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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등의 접촉이 근육주사를 투여 받는 흰쥐의 초음파발성과
Rat Grimace Scale에 미치는 효과
이정옥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Effects of Neck and Back Touch on Ultrasonic Vocalization and the Rat Grimace Scale in Rats
Receiving Intramuscular Injections
Jung Ok Lee
College of Nursing, Jesus University, Jeonju, Korea

Purpose: To determine the effects of neck and back touch on Ultrasonic Vocalization (UV) and the Rat Grimace Scale (RGS) in rats
touched by the human hand as an intervention for reducing pain and anxiety associated with intramuscular injections. Methods:
This study was a randomized, controlled, pre-test/post-test design study. Twenty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or control groups (n= 10 rats/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touched in a manner similar to massaging the
rat’s neck and back twice a day for one week. The two groups received two intramuscular injections. The 22kHz and 50kHz UV and
the RGS score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each intramuscular injection. Results: The 22kHz UV and RGS scor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ontrol group than in the experimental group when the first intramuscular injection was administered; whereas, no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s were observed when the second intramuscular injection was administered.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50kHz UV between the two groups when the first and second injections were administered.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touching was an effective intervention method to reduce negative emotions and pain in
rats receiving their first intramuscular injection.
Key Words: Touch; Animal Vocalization; Intramuscular Injections; Pain
국문주요어: 접촉, 초음파발성, 근육주사, 통증

서 론

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근육주사는 주사부위 근육에 바늘을
삽입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므로 기계적 자극에

1. 연구의 필요성

의한 통증 발생이 필연적이며, 특히 소아병동에 입원 중인 아동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근육주사

게 주사통증은 병원입원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두

를 통해 약물을 투여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근육주사로

려움과 공포,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1].

인한 통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근육주사를 두려움과 통증을 유발

근육주사는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는 일반적인 간호활동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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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간호사는 근육주사로 인해 발생되는 통증과 부정적인 반응을 감

구분한다. 쥐가 싫어하거나 두려운 상황을 겪으면 22 kHz의 초음파

소시키기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하나 보통은 환자나 보호

를 내고, 놀이를 하거나 즐거움을 가질 때에는 50 kHz의 초음파를 내

자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두려움과 통증에 대해 이미 각오하고 있거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4]. 또한 Rat Grimace Scale (RGS)은 실험쥐

나 의료인 또한 치료과정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에

에서 4가지 항목을 포함한 얼굴표정으로 통증을 정확하고 빠르게

대해 간과하기 쉬운 실정이다[2]. 따라서 간호사의 일반적인 간호활

평가하는 신뢰도가 높은 방법으로 최근 연구에서 사용되어지고 있

동인 근육주사 투여 시 간과되고 있는 대상자에의 부정적인 반응

다[15].

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간호중재방법이
필요하다.
한편, 접촉은 일생을 영위하면서 많은 방법, 많은 의미로 우리의
생활의 일부를 지배하는 개념이다. 접촉은 태아 때부터 가장 빠르

이에 본 연구는 근육주사 시 경험하는 불안과 통증을 감소시키
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쥐에게 목과 등 부위 접촉을 제공한 후 쥐의
초음파 발성과 RGS를 측정하여 접촉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
도되었다.

게 발달되는 감각으로 출생 후 어머니와 최초로 의사소통도 접촉
을 통해 이루어지며 접촉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른 이와의 사랑과

2. 연구의 목적

신뢰를 배우기 시작한다. 간호에서의 접촉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본 연구는 근육주사를 투여 받는 흰쥐에게 목과 등 부위 접촉을

돌봄 행위로 간호사들에게 의사소통, 돌봄, 지지, 공감, 관계형성 뿐

시행하고 초음파발성과 RGS을 측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

아니라 신체적 간호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3,4].

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돌봄 상황에서 접촉은 일반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한 방법
으로서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격려해주며 안정시키는 효과가

1) 1차, 2차 근육투여 전과 후의 22 kHz와 50 kHz 분당 초음파발
성음의 차이를 각각 비교한다.

있고, 감정 이입을 용이하게 하는 간호의 주요 요소이다[5.6]. 간호현

2) 목과 등의 접촉을 실시한 실험군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1

장에서 접촉은 간호사와 환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

차, 2차 근육주사 투여 전과 후 22 kHz와 50 kHz 분당 초음파발성의

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인식보다는 치료적 간호행위에 중점을

차이를 비교한다.

두고 수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3) 1차, 2차 근육투여 전과 후의 RGS의 차이를 각각 비교한다.

성별, 나이, 신체부위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접촉의 경험이 다

4) 목과 등의 접촉을 실시한 실험군과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1

르게 인식 될 수 있다[7,8]. 따라서 접촉이 간호의 영역에서 보편적인

차, 2차 근육주사 투여 전과 후 RGS 차이를 비교한다.

요소이며 간호실무의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

연구 방법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따른다.
피부를 쓰다듬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많은 포유류에게도 즐거
운 감각으로 받아들여진다. 실험쥐는 인간과 같이 지속적으로 부드

1. 연구 설계

럽게 쓰다듬는 것에 반응하는 특정한 형태의 감각뉴런이 있으며,

본 연구는 흰쥐에게 목과 등 부위 접촉을 제공한 후 근육주사 수

이 뉴런은 불안증상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행 시 나타나는 초음파발성과 RGS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있다[9]. Hurst와 West의 연구에 의하면 실험쥐를 이동할 때 표준방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이다.

법으로 대부분 꼬리 끝을 잡아서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장갑 낀 손 위에 쥐를 얹어 놓고 느슨하게 오므려 쥐가 익숙해질 때

2. 연구 대상  

까지 기다리는 조작을 한 쥐는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도 피하지 않

본 연구는 J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규정에

는 등 불안감이 감소함을 보고하였으며[10], Major 등이 발표한 연구

따라 실시하였다(PMCIACUC-12-002). 실험동물은 체중 220-300 g

에 의하면 쥐를 마사지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

의 수컷 Sprague-Dawley 흰쥐를 사용하였다.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린을 감소시키며,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세포의 발달

쥐의 수는 Mead’s resource equation [16]를 이용하여 오차의 자유도

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11].

(error degrees of freedom) 16, 실험간 자유도(treatment degrees of free-

실험쥐는 특정한 상황에 따라 초음파발성을 내어 감정적인 신호

dom) 1, 블록 자유도(block degrees of freedom) 0을 유지하는 데 필요

를 전달하고 중요한 의사소통을 한다. 보통 실험에서는 22 kHz의 낮

한 동물 수는 군당 9마리였으며 약 1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군당

은 주파수의 발성과 50 kHz의 높은 주파수 초음파발성으로 나누어

10마리로 결정한 후 실험군 10마리, 대조군 10마리로 무작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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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실험대상 쥐들은 7일 간의 적응기간을 두었으며 사육실 온

합한 이미지를 각 실험쥐마다 6개까지 선택하여 캡처하였다. 연구

도 22-24˚C와 습도 50%를 유지하고, 일주기리듬을 위해 12시간은

자는 연구의 후광효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택된 이미지에 연구자

밝게 12시간 어둡게 하는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고 동물의 고형사료

만 알 수 있도록 실험군과 대조군을 코드화 한 후 측정자가 선택된

와 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조절하였다.

이미지만을 보고 RGS 점수를 측정하도록 단일맹검법을 이용하였

연구기간 동안 두 군 모두 한 케이지 당 한 마리씩 들어가도록 하

다. RGS 측정 경험이 있는 훈련된 연구원은 이미지를 보고 4가지 얼

였다. 실험처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과 등의 접촉은 연

굴 특징 즉, 안와의 조임(orbital tightening), 코/볼의 편평함(nose/

구원 한 사람이 실시하였으며, 근육주사 투여 또한 연구자가 실험

cheek flattening), 귀의 변화(ear change), 수염의 변화(whisker change)

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에 따라 영역별로 0점은 ‘없음’, 1점은 ‘보통 또는 애매함’, 2점은 ‘분명
함’으로 0점에서 2점까지 점수화하고 RGS 점수는 4개 영역의 평균

3. 연구 도구

점수로 계산하였다[15].

1) 초음파발성

흰쥐의 초음파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동물용 초음파 측정기
(CM16, Avisoft Bioacoustics, Berlin, Germany)를 사용하였다. 초음파

4. 실험 방법
1) 목과 등의 접촉

마이크를 사용하여 10-120 kHz 범위의 주파수를 레코딩 한 후 분석

실험군은 근육주사를 실시하기 전 목과 등의 접촉 중재를 실시

하였다. 레코딩은 외부의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방음 처리된 상자

하여 쥐를 핸들링(handling)하였다. 접촉군의 쥐는 케이지에 있는

에서 측정하였으며, 상자의 모서리 윗부분에 초음파 마이크를 부

상태이거나 또는 한 손으로 감싸듯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마사지하

착하였다. 초음파발성 측정은 모두 준비된 상자에서 한 마리씩 측

듯이 목과 등을 보통 정도의 강도로 손을 이용하여 쓰다듬어 주면

정하였다 초음파발성 측정으로 인한 흰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

서 만져주는 방법으로 접촉을 실시하였다. 흰쥐에게 핸들링은 접촉

기 위하여 방음 처리된 상자는 평소에 머물던 케이지와 같은 크기

의 효과를 연구하는데 주요한 방법 중 하나로[17] 일반적으로 실험

와 형태로 하였으며, 초음파발성의 베이스라인 측정 시 30분간의

동물은 새로운 환경에 순응하는 기간 동안 정규적으로 익숙하고

적응기간을 두고 측정하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

숙련된 방법의 핸들링에 편안하게 반응한다[18]. 핸들링의 효과는

화하였다. 사전 측정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를 시작하기 전

임계시기(critical period)가 있어서 3주간 중 1주째에 가장 효과가 높

시점에서 실시하였으며, 측정을 위해 초음파 측정기 안에서 30분간

았던 연구[19]를 바탕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 일정한 시간에 각 10분

적응한 쥐들에게 10분 동안 베이스라인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사

씩 2회에 걸쳐 1주일 동안 목과 등의 접촉을 실시하였으며, 근육주

후측정은 근육주사 투여를 위해 쥐의 머리를 천으로 감싸고 뒷다

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조군과 동일한 환경에서 중재의

리근육에 근육주사를 위한 자세를 취한 후 투여를 마치고 안정될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접촉을 실시하지 않았다.

때까지의 시간으로 2분 동안 초음파발성을 측정하였다. 초음파발
성은 사전과 사후 각각 22 kHz와 50 kHz 분당 평균 발성 횟수로 계
산하였다.

2) 근육주사

근육주사는 실험군의 경우 목과 등의 접촉 중재를 시작한지 1주
일 후에 3일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2) RGS

케이지에서 목과 등의 접촉 중재 없이 실험군과 동일하게 적응기간

RGS는 쥐의 얼굴표정으로 통증을 평가하는 비 침습적인 도구로

을 가진 후 같은 시기에 실시하였다. 근육주사로 투여되는 약물은

써 동물실험에서 ‘Grimace scale’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약물 자체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투여 용액을 주사용 생리식

평가도구이다[15]. RGS 점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비디오카메라(Pan-

염수로 사용하였으며, 투여 용량은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용량을

asonic HC-V700, Panasonic Canada Inc., Mississauga, Canada)를 이용

제시한 문헌[20,21]에 근거하여 1 cc주사기를 이용하여 0.2 mL를 쥐

하여 준비된 상자에서 한 마리씩 영상을 녹화하였다. 녹화는 훈련

의 뒷다리근육에 주사하였다.

된 연구원이 실시하였으며 사전 측정은 10분 동안 초음파발성 측정
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사후 측정은 근육주사 투여 후 10분 동안 실

5. 자료 분석

시하였다. 녹화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 한 후 windows movie maker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otocinal 등[15]이 제시한 방법으로 RGS에 적

군과 대조군의 종족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 tes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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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 검정은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

2. 두 집단의 사전과 사후 22 kHz 초음파발성 비교  

군의 초음파발성과 RGS점수에 대한 차이는 Mann-Whitney U test

22 kHz의 분당 초음파발성에 대한 전후를 비교한 결과 1차 근육

로, 사전과 사후 시점에 대한 차이검정은 Wilcoxon Signed Rank Test

주사 투여 시 실험군의 분당 초음파발성의 평균은 사전 3.2회, 사후

로 분석하였다.

4.4회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Z = -2.21, p = .027), 대조군도 사전 3.1
회, 사후 6.7회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Z = -2.67, p = .008). 2차 근육
주사 투여 시에는 실험군의 사전 22 kHz 분당 초음파발성이 평균

연구 결과

3.4회, 사후 3.8회로 유의한 차이(Z = -0.67, p = .505)가 없었으나, 대조
군은 사전 3.2회, 사후 6.1회로 사전보다 약 2배의 초음파발성음이

1.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를 Shapiro-Wilk test를 이용하여 정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25, p = .024).

규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못하여 비모수 검정

목과 등의 접촉을 실시한 실험군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1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1차와 2차 근육주사

근육주사 전후 차이에 대한 평균값을 그룹 간 비교한 결과 실험군

투여 전 사전 측정한 22 kHz, 50 kHz 초음파발성과 RGS는 두 집단

보다 대조군에서 22 kHz의 초음파발성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

간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타났다(Z = -2.03, p = .042). 2차 근육주사 투여 시에는 실험군과 대조
군의 22 kHz 분당 초음파발성이 차이(Z = -1.52, p = .128)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Homogeneity of Study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t Pretest(N = 20)
Variable
1st 22 kHz
2nd 22 kHz
1st 50 kHz
2nd 50 kHz
1st RGS score
2nd RGS score

Exp. (n = 10)

Cont. (n = 10)

Mean ± SD

Mean ± SD

3.2 ± 3.23
3.4 ± 3.17
0.5 ± 0.71
0.5 ± 0.97
0.5 ± 0.22
0.6 ± 0.26

3.1 ± 2.81
3.2 ± 2.25
0.6 ± 0.84
0.3 ± 0.48
0.4 ± 0.21
0.5 ± 0.20

Z

p

-0.35
-0.19
-0.17
-0.14
-1.05
-0.40

.730
.848
.863
.888
.296
.691

3. 두 집단의 사전과 사후 50 kHz 초음파발성 비교

50 kHz의 분당 초음파발성은 1차 근육주사 투여 시 실험군은 사
전 평균 0.5회, 사후 평균 0.6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며(Z = -0.42, p = .672), 대조군 또한 사전 평균 0.6회, 사후 평균 0.2회
로 분당 초음파발성 횟수는 감소하였으나 근육주사 전과 후에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Z = -1.36, p = .176). 2차 근육주사 투여 시 50 kHz
의 분당 초음파발성은 사전 평균 0.5회, 사후 평균 0.3회로 유의한

Exp. = Experi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RGS = Rat Grimace Scale.

Table 2. Comparison of 22kHz Ultrasonic Vocalization per Minutes Between Two Groups
Procedure

Group

1st IM

Exp. (n = 10)
Cont. (n = 10)
Exp. (n = 10)
Cont. (n = 10)

2nd IM

Pre

Post

Mean ± SD

Mean ± SD

3.2 ± 3.23
3.1 ± 2.81
3.4 ± 3.17
3.2 ± 2.25

4.4 ± 2.80
6.7 ± 2.83
3.8 ± 3.26
6.1 ± 2.19

(N = 20)

Z

p

-2.21
-2.67
-0.67
-2.25

.027
.008
.505
.024

Post-Pre
Mean ± SD
1.20 ± 1.40
3.60 ± 2.80
0.35 ± 2.00
2.85 ± 3.16

Z*

p

-2.03

.042

-1.52

.128

IM = Intramuscular Injection;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Mann-Whitney U test.								

Table 3. Comparison of 50 kHz Ultrasonic Vocalization per Minutes Between Two Groups
Procedure

Group

1st IM

Exp. (n = 10)
Cont. (n = 10)
Exp. (n = 10)
Cont. (n = 10)

2nd IM

Pre

Post

Mean ± SD

Mean ± SD

0.5 ± .71
0.6 ± .84
0.5 ± .97
0.3 ± .48

0.6 ± .62
0.2 ± .35
0.3 ± .42
0.4 ± .47

(N = 20)

Z

p

-0.42
-1.36
-0.27
-0.14

.672
.176
.785
.888

Post-Pre
Mean ± SD
0.55 ± 0.83
-0.40 ± 0.87
-0.20 ± 1.11
0.05 ± 0.69

Z*

p

-0.93

.352

-0.2

.839

IM = Intramuscular Injection;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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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RGS score between Two Groups
Procedure

Group

1st IM

Exp. (n = 10)
Cont. (n = 10)
Exp. (n = 10)
Cont. (n = 10)

2nd IM

Pre

Post

Mean ± SD

Mean ± SD

0.5 ± .22
0.4 ± .21
0.6 ± .26
0.5 ± .20

0.7 ± .34
0.8 ± .33
0.8 ± .30
1.0 ± .28

(N= 20)
Z
-1.65
-2.56
-2.33
-2.54

p
.099
.011
.020
.011

Post-Pre
Mean ± SD
0.20 ± .31
0.40 ± .34
0.23 ± .18
0.53 ± .38

Z*

p

-0.99

.048

-1.98

.325

RGS = Rat Grimace Scale.; IM = Intramuscular Injection;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Mann-Whitney U test.								

차이가 없었으며(Z = -0.27, p = .785), 대조군에서도 사전 평균 0.3회,
사후 평균 0.4회로 근육주사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Z = -0.14, p = .888).

기 위해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이다.
흰쥐의 22 kHz 초음파발성은 고통과 관련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발성음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연

실험군과 대조군의 1차 근육주사 투여 시 50 kHz의 분당 초음파

구 결과 1차 근육주사 시 목과 등 부위 접촉을 실시한 실험군과 실

발성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사후 발성이 사전보다 약간 증가하였

시하지 않은 대조군 모두 근육주사 전보다 후에 22 kHz 초음파발성

고 대조군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이 증가하였다. 근육주사 전후 22 kHz의 초음파발성이 증가한 것은

았다(Z = -0.93, p = .352). 2차 근육주사 투여 시에는 실험군과 대조군

근육주사 투여를 위해 낮선 환경에서 머리를 감싸고 약물을 투여

의 50 kHz 분당 초음파발성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 =

하는 과정이 흰쥐에게는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환경으로 22 kHz의

-0.20, p = .839) (Table 3).

발성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23]에서도 친숙하
지 않은 환경에서 인간이 부드럽게 목이나 척추를 손으로 다루는

4. 두 집단의 사전과 사후 RGS점수 비교

것은 22 kHz의 초음파발성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동물

흰쥐의 통증을 평가하기 위하여 근육주사 전과 후에 RGS점수를

실험연구에서 흰쥐를 다룰 때 수술이나 실험을 위한 근육주사 투

비교한 결과 1차 근육주사 투여 시 실험군의 RGS점수는 사전 0.5

여에 있어서 낯선 환경에서 의례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왔으며, 이러

점, 사후 0.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Z = -1.65 p = .099), 대조

한 과정이 흰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는 판단 없이 시행되

군은 사전 0.4점, 사후 0.8점으로 유의하게 RGS점수가 증가하였다

어져 왔다. 근육주사와 같은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서 흰쥐에서 뿐

(Z = -2.56, p = .011). 흰쥐의 2차 근육주사 투여 시 RGS의 사전·사후

만 아니라 인간을 간호함에 있어서도 익숙한 환경의 제공이나 친숙

점수는 사전 0.6점, 사후 0.8점으로 사후에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한 방법의 적용 등과 같이 대상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기

(Z = -2.33, p = .020), 대조군의 RGS점수도 사전 0.5점, 사후 1.0점으로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목과 등의 접촉을 실시한

유의하게 높아졌다(Z = -2.54, p = .011).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22 kHz 초음파발성이 적은 것으로

목과 등의 접촉을 실시한 실험군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1차

보아 마사지하듯이 목과 등을 쓰다듬는 접촉은 근육주사와 같은

근육주사 투여 시 RGS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불안이나 고통을 감소시키는 데에

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 = -0.99, p = .048). 2차 근육주사 투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쥐를 마사지하는 것이 스트

여 시에는 목과 등의 접촉을 실시한 실험군과 실시하지 않은 대조

레스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보

군의 RGS점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 = -1.98, p = .325)

고[11]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Table 4).

2차 근육주사 시 실험군과 대조군의 22 kHz 초음파발성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실험군의 경우 근육주사

논 의

전과 후에 발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목과 등의 접촉을 실시
하지 않은 대조군은 근육주사 후 유의하게 22 kHz 초음파 발성이

본 연구는 근육주사 시 경험하는 통증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

증가하였다. 이는 대조군의 경우 근육주사를 반복 투여 때 22 kHz

한 중재방안으로 목과 등의 접촉을 흰쥐에게 적용한 후 근육주사

초음파 발성을 약 2배 증가하는 반면 실험군은 1차에서보다 2차에

투여 전후에 초음파발성과 RGS를 측정하여 접촉의 효과를 규명하

서 전후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목과 등의 접촉을 실시한 흰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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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주사와 같은 스트레스의 상황을 접촉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

시킨다고 보고하였다[28].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보다 훨씬 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판단된다.

서도 개심술환자를 대상으로 느린 등 마사지를 적용한 돌봄접촉이

한편, 흰쥐의 50 kHz의 초음파발성은 보통 놀이를 하거나 즐거움

불안, 혈압, 맥박수를 감소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

을 가질 때 나타나는 발성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13,24]. 본

다고 보고하였으며[29],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돌봄 접촉 시에 비기

연구에서 목과 등의 접촉이 흰쥐에게 근육주사 투여 시에도 긍정

능적 행동의 빈도가 가장 적고 약하다고 보고하였다[30]. 이와 같은

적인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관찰하고자 흰쥐의 50 kHz 초음

접촉의 효과를 미루어 볼 때, 신체적 접촉을 사회적으로나 대상자

파발성을 비교한 결과 1차와 2차 근육주사 시에 실험군과 대조군

개인에게 인정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간호중재의 일환으로 체계적

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50 kHz의 분당 초음

으로 실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목과 등의 접촉

파발성 횟수가 적어 연구의 결과를 확대하여 유의미하게 해석하는

이 흰쥐에게 초기 근육주사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데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1차 근육주사 투여 시 실험군은 50 kHz

효과가 있으므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동이 경험하는 낯선 환경

초음파발성이 약간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통계

과 주사 통증으로 인한 공포를 감소하기위한 간호중재방안으로 적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Markus와 Rainer의 연구[12]

용해 볼 필요가 있다.

에 의하면 50 kHz의 초음파발성은 상대방의 접근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신호로써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으로도 발성한다고 하였다.

결 론

목과 등의 접촉을 실시한 흰쥐의 경우 처음 근육주사 시에는 의사
소통을 위한 사회적 신호로써 발성을 했다고 판단되며 반복적인

본 연구는 목과 등의 접촉이 근육주사를 투여 받는 흰쥐에게 미

근육주사 투여는 흰쥐에게 접촉의 효과보다 근육주사의 경험이 크

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22 kHz와 50 kHz

게 작용하여 50 kHz의 초음파발성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발성과 RGS를 근육주사 투여 전과 후에 측정하였다. 그 결

본 연구에서는 목과 등의 접촉을 1주일 동안 실시한 후 근육주사를

과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22 kHz 초음파발성과 통증을 평가하

실시하고 초음파발성을 측정하여 접촉 기간에 따른 효과나 접촉을

는 RGS 점수는 처음 근육주사에서 증가하였고, 긍정적인 반응을

실시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

나타내는 50 kHz 초음파발성은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목과 등 부

다. 따라서 접촉의 방법과 기간을 다양하게 적용한 후 효과를 측정

위 접촉을 실시한 흰쥐는 근육주사를 투여 받는 상황에서 대조군

하여 반복적인 근육주사의 투여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연

보다 통증과 부정적 반응의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도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 근육주사로 인한 통증과 두려움을 감소시키

근육주사는 일정한 크기의 바늘을 근육에 삽입하여 약물을 투

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흰쥐에게 목과 등의 접촉을 실시하여 효과

입하게 되므로 근육주사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

를 측정하는 반복연구와 접촉의 중재방법을 보다 표준화시키고 체

다. 본 연구에서도 흰쥐에게 근육주사를 실시하는 것은 통증을 유

계화하여 적용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실제 임상에서

발하고 1차에서보다 2차에서 RGS의 통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

근육주사의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접촉중

다. 근육주사는 동물보호법에서 고통등급 C에 해당되는 통증으로

재를 실시하고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근육주사를 투

본 연구에서 흰쥐에게 목과 등의 접촉을 실시한 실험군이 대조군보

여 받는 대상자를 위한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다 1차 근육주사 후 통증을 덜 느끼는 것은 동물 실험에서 뿐만 아
니라 사람에서도 선행연구[25]에서 접촉이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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