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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일개병원 임부의 태아애착과 신생아 시각, 청각의 관계

 

 본 연구는 임부태아애착과 신생아의 시각, 청각 정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

해 시도되었다.

 연구설계는 후향적 조사연구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3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한 개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생

후 24-72시간 이내의 정상 모아 40쌍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와 의무기록지를 통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산모에

게는 Cranley(1981)의 MFAS를 이용해 임부태아애착을 자가보고로 조사하

고, 신생아에게는 Brazelton(1995)의 행동평가법 중 무생물 시각적 자극에 대

한 오리엔테이션과 생물 청각적 자극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용해 신생아의 

시각과 청각 정도를 측정하 다. 자료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 다.

 연구결과 임부태아애착은 신생아의 시각(r= .454, p=003)과 청각정도(r= .402, 

p=0101)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생아의 시각, 청각정

도는 임부태아애착이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연구 할 것과 생후 3일과 28일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비

교,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핵심되는 말 : 임부태아애착, 신생아의 시각과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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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모체에 수정된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체와 정신 양면에서 끊

임없이 변화해가는 생명체이며 성장 발달은 태어나면서부터 내재된 생물학적, 

유전적 요소와 그가 속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로 

본다(Nesson & May, 1986).

 인간의 행동은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며 따라서 이 환

경은 개인의 발달이나 인성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장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아동들에 있어 환경의 향은 크다(K.S. Holt, 

1978). 아동의 발달은 감각을 통한 환경적 요인 혹은 자극에 대한 반응 여하

에 좌우되며 만일 환경에 의한 자극을 동화하고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다면 원

만한 발달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게 되며 감각기능을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원활한 발달은 이루어질 수 있다(정열위 역, 1976). 

 신생아의 경우, 출생 전에는 모체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향을 받으나 출생 

후에는 조건이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 갑자기 적응하게 되며(하 수 외, 

1981) 그 동안 아기의 성장과 발달은 전적으로 환경과 돌봄 제공자의 역할에 

의해 좌우된다고 여겨졌으나, 정상적으로 신생아는 출생 후 환경에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형성하고 있으나(박준희, 1975) 아직 출생 시 그

의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발달 수준을 평가하여 그의 적응능력을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출생과 더불어 시작되는 그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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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생아에게 계속적이고 애정 있는 간호를 통해 적절한 감각적 자극과 최소한

의 불안 및 최대의 만족감을 충족시키므로 그의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증진

시키기 위해(D. R. Marlow, 1977) 돌봄 제공자가 아기의 행동반응을 이해하며 

아기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여 아기에게 필

요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그 동안의 신체적 간호 위주의 신생아 간호에서 

간호사와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사회적 및 인지적 발달을 촉진

하는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신생아 간호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국내 의료 환경은 의학 및 신기술의 발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의 

초고속공유화, 의료전달체계의 재 구조화,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안전망의 재

정비 및 확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요구증진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

고 있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alfare, 2000),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모

자보건사업의 내용을 예방 및 건강 증진적 사업으로 확장하게 되었다(Park, 

S. K., Song, C. H., & Park, K. 2000).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건

강한 자녀를 낳게 하고 태어난 어린이를 건강하게 성장 발육케 하며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사업 중 하나인 산전관리는 주

로 병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양의학의 틀을 기본으로 모성 ․신생아

의 이환율 및 사망률을 감소하는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연정은, 2001), 

임신을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으로만 간주하고 산모와 태아의 육체적인 건강만

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의료 기술이 개발되어 태아를 모체 내에서 관찰하게 

되면서 태아는 보고, 듣고, 느끼고 더 나아가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까지 읽을 

수 있는 인격적인 실체라는(Burney, 1998) 새로운 견해가 인정되고 있으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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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소 자녀 출산의 경향으로 최고로 건강한 아기를 낳고자 임신기간동안 

의학적 산전관리뿐 아니라 전통적인 자가관리로 태교를 실행하고 있다. 부부

들은 태교의 실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임신전과는 다르게 행동이나 마음가

짐, 태도 등을 변화시키면서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먹는 것 등 모든 

행위를 태중의 아이와 연관시켜 엄격히 생활을 조절(김현옥, 1997)하며, 출산 

여성이 인지한 태교의 효과로서 임신 중에 태교를 실시하여 임부의 88%가 효

과가 있다라고 대답하 다(최연순 등, 1995). 태아가 청각, 시각, 미각, 후각을 

느끼고 태아의 경험이 분만 후 신생아와 연관을 가지는 태교에 대한 실증적 

자료의 축적과 함께 태교의 과학적 입증이 이루어 가고 있다(박문일, 1999).

 모자보건 사업중 하나인 유아의 건강관리사업도 최근 단순한 질병 치료나 

건강유지 그리고 예방접종 등의 업무에서 탈피하여 유아건강의 기초가 되는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를 하기 위해 

유아에게 필수적인 주기적 성장발달 스크리닝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했으나 많은 요소들에서 미비함을 드러내고 있다(이무식, 2001). 발달 장애의 

출현은 첫 돌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건강한 

유아의 발달증진을 위해서도 유아 초기의 발달 사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한경자 외, 2001).

 미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육아 크리닉을 통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발

달상태를 사정하여 건강 및 발달장애문제에 취약하거나 위험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지도 및 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모

자보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Shin, 1997),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모든 유아들이 지역사회 간

호사에 의해 발달사정을 받고 상담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다(김수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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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는 기술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강조하고, 의료의 

현장 역시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공공기관

인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유아 보건사업 중 예방접종 이외에는 그 활동이 미

미하며(Kim, Gui Yeon 1997),  이 중 신생아에 대한 보건 프로그램은 예방접

종,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정도로 예방 의학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생애 중 성장과 발달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신생아의 감각 발달에 대

한 중요성은 소외시되고 있다.  

 태아의 연속선상인 신생아의 사회성 상호작용의 일부인 시각과 청각 수준을 

알아봄으로 임부태아애착이 모체 내 환경에 있는 태아에게 미치는 향을 부

분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신생아의 감각수준의 이해는 선천적인 발달 지

연을 보다 조기에 발견할 뿐 아니라 신생아의 타고난 능력을 부모에게 보여줌

으로써 아기에 대한 엄마의 이해와 아기의 행동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와 아기의 애착관계를 돈독히 하여 모아 상호작용을 촉진

할 수 있으며 산모들이 신생아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간호사는 부모에게 필요한 간호교육과 상담 

등 그들을 지지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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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임부태아애착과 신생아의 시각, 청각의 관계를 규명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의 임부태아애착 정도를 파악한다.

 

2) 신생아의 시각정도를 파악한다.

3) 신생아의 청각정도를 파악한다.

4) 임부태아애착과 시각정도의 관계를 규명한다.

5) 임부태아애착과 청각정도의 관계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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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임부 태아 애착

임부 태아 애착은 임부가 태아에게 갖는 친 한 관계에 대한 정서적 결속의 

표현반응(Cranley, 1981)으로, 본 연구에서는 Cranley(1981)가 개발한 

Maternal-fetal attachmentscale(MFAS)를 박주현(2001)이 번안, 수정한 총 23 

문항을 사용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부-태아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신생아의 시각

 

시각이란, 빛의 감각 및 그에 따르는 공간의 감각으로 보는 행위 또는 능력

이다(표준의학사전, 1993). 

본 연구에서는 Brazelton의 신생아 행동 평가법(1995) 중 무생물 시각적 자

극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관찰한 것으로 민활한 상태의 아기의 눈 앞에서 시

각적 자극인 빨간 공을 보여주고, 공을 좌, 우, 상, 하로 움직 을 때 주의 집

중하는 능력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시각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신생아의 청각

 

청각이란, 어떤 범위의 주파수의 음파가 청각기를 자극하여 생기는 감각으로 

소리를 듣는 동작 또는 듣는 힘이다(표준의학사전,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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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Brazelton의 신생아 행동 평가법(1995) 중 생물성 청각적 자

극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관찰한 것으로 민활한 상태의 아기의 귀에 청각적 

자극인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인 뒤 고개를 돌리는 것으로 나타내는 주의 집

중하는 능력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각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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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신생아의 감각

 

인간이 나타내는 모든 행동은 감각정보의 해석에 달려 있으며(최경숙, 2001), 

감각이란 감각수용세포가 자극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뇌로 전하는 과정으로 

촉각, 압각, 온도감각, 시각, 청각 및 후각이 있으며 이중 시각, 청각 및 후각

은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 감각을 느끼게 한다고 

하여 원격 수용기(teleceptor)라고 한다(김정식, 1997).  

감각과정은 외부의 감각정보가 감각 수용기에 의해 탐지되어 뇌에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지각과정은 전달된 감각자극을 뇌에 저장되어 있는 인지구

조를 통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지각을 위해서는 감각발달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출생 후 아기가 생존과 적응을 위해서는 주변환경과 환경 내의 여러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변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 지각(perception)으로, 지각이란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자극에 통합성

을 부여하는 경험으로 자각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지각은 감각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신생아의 감각 형태는 어느 한 시점에서 동시에 성숙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태아는 처음에는 전정과 촉각 자극에, 그리고 청각으로 옮겨

가고 마지막으로는 시각 자극에 반응한다. 신생아가 사물을 응시하거나 소리

에 반응을 하며, 맛을 알고, 냄새를 구별하며, 찔리거나 아플 때 울음을 터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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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은 감각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최경숙, 2002). 그러나 신생아들

이 외부세계를 단순히 느끼는지 아닌지, 얼마나 지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

구는 계속 되어온 과제이다. 

신생아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은 태아에게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태

아학의 발달로 태아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고, 1960년대 후반부

터 과학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조산아의 생존이 높아지고, 배아 이식이나 

인공수정 등이 가능해지며, 태아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초음파 등이 등장하

여 태아를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태내의 구

조와 기능이 출생후의 생태와 관련되는 실증적 자료 등이 축적되면서 태아는 

‘듣고, 이해하고, 느끼는 존재’라는 명확한 증거가 보고되기 시작하 고 일부 

임상실험과 동물실험을 토대로 태아가 청각, 촉각, 시각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

로 되어있다(Eaton, 1984). 태아는 모체의 자궁이라는 1차적 환경과 모체의 외

부환경이라는 2차적 환경에 둘러싸여 10개월이라는 기간을 지내게 되는데, 태

아의 경우 안전한 자궁 내 환경에서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성장 발

달할 수 있도록 그 자극의 강도와 특성이 조절되어 준비된 상태에서 반응을 

하게 된다. 모체의 심박동과 호흡소리, 주위의 잡음은 청각을 자극하게 되고, 

모체와 태아의 움직임을 통해 전정, 촉각 및 근육운동을 자극 받게된다. 뿐만 

아니라 자궁 내에서 양수와의 접촉으로 촉각,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경험을 

하게된다(김미숙, 2000).

신경계의 발달은 구조적으로는 수정 후 첫 2달 동안 발달되는 촉각 경로로 

시작해서 그 후 전정과 후각 경로, 수정 후 11주 경에 미각 경로가 발달하며 

마지막으로 청각과 시각 경로가 발달하기 시작한다(Gottlieb, 1971). 기능적으

로 촉각 반응에 대한 태아의 반응은 수정 후 8주 전에 시작하며 10-12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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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의 성숙을 반 하며 반응의 분화를 보이기 시작하고(Humphrey, 1978) 

미각 반응에 대해서 태아의 미뢰는 11주 경에 형성되고 성인 형태의 미뢰는 

13-15주 경에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애착과정(attachment process)과 같은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감각기능은 출생 이전부터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신생아와 태아의 시각과 청각체계는 다음과 같다.

시각 체계는 중추신경계가 발달하는 마지막 감각 체계이다. 따라서 출생시 

대부분 미성숙한 상태이다(Robinson, Fielder, 1992). 태아 시신경 계통의 발달

은 재태 기간 3주에 Optic vesicle이 시작하여 수정체는 4주말에 lens vesicle

수정체포를 형성을 시작으로 7개월이면 완성이 되고 망막은 5주에 색소가 나

타나 7개월이면 거의 성인과 같은 모양을 갖추게 된다. 시신경은 출생하고도 

3개월 후에서야 완성이 된다(유동호&이상서, 1986). 그리고 망막의 광수용체인 

원추세포와 간상세포의 기원은 형태학적으로 약 재태기간 22주에 완성되어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uchi, Nagata, Ikeno, Terakawa, 2000).

예전에는 태아가 자궁내에서 경험하는 시각 환경과 전정자극의 양에 대해서 

는 잘 측정되어지지 않았다. 아주 적은 양의 빛만 복부와 자궁벽을 통과할거

라고 가정되어졌고, Boos 등(1987)은 빛의 자극을 주었을때 태아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결론을 얻어냈으나 Kiuchi(2000)는 햇빛이나 치료시 적용되는 

빛의 세기보다는 약한 1200cd(cd- 빛의 세기 단위)의 빛은 산모의 복부에 직

접 주었을 때 태아의 심박동수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 빛이 산모의 복벽과 자

궁벽을 통해 태아의 안구에까지 통과하고 태아가 빛에 반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생아의 시력은 출생 당시 8-12인치 즉 모유 수유 시 엄마의 얼굴과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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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록 태아를 대상으로 한 시력 검사는 불가능하

나 미숙아 검사를 통해 유추해 보면 태아는 31-33주에 눈동자의 초점을 맞추

고 수직, 수평 운동이 일어나며, 33-34주면 빠른 눈동자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리고 40주에는 예리한 대비감, 공간감, 양눈의 협응, 거리, 깊이, 색깔, 움

직임의 패턴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게 된다. 

시각은 출생시 눈은 구조적으로 불완전하며 모양체 근육이 미숙하여 일정기

간 물체에 고정하거나, 협응하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 물체를 45-90°내에서 

움직이면 눈을 거기에 따라 고정하거나 혹은 물체를 따라서 본다. 안구는 빛

에 반응하고, 빛을 비추면 눈을 감는 눈깜짝반사(blink reflex)는 작은 자극에

도 반응적이며, 각막을 자극하면 눈이 감겨지는 각막반사(corneal reflex)가 있

다. 눈물샘은 2-4주까지는 기능하지 않는다. 신생아는 중간 시야(midline of 

the visual field)에서 20cm 이내에서는 밝거나 움직이는 물체에도 순간적으로 

집중할 수 있으며, 시력(visual acuity)은 시력 검사 척도에 따라 20/100과 

20/400 사이로 보고 되고 있다. 

Atkinson과 Braddick(Atkinson J, Braddick O, 1982)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

자의 수와 방법을 알 수 없지만 신생아들이 밤과 낮의 변화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적응 및 인식하며 26주까지 태아의 눈은 눈꺼풀로 완전히 덮여 있으나 

빛에 대하여는 민감하여 임부의 배에 빛을 비출 경우 자극에 따라 심박동수가 

증가하 다.      

Field 등(1984)은 미숙아를 대상으로 시각자극 효과를 검증한 결과, 계획적으

로 눈맞춤을 유도한 미숙아는 눈맞춤을 유도하지 않은 미숙아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증가하 고,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보 다고 하 다.

생후 2일 이내의 신생아 33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친 Kisivesky (199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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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는 한 개의 눈이나 한 개의 입등의 모양을 한 얼굴모양보다는 실제 

사람얼굴에 반응을 더 잘 보이며, 아의 시각선호의 선체제모델을 지지했다.

Slater(1998)의 연구에서도 생후 1주 미만의 신생아들도 더 월령이 높은 

아들처럼 이전에 본적이 있는 얼굴을 좋아하고, 특히 출생 직후 본적이 있는 

얼굴을 좋아한다고 하 다.

청각은 태아 6개월 정도에 기능이 완성되는 감각기관으로, 태아는 자궁 내 

환경에서부터 이미 청각자극을 경험한다. 해부학적으로 태아는 16주부터 듣기 

시작하여(IIinrichvan, 1998; sarnat, 1978) 재태기간 25-27주 사이에 완전한 청

각 신경계의 기능을 갖게 되나 출생 후에 경험하는 청각 자극에 의해 청각 신

경 발달에 향을 받는다(Rubel, 1985; 이상림, 1996). 자궁 내의 청각 환경은 

정상적인 감각발달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그러나 실제 자궁내 태아에게 내

이로 전달되는 소리의 청각적인 특징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액체로 채워진 

자궁은 중이의 전도 특성을 바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아의 청각도 골전도

에 제한되어 있다고 추측만 할 뿐이다.

Shahidullah, S 와 Hepper, PG 연구에 의하면 태아는 임신 16주부터 청각 

반응이 나타낸다고 한다. 그들은 400명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50-500Hz의 소리에 임신 16주부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초음파를 통해 관찰

하 는데 이는 귀가 구조적으로 완성되는 24주 보다 무려 8주나 빠른 시기로 

이때부터 이미 일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부와 골격계를 통한 소

리자극의 수용이 먼저 시작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태아의 피부에 진동 및 

동통과 같은 자극 수용체 외에 다양한 감각 수용체가 있음을 말한다. 태아의 

청각은 16주 이후부터 분만까지 중요한 정보 채널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모체가 지나친 소음에 노출되는 것은 태아에게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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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2000). 

태아에게 도달되는 청각 자극 중 엄마의 몸이나 태반에서 발생되는 잡음보

다도 사람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됨을 밝혀냈는데 특히 엄마의 목소리는 모체

의 몸을 통해 자궁에 전달됨으로 흡수 소실되는 양이 적어 외부로부터의 자극

보다 선명하게 태아에게 전달된다(Querleu D, Renard X, Versyp F, 1988). 태

아는 태내에서 많이 접한 엄마의 심장음이나 목소리에 대해 엄마가 말한 언어

나 음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출생하고 출생 후에도 언어가 나타내는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Anthony, 1996). 

청각은 일단 귀에서 양수가 제거되고 잔설(debris)이 중이에서 없어지면 신

생아는 갑작스럽거나 예리한 소리에 놀람반사(startle reflex)로 반응을 보이며, 

청력은 생후 수일내에 예민해진다.

고주파음과 저주파음에 대한 신생아의 반응은 다르다. 즉 심장박동, 메트로

놈, 자장가와 같은 저주파음은 신생아의 활동과 울음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

고, 고주파음은 민감한 반응을 유발한다. 또한 특별하게 말소리(speech sound)

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목소리에 일찍부터 민감하다. 

청력역치는 일찍 태어날수록 높으나 자궁내의 청력역치에 대해 정확히 알려

진 바는 없고 미숙아의 청력역치는 성인의 10dB보다 높은 수준으로 28-34주 

미숙아의 청력역치는 30dB, 그리고 38주 이상의 신생아는 20dB의 청력역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adwig, 1985), 미국 소아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1974)에서는 인큐베이터와 신생아 중환자실의 소음 

허용치는 58dB로 제안하고 있다.  

신생아의 청력검사로는 “청력” 그 자체라기보다는 청각적 자극에 대해서 반

응하는 피검자의 능력 또는 의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자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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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는 아기에게는 반응의 방법과 형태가 진단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아기들의 반응은 음자극에 대해서 자의적인 것에서부터 비자의

적인 신체동작 또는 조금의 변화에도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에 대

한 아기들의 반응은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응에서 주된 관심은 자극 제

시 전의 아기들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이다. 검사방법으로는 눈꺼풀반사 검사

(auro-palpebral reflex; APR), 모로반사 검사(auro-moro reflex; AMR), 음 자

극을 주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머리와 몸을 돌리는 방향정위반사 검사

(auro-orienting reflex; AOR)가 있다(이규식, 1996). 미국에서는 청력 손실의 

조기 진단과 중재를 위해 신생아들에게 속삭여줌으로 청력 스크리닝을 실시하

자는 경향이다(Harrison, 2003).

황 임(1982)의 연구에서는 10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력검사를 시행 결

과 79명이 음자극을 보 으며, 음원으로 머리를 돌리는 반응은 8.3% 고, 

90dB의 음자극에 79%의 반응을 보여 상용신체검진의 일부로 신생아 청력검

사를 할 것을 제언했다.

청각자극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Chapmen & Mally(1979)는 두 가지 

다른 청각자극을 26-33주 미숙아에게 제공했는데, 첫 번째 실험군에게는 브라

암스 자장가를 테이프를 통해 제공해주고 두 번째 실험군에게는 어머니의 목

소리를 테이프를 통해 들려주었다. 그 결과 청각자극의 노출양상이 활동정도

를 감소시켜 신생아의 체중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재태기간 26-33주의 미숙아 153명을 대상으로한 Champman(1978)의 실험에

서 브람스 자장가로 청각자극을 받은 그룹이 보다 체중증가가 더 빨랐다고 했

고, Mally는 미숙아가 9개월 될 때까지 관찰한 결과 두 실험군에서 대조군보

다 퇴원일이 6-9일 더 빨라졌고 Bayley점수도 더 높게 나왔다고 했다(조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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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임신중에 태아가 반복적으로 들었던 소리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습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출생전의 환경 자극

이 태아의 뇌신경에 극적인 향을 미친다고 한다(Shore, 1997).

미국 Florida의과대학 산부인과에서 임신부 자신의 목소리와 제 3자의 목소

리는 태아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 다. 그 결과 자궁 밖에서 

72dB인 임신부 자신의 목소리는 자궁 내에서 5.2dB이 증가하 으며, 자궁 밖

에서의 남자 목소리는 2.1dB이 감소한 반면 자궁 밖에서의 여성 목소리는 

3.2dB이 감소함을 밝혀내었다(박문일, 1999). 이 결과는 태아가 엄마의 목소리

를 가장 크게 듣고 있으며, 외부의 소리도 거의 그대로 듣고 있으며 외부 사

람의 목소리에서는 여성의 목소리보다 남성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있으며, 

자궁 밖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높은 소리보다는 낮은 소

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소리는 주로 차분하고 안정적인 소리

를 말하며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뇌파가 알파(α)파가 되는데, 이 알파(α)파

는 뇌에 긴장이 완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갖가지 호르몬을 분비하여 태

아 성장을 왕성하게 한다(박문일, 1999; 최희정, 2002). 

이는 신생아들이 여성의 부드러운 음성을 가장 선호한다는 Bozzett (1997)의 

선행연구에 일치하며 어머니․아버지의 태담, 조용한 주변환경, 자연음향․음

악 듣기 등의 태교행위에 일부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생아들은 엄마의 

속삭이는 소리를 좋아하고, 태내에서 들었던 음성의 경험이 신생아의 출산직

후 음성 인지 능력에 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다(Mark & Melanine, 1996). 

감각적 자극에 따른 신생아 반응에 관한 이자형과 하 수(1983)의 연구를 보

면, 촉각 및 청각 자극시에 신생아의 심박동수는 다수가 증가하 다고 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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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Ecklund의 연구에서도 신생아는 음향 자극시 심박동수가 의미있게 변화한

다고 하 다(Ecklund-Flores, W.P. Fifer, M.B. Gilliom, C.Gribbs, 1996). 

미숙아 20명을 대상으로한 김미숙(2000)의 연구에서 촉각자극, 고유수용성자

극, 청각자극으로 이루어진 감각자극을 받은 실험군은 행동상태가 더 안정적 

이었다.

송계희(1997)는 7개월 이하의 아에게 음악요법을 적용한 결과 심박동수와 

호흡수가 안정되었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Weinstock 등(1992)에 의하면 임신한 쥐들을 대상으로 시끄러운 

소음과 빛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준 쥐에서 태어난 새끼 쥐들은 외부의 자

극에 대단히 민감하 으며 작은 자극에도 안절부절 하 으며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관찰되었던 것이다.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그 새끼 쥐들의 뇌를 해부

한 결과, 뇌하수체와 부신이 필요이상으로 과잉반응을 보인 것이 관찰되었고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태아시절에 많이 분비되면 결과적으로 태아의 뇌 세

포의 성장이 억제되고 따라서 뇌신경 조직의 발달도 방해받아, 향후 신경-정

신학적 장애에도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박문일, 1999).  

Angela(1996)의 연구에 의하면, 신생아들은 어른에 비해 청각 감수성이 떨어

지기는 하나 자극에 대해 아기가 빠는 행동과 연관지어 볼 때, 아기는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소리를 들을 때 듣는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빠는 행동을 변

형시킨다고 한다. 

출생직후의 아 행동은 유전적 배경에 의해 나타나는 유전자형이 아니고 

유전적 배경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표현형으로, 신생아 행위 

능력은 갓 출생한 신생아도 양육 환경에 의해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시 본인이 타고난 능력으로 아기가 환경에 적응하려하는 기질을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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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신생아 간호에 있어 중추신경계의 통합 사정시, 청각과 시각적인 능력은 환

경적 자극을 처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되고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하며 

간호사는 아기에게 시각과 청각적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Blackburn, 1982). 

Brazelton은 신생아가 능력이 있고 매우 복잡한 기능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가정하에 자율 신경계, 동작, 상태, 사회성-주의 집중 능력을 기술하고 신생아

기 동안 잘 통합하는 지를 알 수 있는 NBAS(Neonatal Behavioral 

Assessment Scale)을 개발하 으며 신생아 시기에 브레즐튼 신생아 행동평가

법을 평가함으로써 신생아가 진통, 분만, 자궁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련

의 과정을 엿볼 수 있으며, 모체의 자궁 속에서 형성된 행동과 타고난 성격을 

알 수 있다(신 희, 1999). 그 중 아기의 사회성 상호작용인 무생물성 시각적 

자극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생물성 청각적 자극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용

해 간호사는 시각 및 청각적 자극에 대한 신생아의 반응을 유도해 낼 수 있

다. 

이는 신생아의 감각 능력 사정 방법일 뿐 아니라 신경학적 문제의 발견 기

회가 되며 산모에게 신생아의 시각, 청각 능력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신생아기의 상태는 태아기의 발육정도와 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기와 

엄마의 상호작용의 기본개념인 애착이 태내환경조성에 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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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부 태아 애착

임신은 여성들의 일생에 있어서 정상적인 생리변화과정의 일부로 이 과정을 

통해 신체적 변화 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Lederman, 1984), 신체적으로는 생식기계, 혈액, 순환기계, 치아, 외피, 근골격

계, 대사작용, 호르몬 분비 등의 생리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는 

태아, 임부 자신의 건강 염려, 분만에 대한 두려움, 배우자 및 기타 가족과의 

인간관계와 역할변화, 외모의 변화, 가사 및 일상생활의 제한, 약물복용, 남아

선호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최연순 등, 1989). 이러한 변화가 야기

되는  임신이라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동안 임부는 복잡한 양가감정을 가지게 

되며 개인적 존재가 부모로 전환되는 시기이며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경험

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발생하는 일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시

기이다(김혜숙, 1993).

임부는 계획된 임신인 경우 임신자체를 수용하며,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에 비하여 임신으로 담배를 끊고, 초기에 산전

간호를 받으며, 태아의 건강을 위한 행위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Theodore, 

Grossman, 1990)의 건강행위에 향을 미치며 임부 태아 애착의 과정에도 용

이한 적응을 보인다. 

애착이란 두 개체 사이에 일정기간 동안의 상호자극과 반응을 통하여 형성

되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되며, 사람을 접한 관계로 묶어주는 강한 애정

적 유대감이다(Bowlby, 1969). 임부태아애착은 임신기간에 임부가 태아에 대

하여 갖는 정서적 유대감으로서 표현되는 행위로 측정될 수 있다(장순복,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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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순, 박소미, 전은미, 1991).

모아 애착은 어머니와 아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달되는 것으로서 여러 동

물마다 각인되는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90), 이때 

형성된 애착은 원한 흔적으로 남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의 성공이나 실패는 

어머니로서의 양육 능력을 원히 결정짓는 결과를 초래한다(Tulman, 1981). 

모아 상호작용의 주요개념으로 일반화시킨 애착은 출생 즉시 자연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신사실을 알게되는 순간부터 태아에 대한 현실감과 환

상 속에서 역동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건들의 결과로 시작되어 형성되고, 임신 

출산 전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복잡하고도 지속적인 과정이며

(Cranley, 1981), 애착은 임부에게 신생아 양육의 원동력이 되고 아기에게 정

신적, 신체적 건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기 , 2000).

 일부 연구자들은 임부-태아 애착 강도가 임부의 건강행위에 향을 준다고 

밝혔으며, 태아가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인간적 존재로서 보호되며 상호관계가 

증진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서는 애착으로 임부 태아간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

관계가 형성되면 임부는 자신이나 태아를 위해 보다 긍정적인 건강행위를 할 

것이며, 산전 임부태아 애착이 높을수록 산후 모아애착도 증가할 것이라고 하

다(Cranley, 1981 ; Gaffney, 1988 ; Muller, 1996).

 임신부가 태아에 대해 애착을 갖는 시기에 대해서 Rubin(1975)은 태아에 대

한 첫 인식은 태아의 움직임에 대한 느낌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인식은 태아를 

한 개체로서 어머니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때가 바로 애착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하 다. Leifer(1977)는 태아에 대한 정서적 애착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에 곧 발달하기 시작해서 태동 발생이후 태아를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며 

임신이 진행되면서 태아애착이 깊어진다고 하 다. 애착행위는 태아에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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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것,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 나무라는 것, 아기에 대해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태아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 배를 눌러 보는 것, 

태아의 움직임을 남편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 다.

 Cranley(1981)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들로부터 모-태아 애착을 임신부가 그들

의 태아와의 상호작용과 애정을 표현하는 행동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임

신 3기에 있는 71명의 임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엄마와 태아와의 관

계에 6가지 속성을 규명하여 모-태아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인 

MFAS(Maternal-Fetal Attachment Scale)를 만들었다. 6가지 항목은 자신의 

태아와의 구별, 태아와 상호작용,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 자기제공, 역할취

득, 보금자리 만들기 등으로 연구한 결과 보금자리 만들기는 제외되고 5가지 

하부척도로만 도구를 완성하 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임신부들에게 적용한 

결과 자기 제공, 자신과 태아와의 구별, 역할취득 순으로 태아애착행위가 높았

으며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연령, 임신횟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유

의한 관계가 없어서 여성의 애착인 일차적으로 임신에 대한 발달과업을 수행

하는 것이지 인구학적 요소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설화 하 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태아애착을 강화시키고,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태아애착이 

높으나, 지각된 스트레스는 태아애착을 방해한다고 결론지었다. 

 임부 태아 애착 측정도구로는 LoBiondo-Wood와 Vito-O'Rourke (1990)이 

개발한 Prenatal Maternal Attachment Scale, 그리고 Muller(1993)가 개발한 

PAI(Prenatal Attachment Inventory)가 있으나,  MFAS가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증명하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다른 도구

들 보다 높다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 이를 이용하 다.    

 박미경과 이 숙(1999)의 연구에서는 133명을 대상으로 연령이 낮은 경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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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없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생활에 만족한 경우 태아애착행위 점

수가 높았으며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태아애착행위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숙과 황란희(1999)의 연구에서는 126명을 대상으로 계획된 임신일 경우 

유의하게 높은 애착점수를 보 으며, 임신부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태아애착행

위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수준의 역상관관계를 보 다.

 임신 3기 임부 150명을 대상으로 임부태아애착의 예측을 조사하기 위한 Hsu

와 Chen(2001)의 연구에서, 임부태아애착은 산전교육참석, 임신기간동안 임부

와 아기의 안전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스트레스로 하위 규정지을 수 

있다고 하 다.  

 Rubin(1984)은 태동에 제공하는 태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임부태아애착

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이론화하 고, Heidrich와 Cranley(1989)는 

양수검사를 경험한 임부들을 조사하여, 검사결과가 정상이라고 증명된 후에 

임부태아애착이 증가되었다고 하 다.

 임신 3기의 임부들 339명을 조사한 Fuller(1993)의 연구에서, 임신기간내 건

강관리 요원들에 의한 긍정적 가족 지지가 임부태아 애착의 질을 잠재적으로 

증진시킨다고 한다. 

MFAS로 측정한 김현옥(1991)의 연구에서 초음파를 통하여 태아형태를 확인

한 임신부는 초음파 검진을 하지 않은 임신부보다 태아애착행위가 더 많았으

며, 95명의 임부를 대상으로한 박주현(2001)의 연구에서도 초음파 상을 통해 

임부태아애착이 증가되었으며 임부태아애착과 자가간호와는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 다. 

 임부태아애착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며, 임부의 건강행위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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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도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임부태아애착이 높을수록 임부의 자가산

전건강관리에 더 관심을 갖게되고 실행율도 높다. 

 

 이처럼 임부태아애착은 임부 뿐 아니라 태아를 위한 산전 건강행위를 증진시

킬 수 있으며 태아기에 있어 전반적인 발달 및 감각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는 곧 신생아의 감각발달과도 계속되어지며, 임부태아애착이 

산모의 아기의 건강관리의 핵심개념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이 

고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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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부 태아 애착과 신생아 시각, 청각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조

사연구로 설계되었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3년  3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한개의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생후 3일 이내의 모아 40쌍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산모에게 구두 승낙을 받았으며, 혼돈 변수를 배재하

기 위하여 조산, 임신성 고혈압, 태반조기박리, 패혈증, 태아호흡곤란등 등의 

합병증과 5분 Apgar 점수 중 7점 미만인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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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1) 임부 태아 애착

  Cranley(1981)가 개발한 Maternal-fetal attachmentscale(MFAS)를 박주현

(2001)이 번안, 수정한 총 23 문항을 사용했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 4점, “자주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그렇

지 않다” 1점의 척도에 의해 측정되어 총 측정점수는 23-92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부-태아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anley의 MFAS는 5가지 

하위 역으로 구성되는데, 자신과 태아의 구별(3문항), 태아와 상호작용(4문

항), 태아의 특성과 의도의 추측(6문항), 자기제공(6문항), 역할 취득(4문항)이

다.

도구의 신뢰도는 Cranley(1981)의 연구에서는 .85, 박주현(2001)의 연구에서

는 .91,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 신생아 시각

 

 이 검사는 신생아가 물체를 보고 따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Brazelton 

신생아 행동평가법(신 희, 1999) 중 사회성 상호작용을 검사하는 항목 중 무

생물성 시각적 자극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검사방법을 사용하 다.

검사자가 의자에 앉아 아기를 무릎에 45。각도로 올려놓고 한 손으로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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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cm 크기의 빨간 공을 잡고 한 손으로는 아기의 목 뒤를 잡는다. 아기를 

마주한 위치에서 공을 아기 눈에서 25-30cm 높은 곳에서 든다. 공을 아기 눈 

앞에서 약간 흔들어주면 아기가 공을 본다. 그런 다음 공을 천천히 부드럽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공이 아기 눈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아기가 눈으로 공을 따라오도록 한다. 이 검사는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

에 좌우범위는 아기의 눈과 머리가 60。까지 따라오면 그 다음에는 공을 위

로(수직으로) 움직여서 아기의 눈과 머리가 따라오는지를 본다. 한번만에 아

기가 잘 따라오면 아기가 180。까지 따라오는지 본다. 검사하는 동안 검사자

는 말을 하지 말고 아기에게 검사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유지한다. 

 본 실험의 환경적 조건은 신생아실 실내를 약간 어둡게 하고, 검사자 한명

만이 있는 조용한 상태에서 실내 온도는 섭씨 24-26도, 습도 60%에서 실시

하 으며 부모가 불참한 가운데에서 실시하며 아기가 민활한 상태인 수유 1

시간전에 실시하 으며 다음과 같은 상태에 따라 1-9점으로 측정하 다.

 

1점. 자극은 줬을 때 자극에 주목하지도 따라오지도 않는다.

2점. 자극을 줬을 때 가만히 있고 얼굴이 환해진다.

3점. 자극을 줬을 때 가만히 있다가 자극에 눈을 고정한다. 잠시 자극을 따라

오지만 자발적인 흥미가 거의 없다.

4점. 자극을 줬을 때 가만히 있다가 자극에 눈을 고정한다. 자극을 30°정도 

따라온다. 몸의 움직임이 부드럽지 못하다(jerky).

5점. 자극을 줬을 때 자극에 집중하고 수평으로 30°까지 따라온다. 움직임이 

부드럽다. 잠시 자극을 놓쳤다가 다시 찾는다.

6점. 아기의 눈과 머리가 자극을 따라 양쪽으로 각각 30°까지 따라간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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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 움직임이 부드럽다.

7점. 아기의 눈과 머리가 자극을 따라 수평으로 60°까지 따라온다. 아주 짧

게 수직으로도 따라간다. 움직임이 연속성이 있고, 가끔씩 자극을 놓친다. 

자극을 따라 머리가 돌아간다.

8점. 아기의 머리와 눈이 수평으로 60°따라오고 수직으로 30°따라온다.

9점. 아기가 자극에 주목하고 머리가 부드럽게 그리고 연속성 있게 수평과 

수직으로 따라온다. 수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18

0°까지 따라온다.

3) 신생아의 청각

 

 이 검사는 Brazelton 신생아 행동평가법(신 희, 1999) 중 사회성 상호작용

을 검사하는 항목 중 생물성 청각적 자극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검사방법을 

사용하 다.

 검사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하면서 아기 귀에 10cm정도의 위치에서 부드

러운 목소리로 “아가야”를 불 다. 소리의 크기는 폐된 실험실에서

 aerophone Ⅱ model 6800(CSL: Computerized Speech Lab model 4300B)로 

측정시 65.45dB(52.26-66.81dB)이었고 아기의 관심을 얻되 자극에 대해 습관

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소리 크기와 고저장단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아기가 소리나는 곳이 어딘지를 알면 머리를 소리나는 쪽으로 돌린다. 

양쪽 귀에 각각 같은 자극을 주며, 아기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다음번 

수유 한 시간 전에 다시 한번 시도하여 더 높은 점수를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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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의 환경적 조건은 신생아실 실내를 약간 어둡게 하고, 검사자 한명

만이 있는 일반적인 조용한 평상시 환경이되 외부로부터 소음관련 자극이 없

도록 유지하 다. 실내 온도는 섭씨 24-26도, 습도 60%에서 실시하 으며 부

모가 불참한 가운데 아기가 민활한 상태인 수유 1시간전에 실시하 으며 다

음과 같은 상태에 따라 1-9점으로 측정하 다.

 

1점. 아무 반응이 없다.

2점. 호흡이 변하고 눈만 깜박인다.

3점. 전반적으로 조용하다. 눈을 깜박이고 호흡이 변하며 머리를 소리나는 쪽

으로 돌리지만 눈은 감은 상태이다.

4점. 조용하고 표정이 밝지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지는 않는다.

5점. 눈이 소리나는 쪽으로 움직이고 머리도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간다.

6점. 민활하고 눈이 소리나는 쪽으로 움직이며 머리도 소리나는 쪽으로 움직

인다.

7점. 민활하고 머리가 소리나는 쪽으로 움직이고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다

가 소리나는 곳을 찾아서 쳐다본다(최소한 한번).

8점. 민활하고 소리를 찾아서 머리가 돌아가고, 눈이 소리나는 곳을 찾는다(4

번 중에 3번은 소리나는 곳을 찾는다).

9점. 민활한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 머리를 돌리고 눈이 소리나는 곳을 찾는

다. 소리 날 때마다 성공적으로 찾는다(4번 중에 4번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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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연구절차의 실행가능성을 사정하고 연구설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 2월 10

일부터 3월 3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 다. 10명의 예비조사 결과, 신생아의 

시각정도 측정시 처음 초점 맞추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청각정도 사정

시 처음 불 을 때 반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양함과 일률적 시간 제한 

방법이 타당하지 않음을 발견하 고 신생아로부터 반응이 유도되는 시간은 시

각 평균 5.63초(0-18초), 청각 평균 1.15초(0-7초)이었다.

 대상자는 산모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구두로 동의한 산모에 한

하 으며, 일반적인 사항과 임부태아애착에 대한 설문지는 의무기록 참조와 

분만 24-72시간 이내에 연구자가 직접 물어보았으며, 소요시간은 대략 20분이

었다.  신생아의 시각과 청각적 반응에 대한 자료수집은 출생 24-72시간 이내

에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 으며 방안 온도는 22-26°C에서 실시하 으며 약

간 어둡고 조용한 상태에서 부모가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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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임부태아애착, 신생아의 

시각과 청각의 반응점수는 서술적 통계로 처리하 다. 임부태아애착과 신생아

의 시각과 청각 반응 점수는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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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연구 결과 

산모의 연령은 17세에서 39세(M=27.53세, ±5.73)사이의 고졸이상 전업주부

로가 과반수 고 월수입은 평균 151-200만원이었다. 산모의 47.5%가 제왕절개

술로 분만하 으며, 기혼산모가 67.5% 으며, 초음파를 이용해 태아를 확인한 

경험이 있는 산모는 97.5% 고, 임신 기간 중에 자주나 항상 소음에 노출되었

다고 생각되는 산모는 30% 다. 임신의도 점수는 0-5점 중 평균 2.60(±1.96)

점이었다. 

신생아의 일반적 특성은 남아 42.5%, 여아 57.5% 으며, 생후 1-3일된 아기

다. 체중은 평균 3361g(±430.80g)이었으며, 최저 2570g에서 최고 4280g이었

고, 제태기간은 평균 39.37주(±1.1267주) 다. 출생 순위는 첫째인 경우 62.5%

으며, 엄마와 1회 이상 면회한 경우가 70% 고,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가 

6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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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산모의 일반적 특성                                n=40

    특성                     인수                      %

 

산모연령(평균)            27.53(±5.73)                17-39

결혼유무         

  유                       23                         67.5

  무                       17                         32.5

학력 

  무학                      1                          2.5

  중졸                      6                         15.0 

  고등졸                   22                         55.0

  전문대졸                  6                         15.0

  대졸이상                  5                         12.5

종교

  기독교                   15                         37.5

  불교                      2                          5.0   

  천주교                    3                          7.5

  없음                     20                         50.0

임신중 취업

  취업                     34                          85.0

  미취업                    6                          15.0

임신중 초음파 태아 확인

  유                       39                          97.5

  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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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인수                          %

  월수입

    100만원이하             7                         17.5

    101-150만원             7                         17.5

    150-200만원             6                         15.0

    201-250만원             7                         17.5

    250만원이상            10                         25.0

    없음                    3                          7.5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8                         20.0

   남편과의 문제            1                          2.5

   시댁과의 문제            3                          7.5

   임신관련 건강 문제       5                         12.5

   없음                    20                         50.0

   기타                     3                          7.5

주관적 소음노출정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        5                         12.5 

  거의 그렇지 않았다       14                         35.0

  가끔 그랬다               9                         22.5 

  자주 그랬다              10                         25.0

  항상 그랬다               2                          5.0

소리자극

  유                       27                         67.5

  무                       13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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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신생아의 일반적 특성                     n=40

                                               

      특성                인수                       %

 성별

    남아                   17                         42.5

    여아                   23                         40.0

  출생방법

    자연분만               19                         47.5

    제왕절개               19                         47.5

    흡입분만                2                          5.0

  출생순위

    첫째                   25                         62.5

    둘째                   10                         25.0

    셋째                    5                         12.5

  평균제태기간(주)          39.3(1.12)                  37.1-41.1

  평균 출생시 체중(g)     3361.25(430.8)              2570-4280  

  평균 두위(cm)            34.31(1.63)                 30.5-37.3  

  아프가 1분                 8.6(0.71)                   6-9

  아프가 5분                 9.63(0.63)                  2-8

  면회횟수

    없음                    12                         30.0

    1회                      3                          7.5

    3회이상                 25                         62.5

  모유수유횟수

    없음                    14                         35.0

    3회이상                 26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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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임부태아애착과 신생아의 시각, 청각의 관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다. 구체적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모의 임부태아애착 정도를 파악한다.

 임부태아애착 정도는 가능점수 23-92점 중  53.25-65.50으로 총 평균평점은 

63.83점(±15.05)이었다.

2) 신생아의 시각정도를 파악한다.

 

신생아의 시각정도는 1-9점 중 1-8점으로 평균 4.78점(±1.64)이었다.

빨간공을 아기 눈 앞에서 움직임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소요되는 시간범위는 

0-18초로 평균 5.63(±1.64)초가 소요되었다.  

3) 신생아의 청각정도를 파악한다.

 신생아의 청각정도는 1-9점 중 4-9점으로 평균 5.75점(±1.45)이었다.

아기를 불 을 때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범위는 0-7초로 평균 1.15초(±1.81)

초가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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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부태아애착과 시각정도의 관계를 규명한다.

 임부태아애착과 신생아 시각정도와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임부태아애

착과 신생아의 시각정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r=0.454, p=.003).

 

5) 임부태아애착과 청각정도의 관계를 규명한다.  

 임부태아애착과 신생아 청각정도와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임부태아애착

과 신생아의 청각정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r=0.402, p=.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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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임부태아애착과 신생아 시각, 청각 정도                  n=40

                                                              

 

<표 4> 임부태아애착 하위속성과 신생아 시각, 청각정도           n=40

                                                             

                                              

                                                

  

  

       항목                               시각정도                 청각정도

     임부태아애착                     r= .454＊  p= .003     r= .402＊   p= .010

       항목                               시각정도                 청각정도

   태아와 상호작용                    r= .399＊  p= .011     r= .301     p= .059

   태아와의 구별                      r= .364＊  p= .021     r= .436＊   p= .005

      역할취득                        r= .268    p= .094     r= .172     p= .288

 태아의 특성과 의도추측               r= .468＊   p= .002    r= .466＊   p= .002

      자기제공                        r= .397＊   p= .011    r= .375＊    p=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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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논의

 

 본 연구는 임신시 임부태아애착과 생후 24-72시간내의 신생아의 시각, 청각

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임부태아애착이 신생아의 감각발달에 향을 

미치는 임부의 자가 건강행위의 주요 개념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

이다. 

 임부태아애착은 평균 63.83점(±15.05)으로 박주현(2001)의 연구인 69.90점(±

11.52)보다 낮았는데 이는 미혼모군이 32.5%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임부태아애착은 임신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 .611, P= .000), 

총 13명인 미혼모군의 임부태아애착평균은 49.15점(±10.78)이었으며 이는 기

혼모군의 평균점수인 70.98점(±11.2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임부 태아 애착의 5가지 하부 항목으로 나누어 보면, 태아의 특성과 의도를 

추측하는 항목이 신생아의 시각과 청각에 가장 상관이 있었으며, 임부의 역할

취득 항목은 시각과 청각에 낮은 상관관계를 보 다. 이는 임부들이 태아가 

느끼고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태아의 감

각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신생아의 시각정도는 평균 4.78점(±1.64)로 측정되었으며 기혼산모의 신생아

의 경우 시각정도는 평균 5.15점(±1.75)이었으며, 미혼산모의 신생아의 경우 

평균 4.00점(±1.08)로 1.15점 정도 낮았다.

 청각정도는 평균 5.75점(±1.45) 으나, 기혼산모의 신생아의 경우 평균 5.96

점(±1.40)이었으며 미혼산모의 신생아의 경우 평균 5.31점(±1.49)이었다. 

 임혜경(1998)의 연구에서 Brazelton 신생아 행동특성 점수 중 사회적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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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점수가 평균 6.37점(±0.72)이었으며, 신 희(1999)이 연구에서는 무생물 

시각자극 점수가 평균 5.53점(±2.31)과 생물 청각 자극 점수가 평균 5.23점(±

1.61)이었다.

 이는 임부태아애착이 자가간호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박주현의 연구와 

사회적, 정신적으로 민활한 관계를 가지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직장여성의 

아기들이 태중 학습을 통해 주의집중 점수가 높았다는 신 희(1999)의 연구에 

비추어 볼때, 임부의 건강관리의 핵심개념이 될 수 있는 임부태아애착이 태아

에게 향을 미쳐 신생아의 시각과 청각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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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임부태아애착이 신생아의 시각과 청각정도 발달에 긍정적인 향

을 미칠 것을 밝힘으로써 임부태아애착을 신생아를 위한 산전간호 관리의 중

재로 개발하기 위한 정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기간은 2003년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고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1개의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생후 3일 이내의 모아 40쌍을 대상으로 했

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산모에게 구두 승낙을 받았으며, 혼돈 변수를 배재

하기 위하여 조산, 임신성 고혈압, 태반조기박리, 패혈증, 태아호흡곤란등 등의 

합병증과 5분 아프가 점수 중 7점 미만인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임부태아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로는 Cranley(1981)이 개발한 

MFAS(Maternal Fetal Attachment Scale)를 박주현(2001)이 번안, 수정한 것

을 사용하 고, 신생아의 시각과 청각 정도 측정에는 Brazelton의 신생아 행동 

평가법 중 사회성 상호작용 항목 중 무생물적 시각적 자극과 생물적 청각적 

자극에 대한 관찰법을 사용하 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서술적 통

계를 하 고, 임부태아애착과 신생아의 시각과 청각 정도의 상관관계 검증은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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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모의 임부태아애착 정도는 53.25-65.50으로 총 평균평점은 63.83점(±    

    15.05)이었다.

 2) 신생아의 시각정도는 1-8점으로 평균 4.78점(±1.64)이었다.

 

 3) 신생아의 청각정도는 4-9점으로 평균 5.75점(±1.45)이었다.

 

 4) 임부태아애착과 신생아의 시각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r=0.454,  

    p=.003).

 

5) 임부태아애착과 신생아의 청각정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r=0.402,  

    p=.010).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임부태아애착이 신생아의 시각, 청각과 경

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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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대상자를 상대로 하여 본 연

구와 동일한 연구설계로 본 연구의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반복연구를 제

언한다.

2) 산전교실에 참석한 산모들과 참석여부에 따른 신생아들의 시각과 청각 정

도를 규명하는 연구와 임부태아애착과 신생아의 전반적인 발달정도를 확인하

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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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일반적 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 해주세요.

1. 귀하의 최종 학력은 ?

  ① 초등졸    ② 중졸    ③ 고등졸   ④ 전문대졸   ⑤ 대졸이상   

  ⑥ 무학

2.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천도교     ⑤ 기타     ⑥ 없음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임신과 분만을 축하드립니다.

 신생아는 사실상 보거나 듣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

생아가 얼마나, 어떻게 보고 듣는지에 대하여 엄마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 보다 적

절하게 아기를 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생아실 간호사로서 저는 산모들에게 보다 신생아의 시각, 청각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귀하의 아기가 나타나는 시각, 청각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또 이와 관

련 될 수도   있는 태아 애착과 태교에 관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에만 이용될 것이며 절대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겠습니다. 번거우시더라도 귀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 최보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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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직업은?  (                  )

4. 결혼하셨다면, 결혼기간은?  (        년       개월 )

 

5. 가계 월수입은 얼마정도 입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150만원         ③ 151-200만원  

  ④ 201-250만원          ⑤ 251만원 이상        ⑥ 없음

6. 최근에 생활상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문제 (  )  남편과의 관계 (  )  시댁과의 관계 (  ) 

   임신관련 건강문제 (  )  임신외 건강문제 (  )  없음 (  ) 기타 (  )

 

9. 초음파 검진을 통해 현재 임신 된 태아의 형태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10. 임신기간 중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거의 그렇지 않았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랬다   

   …항상 그랬다  

11. 임신기간 중 태아를 향해 소리자극(음악듣기, 대화하기, 좋은  읽기)등을 

주었습니까?

                                        예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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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부 - 태아 애착 >

 임신 기간 중에 귀하께서 경험할 수 있던 내용으로서 옳거나 틀린 답은 없습

니다. 귀하의 느낌의 정도에 따라서 해당란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주   가끔  그렇지

                                      그랬다  그랬다  그랬다  않았다    

나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이야기했다        ......    ......    ......    ......  

나는 임신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경험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    ......    ......    ...... 

나는 뱃속에서 아기가 놀 때 기분이 좋았다    ......    ......    ......    ......  

나는 아기에게 젖먹이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    ......    ......    ......  

나는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다     ......    ......    ......    ...... 

나는 아기가 배 안에서 잘 지내리라고 

 생각했다                                   ......    ......    ......    ......  

나는 뱃속에 있는 태아를 “아가”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곤 했다                     ......    ......    ......    ......

나는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    ......    ......    ......  

나는 아기가 움직이는 양상을 보고 아기의 

 성격에 대하여 추측했다                     ......    ......    ......    ......  

나는 이번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놓았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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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했었다       ......    ......    ......    ......  

나는 뱃속에 있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 

 노력했었다                                 ......    ......    ......    ......  

나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    ......    ......    ......  

나는 아기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        ......    ......    ......    ...... 

나는 아기가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겼다        ......    ......    ......    ...... 

나는 아기가 움직일 때 나에게 무엇인가 

 말하는 것처럼 느꼈다                      ......    ......    ......    ...... 

나는 아기를 놀게 하기 위해 배를 눌러

 보거나 쓰다듬어 보곤 했다                  ......    ......    ......    ......  

나는 아기를 낳아 안아 보고 싶었다          ......    ......    ......    ...... 

나는 아기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    ......    ......    ...... 

나는 아기가 움직일 때 배를 쓰다듬어 줬다    ......    ......    ......    ...... 

나는 임신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    ......    ......    ......  

나는 임신된 나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    ......    ......    ...... 

나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육류 및 채소 등의 음식물을 신경써서 먹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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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의도 측정도구 >

다음은 귀하께서 이번 임신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 이번 임신과 관련되어 해당되는 곳에 ∨표로 표시해 주세요.

1. 이번 임신은 원했던 임신이었다.                        아니다 … 그렇다

2. 이번 임신은 계획된 임신이었다.                    아니다 … 그렇다     

3. 이번 임신은 남편(섹스 파트너)과 사전 동의하 다.      아니다 … 그렇다

4. 이번 임신에 유산을 고려한 적이 있다.                  아니다 … 그렇다 

5. 이번 임신이 지속되기를 바랬다.                     아니다 …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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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진 1> 무생물적 시각적 자극시 반응 사진

       



- 55 -

 

           <사진 2> 생물적 청각적 자극시 반응 사진

              



- 56 -

ABSTRACT

Association of Maternal Fetal Attachment with 

Newborn's Visual and Auditory Senses

Choi, Bo-Hyun

Dept. of Nursing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identify an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fetal attachment and the visual and auditory senses of the newborn. 

It is a retrospective study conducted from March 13 to May 21, 2003 to 

40 pairs of normal mother and baby in 24-72 hours after delivery in a 

general hospital located in Seoul.

Data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collected by 

menas of a survey and medical record reviews. The mothers completed the 

self-report of Cranley's (1981) MFAS. Visual and auditory senses of the 

newborn were measured based on the orientations to visual object 

stimulations and biological auditory stimulations in the Brazelton Neonatal 

Behavioral Assessment Scale (1995). The data were processed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 shows that maternal fetal attachment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newborn's visual (r=.454, p=003) and auditory (r=.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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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01) senses. It is concluded that maternal fetal attachment increases the 

visual and auditory senses of the newborn. It is recommended that 

follow-up studied be conducted to bigger population and in comparison 

between the babies in 3 days and 28 days after birth. 

 Key words : Maternal Fetal Attachment, Newborn's Visual and Auditory  

               S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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