으로 감소

하였으나 미숙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로 인지 장애,

학습 장애 행동 장애를 비롯하여 심하면 뇌성마비나 정신박,

약과 같은 심각한 신경발달적 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

미숙아는 정상 영아보다 발달(D'Agostino, & Clifford, 1998).

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부터 미숙아의 발달을 지지할 수 있는 간호 중재 개발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숙아는 출생 직후부터 병원 입원으로 인해 어머니와 분

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신경근육체계를 가지고

있어 환경 자극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게(Als, 1986),

되며 이들 행동은 어머니(Staintom, Harvey & McNeil, 1995),

로 하여금 미숙아와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

미숙아의 부모 또한 부모됨의 진행 과정이 아동의 입원으로

인해 일정 기간 단절되면서 영아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

회가 늦어지게 된다.

특히 미숙아의 출산과 신생아 집중 치료실 입원으로 인해

생기는 영아의 생존 합병증 및 장기간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

은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부모아동 관계의 혼란-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은 어머니가(Affonso, 1992).

영아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영향을 미쳐 영아에게 민감한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Oehler, Hannan & Catlett, 1993),

미숙아는 만삭아에 비해 민첩하지 않은 각성상태와 수면각성-

이행단계에서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미숙아는 상호작용을

위한 준비로 자신의 신호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

를 가져온다(McCain, 1990).

이와 관련된 연구로 정상아와 고위험 출산아를 대상으로

모영아 상호작용 양상을 비교한 권인수 의 연구에서 고- (1992)

위험 출산아의 모영아 상호작용 점수가 정상아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고 의 연구에서 정상아와 미숙아를, Harrison(1990)

대상으로 모아 사이의 상호작용을 비교했을 때 미숙아의 경

우 모아 상호작용 점수가 더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모영아 상호작용은 부모와 영아간에 발생하는 언어적 비- ,

언어적 의사소통의 형태로 정상적인 성장 발달단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뢰감 형성에 근간이 되어 모아 상호작용을 증

진하는 것은 영아에게 최적의 발달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숙아처럼 출생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머니와의

모아 상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아동은 발,

달 지연 사회적인지적언어적 제한을 받게 된다, (Bakeman

그러므로 미숙아와 그 부모에게는 집중 치and Brown, 1980).

료실 환경에서부터 모영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

호 중재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영아기 모영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중재가 개발되었으나 이들 중재 대부분은 정상아의 부

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미숙아 혹은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모, -

영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로는 권미경 이 개(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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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모아 상호작용 증진 중재 프로그램과 김미예와 김선희

의 마사지 요법만이 있었다 정상아와 미숙아를 대상으(2000) .

로 개발된 모아 상호작용증진 프로그램은 영아측 행동 변화

보다는 어머니 혹은 돌봄 제공자가 영아의 신호들을 이해하

고 반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

방안인 반면 감각자극은 신생아에게 가장 발달된 감각인 촉,

각자극을 제공하여 어머니에게는 영아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영아에게는 행동상태를 안정시

키고 조직화시킴으로써 어머니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영아와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다.

는 어머니와의 피부 접촉이Acolet, Sleath, & Whitelaw(1989)

영아에게 즐거움과 안정감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안아주는 자세가 미숙아의 폐기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 보고하였고 은 명의 미숙아, White-Traut & Nelson(1988) 33

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말하기를 제공한 군 마사지와 눈마,

춤 이야기하기 흔들기로 구성된 통합 감각을 제공한 군 대, , ,

조군간에 퇴원시 모아 상호작용을 비교한 결과 통합 감각을

제공받은 군에서 모아 상호작용이 촉진되었다고 보고했다 김.

미예와 김선희 의 연구에서도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2000)

원한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실험군에게 어머니가 매일 일10

동안 하루에 한 번 마사지를 제공했을 때 모아 상호작용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했다.

한편 미숙아는 만삭아에 비해 자궁 내 양수에 의해 받게되

는 촉각자극이 조기 출산으로 부족했으므로(Montagu, 1978)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부터 어머니가 미숙아에게 직접 감각

자극을 제공하게 되면 부족한 감각자극을 보충할 수 있고 또

미숙아 개개인의 행동적인 신호와 생리적인 신호에 따라 개

별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는

아기와의 단절로 인한 미성숙한 부모됨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어 모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데 좋은 방안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와

어머니의 모영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숙아의 어머-

니가 미숙아에게 직접 감각자극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모영아-

상호작용 양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모영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

재전략으로 감각자극의 효과를 검증하고 감각자극이 모영아, -

상호작용 양상에 어떤 변화를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간호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용어 정의
감각자극•

환경으로부터 발생되어 인체의 감각기관에 주어지는 자극을

의미하며최명애 김주현 박미정 최스미 및 이경숙( , , , , 1995).

본 연구에서는 이 개발한 촉각자극과 운동자Field et al.(1986)

극으로 구성된 감각자극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모영아 상호작용-•

모영아상호작용은 모아 체계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아가 행동의 상호교류를 통해 끊임없이 상호자극 강화, ,

반응하는 역동적 조절 과정 으로 본(Kenneth and Patrick, 1982)

연구에서는 김미예 가 고안한 수유시 어머니와 영아가 나(1999)

타내는 행동과 반응으로 구성된 총 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39

을수록 모영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감각자극 중재를 어머니가 교육받아야

하므로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어머니는 실험군에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조군에 배치하였으므로 무작위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설계의 유사실험 연구

이다.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기간
연구대상자는 시에 위치한 개 대학 병원 신생아 집중 치D 1

료실에 입원한 미숙아로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어머니와 영

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선천성 기형이.

없고 재태기간 주 미만이며 생리적 체중감소에서 회복되고36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며 특별한 처치가 없이 구강수유를 하

는 경우이다.

의 를 근거로 최소 연구 대상자 수를Cohen power analysis

계산하면 효과크기 일 때 대상자 수는=.05, 1- =.8, d=.8α β

명이었고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탈락을 고려n=15 ( , & , 1998),

하여 실험군 쌍 대조군 쌍이 표집되었으나 탈락이 없어18 , 18

총 대상자 수는 쌍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부터36 . 1999 5

년 월까지였다2000 10 .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의 감각자극 프로토콜 교육을 이수한 신생아실 간호사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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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구자는 어머니 교육을 위해 감각자극 프로토콜과 관련

된 교육용 유인물을 제작하고 대상자가 선정될 때마다 어머

니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실험군에

게는 감각자극에 관한 교육 및 시범을 일 제공하였다 감각3 .

자극 교육을 받은 어머니는 일 동안 오후에 신생아 집중10

치료실을 방문하여 연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감각자극을 미

숙아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였다 어머니가 감각자극을 제공.

하는 시간은 대조군 어머니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병원 면

담시간이 끝난 시간으로 정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퇴,

원 당일 수유시 모영아 상호작용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비디-

오 촬영을 하였다.

실험처치
감각자극은 촉각자극과 수동적 운동 자극으로 구성된 Field

이 제안한 감각자극 프로토콜을 이용하였다 실험et al.(1986) .

의 일관성을 위하여 감각자극 프로토콜에 대한 교육을 이수

한 신생아 집중 치료실 간호사와 간호사에게 교육을 받은 어

머니가 교대로 일 회오전 시 오후 시 중 연구자1 2 ( 10-11 , 7-8 )

가 오전에 회 실시하고 교육을 받은 어머니가 오후에 회씩1 , 1

일간 실시하였는데 어머니가 감각자극을 실시할 때는 중재10 ,

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생아실 간호사가 계속적으로

관찰하였다 감각자극 제공 횟수는 의 선행. Field et al.(1986)

연구에 근거하여 일 회로 정하였다1 2 .

감각자극 프로토콜을 회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촉1

각자극 분과 수동적 운동 자극 분으로 총 분이 소요되10 5 15

는데 촉각자극은 대상자를 복위로 한 후 머리 어깨 등 양, , , ,

팔 양다리 순서로 각각 분씩 약간의 압력을 주면서 부드럽, 1

게 쓰다듬는 것이고 수동적 운동자극은 앙와위로 하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양다리의 순으로 각각 분씩 관절, , , 1

의 굴곡과 신전운동을 한다.

감각자극을 제공하기 전 연구자와 어머니는 손을 깨끗이

씻고 따뜻하게 한 후 처음에는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문질러

주고 감각자극을 어느 정도 제공한 후에는 약간의 압력을 가

해 두부에서 미부로 중심에서 말초부로 쓰다듬는다 감각자, .

극을 제공하는 시간은 구토와 배고픔을 예방하기 위해 수유

분 후이며 영아는 가지 상태 중 상호작용하기에 가장30 6 (state)

좋은 조용히 깨어 있는 상태 에서 실시하였다“ ” .

측정도구
모영아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김미예- (1999)

가 고안한 수유 시 모영아 상호작용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

며 총 문항 중 보챔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문항과 비 해45 5

당 항목 문항을 제외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수1 39

유하는 동안의 모영아 상호작용과정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

한 후 모영아 상호작용 항목에 대한 평정은 연구자 두 사람, -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채점하였다 관찰의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해 연구자 두 사람은 하영수 박사로부터 총 시간48

동안 모영아 상호작용에 대한 훈련을 이미 받았으며 훈련시-

하영수 박사와 연구자 두 사람과의 일치율은 였고 현98.0% ,

비디오 평정 후 관찰자 두 사람간의 일치율은 였다95.0%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SAS program .

감각자극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 간의 동질

성은 χ2 와 로 검정하였고 모영아 상호작용 점수는-test t-test , -

로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였다t-test .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그룹간 동질성을

확인한 결과 미숙아의 성별 분만형태 어머니의 학력 수유형, , ,

태 재태기간 어머니의 연령 등이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 ,

났다 표< 1>.

모 영아 상호작용 점수-
모영아 상호작용 전체 평균평점의 총점에서 실험군의 총점-

은 이었고 대조군의 총점은 로 두 그룹간에 유의한3.57 , 2.27

차이를 보였다(t= -5.38, p=.00).

감각자극 중재가 모영아 상호작용의 하부영역 중 어느 영-

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개 하부5

영역의 문항수가 같지 않아서 평균평점의 평균으로 비교한

교육용
유인물
제작

개별면담후
대상자 배치

실험군에게 일 동안3

감각자극 교육 및 시범
실시

일 동안10

감각자극
제공

퇴원시
비디오
촬영

그림 자료수집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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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개 하부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군과5 .

대조군간에 가장 많은 점수 차이를 보인 영역은 모영아 동시-

적 행동 민감성 이었고 그 다음은 성장발달 촉(t=-5.43, p=.00) ,

진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영(t=-5.07, p=.00), (t=-4.53, p=.00),

아 신호의 명료성 어머니에 대한 반응(t=-3.03, p=.00), (t=-2.14,

순으로 나타났다 표p= .04) < 2>.

또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모영아 상호작용의 각 문항에서

예 로 대답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 10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항목 범주

실험군 대조군
χ2 or t p

n(%) or M±SD n(%) or M±SD

미숙아의 성별
남
여

11(61.11)

7(38.89)

9(50.00)

9(50.00)
0.45 0.50

인공호흡기사용
유
무

7(38.89)

11(61.11)

7(38.89)

11(61.11)
0.00 1.00

분만형태
질식분만
제왕절개

6(33.33)

12(66.67)

6(33.33)

12(66.67)
0.00 1.00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대졸이상

9(50.00)

9(50.00)

11(61.11)

7(38.89)
0.45 0.50

가족 월수입
만원101-200

만원이상201

16(88.89)

2(11.11)

15(83.33)

3(16.67)
0.23 0.63

수유형태
모유
분유
혼합유

2(11.11)

9(50.00)

7(38.89)

1(5.56)

14(77.78)

3(16.67)

3.02 0.22

재태기간 32.43±2.70 31.55±2.02 -1.10 0.28

출생시 체중 1499.17±225.25 1484.72±242.15 -0.19 0.85

점수 분Apgar (1 ) 5.00±2.30 5.39±2.00 0.54 0.59

점수 분Apgar (5 ) 6.83±2.15 7.67±1.24 1.43 0.16

어머니 연령 30.50±3.87 31.06±4.04 0.42 0.68

표 모 영아 상호작용의 평균평점 점수< 2> -
하부영역

실험군 대조군
t p

M ± SD M ± SD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0.86±0.15 0.64±0.14 -4.53 .00

성장발달촉진 0.60±0.20 0.29±0.16 -5.07 .00

영아신호의 명료성 0.72±0.23 0.50±0.21 -3.03 .00

어머니에 대한 반응 0.61±0.25 0.46±0.18 -2.14 .04

모영아 동시적 행동 민감성- 0.78±0.22 0.38±0.23 -5.43 .00

총 점 3.57±0.80 2.27±0.65 -5.38 .00

표 모아상호작용 각 문항별 점수< 3>
모아상호작용 하부영역별 문항 실험군(n=18) 대조군(n=18)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영아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안아준다 18 16

영아의 머리를 둔부보다 높게 안는다 18 18

수유동안 영아와 몸을 밀착시키고 있다 14 16

어머니의 얼굴과 영아의 얼굴은 센티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20 18 18

눈맞춤이 가능하도록 영아를 안고있다 18 18

영아에게 하는 말씨가 상냥하고 부드럽다 16 11

수유동안 영아에게 말을 많이 한다 13 7

영아에게 말할 때 어조를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14 3

영아에게 긍정적인 의미의 말을 한다 16 7

수유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영아에게 집중해 있다 18 18

수유도중 영아가 자는 경우 깨우려고 노력한다 17 11

영아를 완전히 깨운 후 수유를 시작한다 16 8

수유 전 배고픈 신호에 대하여 말로 표현한다 14 8

수유를 끝내기 전 배부른 신호에 대하여 말로 표현한다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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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이상 차이를 나타낸 문항은 영아 신호에 대한 민감성 영

역에서 영아에게 말할 때 어조를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는 항“ ”

목과 성장발달 촉진 영역에서 수유동안 웃거나 미소짓는다“ ”

의 항목이었다 뿐만 아니라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점 이상. 5

차이를 낸 문항 수는 총 문항 중 문항이었다 표39 21 < 3>.

논 의

미숙아는 출생과 동시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하여

생의 첫 개월을 보내게 되면서 어머니와의 접촉이 지연되2-3

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집중치료실에서 영아가 경험하게 되는.

촉각적인 자극들은 불편감을 초래하여 결국 피부 접촉을 혐

오스러운 것으로 학습하게 된다 어머니가 제공하는 감각자극.

은 영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자극이 되며 지속적이고 반복

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을 때 영아를 안정시키고 조직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감각자극을 간호중재로 적용한 대부분의 국내

외 연구들은 감각자극을 연구자들이 주로 제공하였으나 본,

연구는 감각자극을 하루에 한 번 어머니가 직접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방문하여 미숙아에게 적용하여 퇴원 시 모영아 상-

호작용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그 결과 실험군,

에서 모영아 상호작용 총점 및 하부 영역별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 두 군간 하부영역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영아 동시적 행동 민감성 및 영아 신호의 명료성에서 큰-

차이를 보여 감각자극이 어머니 영역뿐만 아니라 영아 영역

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영아 상호작용, -

의 각 문항별 점수에서도 총 문항 중 문항에서 감각자극39 21

을 제공한 집단과 감각자극을 제공받지 않은 집단간에 상당

한 점수 차이를 보여 미숙아에게 감각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모영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urns, Cunningham, White-Traut, Silvestri and Nelson(1994)

은 청각 시각 촉각 전정 감각으로 이루어진 분의 통합 감, , , 15

각자극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감각자극을 단순히 영아

의 체중이나 재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기보다는 영아

개인의 행동적인 신호와 생리적인 신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

표 모아상호작용 각 문항별 점수 계속< 3> ( )
모아상호작용 하부영역별 문항 실험군(n=18) 대조군(n=18)

성장발달촉진성장발달촉진성장발달촉진성장발달촉진
수유동안 영아와 한 번 이상 눈맞춤을 한다 18 15

수유동안 영아를 부드럽게 만져준다 12 6

수유동안 웃거나 미소짓는다 16 6

수유동안 젖을 만지거나 어머니를 탐색하도록 허락한다 11 2

수유동안 영아의 이름을 부른다 17 11

수유동안 노래를 불러준다 1 0

수유동안 시각적 자극이나 청각적 자극에 관한 것을 질문한다 6 2

영아주변의 사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다 6 0

영아신호의 명료성영아신호의 명료성영아신호의 명료성영아신호의 명료성
어머니에게 배고픈 것을 신호한다 16 13

수유하는 동안 기민 상태에 있다 15 6

수유 시작시 긴장감을 보인다 18 14

수유를 시작한 몇 분 후에 긴장감소를 보인다 11 13

수유 동안 기분이 좋고 즐거워 한다 11 4

수유 동안 소리를 낸다 8 3

수유 동안 신체의 움직임이 부드럽고 조화롭다 11 7

수유를 끝내기 전 배부른 신호를 보인다 14 12

어머니에 대한 반응어머니에 대한 반응어머니에 대한 반응어머니에 대한 반응
수유동안 대체로 어머니를 향해 있다 17 17

수유동안 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낸다 5 1

수유동안 어머니와 눈맞춤을 한 번 이상 한다 17 14

수유동안 젖을 만지거나 어머니를 탐색한다 15 1

모영아의 동시적 행동 민감성모영아의 동시적 행동 민감성모영아의 동시적 행동 민감성모영아의 동시적 행동 민감성-

영아가 배고픈 신호를 보일 때 젖꼭지를 물린다. 16 10

영아가 배부른 신호를 보일 때 젖꼭지를 빼낸다. 14 7

수유동안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반응을 보인다. 15 7

수유도중 어머니가 깨우면 기민상태에 들어간다. 12 6

영아가 어머니를 응시하거나 미소를 짓거나 소리를 낼 때 어머니도 영아에게 눈을
맞추고 미소짓거나 이야기하는 것으로 반응한다.

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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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영아 개인의.

신호에 따라 감각자극을 제공하기에는 인력구조상 제한점이

있으므로 영아에게 가장 편안하고 가까운 어머니에게 감각자

극을 제공하도록 임상실무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미예와 김선희 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한 저(2000)

체중아를 대상으로 실험군에게 연구자와 함께 어머니가 매일

일 동안 마사지를 제공했을 때 모아 상호작용 점수가 현저10

히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은 건강한 미, Ferber et al.(2002)

숙아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마사지를 제공한 그룹 여성 마사,

지 전문가가 마사지를 제공한 그룹 그리고 마사지를 제공받,

지 않은 대조군 간에 체중증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어

머니가 마사지를 수행하는 것이 마사지 전문가가 마사지를

제공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으므로 오히려 비용 효과적인 측

면에서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였다.

모영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된 대다수의 중재-

들은 어머니 혹은 주된 돌봄 제공자의 행동들에 초점을 두고

영아의 의사소통 신호들을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의

능력 을 증가시키는 중재였다권미경 이선(competence) ( , 1998;

아, 2002; Barnard, Morisset & Spieker, 1993; Poley-Strobel &

권미경 은 저체중 출생아 어머니에게Beckman, 1987). (1998)

신생아집중 치료실 퇴원후 가정방문을 통해 모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 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군

에 비해 퇴원 주에 측정한 모아 상호작용 점수에서 높게 나4

타났는데 어머니측 상호작용 영역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

어머니측 상호작용 능력 향상이 영아측에도 영향을 미쳐 영

아측 상호작용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감각자극은 어머니의 행동에 초점을 둔 중재와는

달리 어머니와 영아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에서 모,

아 상호작용의 하부 영역별 실험군과 대조군간 차이를 확인

한 결과에서도 모영아 동시적 행동 민감성 영역뿐만 아니라-

영아 신호의 명료성 영역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일치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감각자극은 모아 상호작용을 증

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 방법으로 어머니 측면뿐

만 아니라 영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특히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부터 어머니와 미숙아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미숙아를 돌보아야 하는

어머니에게 간호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숙아에게 감각자극을 제공하여 모영아 상호작-

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시에 위치한 개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D 1

입원한 미숙아와 그 어머니로 실험군 쌍 대조군 쌍으로18 , 18

총 쌍이었고 자료 수집 기간은 년 월부터 년36 , 1999 5 2000 10

월까지였다 실험군에게는 일 회오전 시 오후 시. 1 2 ( 10-11 , 7-8 )

분씩 일간 연구자와 어머니가 감각자극을 제공하여 퇴원15 10

당일 날 모영아 상호작용 양상을 측정하였다- .

자료수집에 사용된 도구는 김미예 가 고안한 수유 시(1999)

모영아 상호작용 측정도구였고 수집된 자료는- , chi-square

를 이용하여 두 군간의 동질성 검증과 중재 효과를test, t-test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각자극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모아 상호∙

작용 총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 -5.38, p=.00).

감각자극은 모영아 상호작용 양상에서 모영아 동시적 행- -∙

동 민감성 영역 에서 가장 큰 점수차이를(t=-5.43, p=.00)

보였고 그 다음은 성장발달 촉진 영아 신, (t=-5.07, p=.00),

호에 대한 민감성 영아 신호의 명료성(t=-4.53, p=.00),

어머니에 대한 반응 순으(t=-3.03, p=.00), (t=-2.14, p= .04)

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를 배치함에 있어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어머

니를 실험군에 편의 표출한 연구의 제한점이 있지만 결론적

으로 본 연구를 통해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미숙아에게 감각

자극을 제공해주는 것이 모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데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임상에서 감각자극 중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감각자극을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부터 퇴원후 가정에서∙

까지 장기간 제공했을 때 미숙아에게 미치는 효과를 조사

하는 종단적 연구가 요구된다.

의 감각자극을 어머니에게 교육했을 때 일반인이 수Field∙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감각자극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모영아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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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effect of sensory stimulation on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in

premature infant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36 pairs of premature infants and their mothers

from NICU of one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Taegu, 18 pairs for intervention group and 18 pairs for control

group.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999 to October, 2000. For the intervention group Field's sensory

stimulation(tactile and kinesthetic stimulation) was applied 2 times a day for 10 days(10:00-11:00 in the morning

and 7:00-8:00 in the afternoon by researcher and mother). To determine mother and infant interaction during

feeding, tool developed by Kim Mi-Ye(1999) was use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AS program using

chi-square test and t-test. Resul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mother-infant interaction between two

groups(t=-5.38, p=.00). It indicates that sensory stimulation was effective in improving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aspects of the quality of mother-infant interaction, sensory stimulation was most effective in improving

sensitivity to mother and infant's synchronic behaviors(t=-5.43. p=.00) and followed by growth fostering(t=-5.07,

p=.00), sensitivity to infant's cues(t=-4.53, p=.00), clarity of infant's cues(t=-3.03, p=.00) and responsiveness to the

mother's behaviors(t=-2.14, p= 0.04).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maternally

administered sensory stimulation should be applied clinical practice to improve interaction of premature infants and

their mothers.

Key words : Sensory stimulation, Premature infants, Mother-infant interaction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ang, Gun-Ja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 2 ga, Chung-gu, Taegu 700-422, Korea

Cellphone: 018-532-0213 Fax: +82-53-423-8209 E-mail: kjjang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