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16주 태아, 질 통해 전달되는 산모의 목소리에 반응 
 

-- 새로운 오디오 장치, 임산부가 출산 전에 아기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길 열어  

-- 제25회 유럽주산기의학회의 발표 자료 
 

(마스트리히트, 네덜란드 2016년 6월 15일 PRNewswire=연합뉴스) 태아는 인간의 

목소리를 들으면 과장되게 입을 움직인다. 이 현상은 임신 16주(태아 크기: 11cm)에 

발생하며, 이 목적을 위해 개발된 질내 장치를 통해 목소리가 전달될 때에만 가능하다. 

이는 마스트리히트(네덜란드)에서 열린 제25회 유럽주산기의학회의에서 Institut 

Marquès 과학이사 Dr. Álex García-Faura가 발표한 연구의 결론 중 하나다.  
 

이 연구에 따르면, 태아는 외부 소음을 듣지 못하며, 질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에만 

반응한다고 한다. 이는 태아가 산모의 배를 통해서는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태아의 반응은 Babypod(R)를 이용하여 연구했다. Babypod(R)는 탬폰처럼 

질내에 삽입되며, 모바일폰에 연결되는 작은 장치로서 산모나 기타 인간의 목소리가 태아에 

전달되도록 한다.  
 

경복부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다양한 반응을 비교한 Dr. García-Faura는 “태아는 산모의 

질을 통해 전달되는 음성 메시지에 반응할 때 발성 동작을 한다”며 “이 반응은 음악을 

전달할 때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해 “그 이유는 음악과 목소리가 

활성화하는 뇌 회로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음악은 감정을 유발하는 신경 

회로를 활성화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70%의 태아가 목소리를 듣고는 입을 움직이는 

반응을 보였고, 음악을 듣고는 혀를 내미는 것 같은 더 복잡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 연구는 인생의 출발점에서 음악의 효과를 살펴보는 Institut Marquès의 선행연구에 

속한다. 산모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태아는 모든 목소리에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질문을 

낳는다. 임신 기간에 자극을 받은 수백 명의 아기들이 자궁을 통해 듣는 부모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는 언어와 의사소통 발달을 자극할까?” 
 

Babypod(R)는 태아와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매우 중요한 의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 태아의 난청 여부를 확인하고, 태아의 반응을 유도해 태아 구조 

관찰을 개선시키는 초음파를 촉진하는 것이다.  
 

추가 정보는 해당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http://institutomarques.com/area-
cientifica/musica-y-estimulacion-fetal/ . 

 

추가 정보: 

웹사이트: 
http://www.institutomarques.com  

http://www.babypod.net  

 

페이스북: 
http://www.facebok.com/musicinbaby/  

http://www.facebook.com/institutomarques/  

 

트위터: @_Babypod [ https://twitter.com/_Babyp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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