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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에게 있어 임신은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아기가

없는 여성이 아기가 있는 여성으로 바뀌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Rubin (1984)에 의하

면 임부는 임신동안 자아체계안으로 아기를 받아들이면서 심리적으로 어머니됨을 준비한다고 한다. 임

신은 가족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발달적인 도전이며 전환점이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

하고 임부나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일반적 건강상태를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박명희, 1993). 따라서 임부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적절한 준비를 하는것은 분만 및 산욕기간에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전체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

로 이 시기에 임부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만은 임신에 수반되는 인간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건이며(Cranley , Hedhal and

P egg , 1983). 분만은 임신에 비해 기간은 짧지만 공식적인 역할 전이가 이어나고, 산호 모성역할을 시

작하는데 장시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상이다. 즉 산모의 분만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은 부모로서의

역할 전환 단계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적응행위에 장애를 일으키며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Laufer , 1990 ; Mercer , 1985 ; Peter son & Mehl, 1978). Mercer (1981)는 어

머니 역할획득을 어머니가 자신의 역할에서 자신감을 성취하고 정체감에 알맞은 양육행동을 확립된 일

련의 역할로 정의하면서 영아기동안 어머니역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아양육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어머니역할획드에 대한 실증적인 최적의 지표로 간주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박영숙, 1991 ; 백미

례, 1990 ; 이영은, 1991 ; 이영화, 1988 ; 이은숙, 1987 ; 하영수, 김신정, 정금희, 1990 ; Mercer , 1985)

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수록 인지된 스트레스 정도는 낮은 반면, 어머니 역할

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부족한 산모는 자신의 과업을 실제보다 어렵게 판단하여 높은 정도의 인

지된 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어머니 역할 획득에 중요한 요인일뿐 아니라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있다.

어머니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산모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만족한 경험을 하게 되며, 자신

감이나 만족감이 강화될수록 역할수행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산모에 있어서 산욕초기 산모

의 어머니 역할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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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과 만족감을 사정하여 자신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역할

획득을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알아본다.

2) 초산모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파악한다.

3)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이론적 정의 : 어머니 역할획득의 실증적 지표로서 모성기 발달과업의 대처능력에 대해 어머니 스스

로가 지각하고 있는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Mercer , 1981 : Lederm an , W eigarten 등 1981).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Lederm an 등(1981)의 산욕기 자가평가지 중에서, 모성기 발달과업 대

처능력에 대한 자신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이론적 정의 : 어머니가 모성기 및 영아 양육행동에 대한 즐거움의 정도를 의미한다(Lederm an 등,

1981).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Lederm an 등(1981)의 산욕기 자가평가지 중에서 모성기 및 영아양육

에 대한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Ⅱ . 문헌 고찰

1.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

어머니 역할이란 출산을 통해서 어머니가 된 사람에게 기대된 일련의 행동으로 모아관계에서 일어나

는 인지적·정의적 속성 및 일련의 양육행동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양육행동과 실제적 혹은 기계적 측면에서의 양육행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서

적 측면에서의 양육행동은 인지적 및 정서적 기술로서의 부드러움과 영아의 욕구 및 희망을 인지하고

관심을 베푸는 자세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 즉, 영아와의 애정결속을 말한다. 또

한 실제적 혹은 기계적 측면에서의 양육행동은 인지적 및 근육운동기술로서 수유, 안아주기, 옷입히기,

닦아주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그리고 영아발달과정 및 영아행동에 대한 이해와 같은 과업중심적 활

동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과업중심적 활동은 문화적인 영향과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학습에 의해 획득

되어진다(하영수와 이경혜, 1991).

Mercer (1981)는 어머니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어머니 역할획득에 관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

였다. 그는 어머니 역할획득에 대한 정의를 어머니가 자신의 역할에서 자신감을 성취하고 정체감에 알

맞는 양육행동을 확립된 일련의 역할로 통합시켜 어머니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으로 내리면서, 영

아기동안 어머니역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아양육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

한 실증적인 최적의 지표로 간주하였다. W alker , Crain과 T hompson (1986)은 어머니 역할획득을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self- confidence)이라고 정의하였다.

어머니 역할에 대한 연구들에서, 산욕초기 초산모는 대부분 처음 영아를 안는 것조차도 무섭고, 영아

가 올 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몰라 당화해 하고,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이나 단순한 양육행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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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신감은 높으나, 영아 행동이해나 실제적·기술적 측면에서의 양육행동 등에 관한 자신감을 낮았

다. 특히 영아의 울음이나 보채는 것 등과 같은 영아의 다루기 힘든 행동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한 자신감을 저하시킬수 있으며, 이러한 영아양육에 대한 산욕기 산모의 자신감은 어머니 역할에 대

한 만족도와도 관계가 있다. 어머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수록 인지된 스트레스정도

는 낮은 반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부족한 산모는 자신의 과업을 실제보다 어렵게

판단하여 높은 정도의 인지된 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박영숙, 1991 ; 백미례, 1990 ; 이영은, 1991 ; 이

영화, 1988 ; 이은숙, 1987 ; 하영수 등, 1990 ; Mercer , 1985).

역할수행에대한 자신감은 어머니 역할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뿐만 아니라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

한 만족도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특히, 초산모에 있어서는 산욕초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는 산욕후기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어머니의 역할적응과적에 있어 가족적 지지를 예측할 수 있다. 어머니로서의 만족감은 어머니 역

할을 획득한데 대한 안정감을 갖게 하고, 대부분의 산모가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과 영아 양육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었다(박영숙, 1991 ; 백미례, 1990 ; 하영수 등, 1990 ; Mercer , 1985).

역할수행과 자신감 및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역할수행을 하는데 있어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감(또는 자기효능감)이 필요한데, 자신감의 정의적 측몀 과 인지적 측면, 그리고 역할수행과 만족

도는 각각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는다. 즉 역할수행을 잘하게 되면 자신감과 만족도가 증진되고, 자신감

과 만족도가 증진되면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될 뿐만아니라 역할 수행을 잘하게 되면 만족도가 높아짐으

로서 해서 자신감이 동시에 높아질 수도 있다.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와의 관계는 사

노가력과 시기에 따라 다른데, 즉 경산모의 경우에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고 해서 반드

시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닌 반면, 초산모의 경우에는 산욕초기에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수행

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Lederm an 등, 1981 ; Olson and Mitchell, 1989).

어머니 역할획득과 관련있는 주요변수로는 산모의 연령,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 산욕초기 모아의 분

리상태, 지지체계, 자아개념, 성격, 어머니 및 영아의 질병, 양육태도, 영아기질, 그리고 문화사회적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초산모는 경산모에 비해 자신감이 낮으며, 모자동실 산모는 불충분한 휴식으로 인해

첫 수유시 자신감이 낮고, 산욕초기의 산모가 산욕후기의 산모에 비해 자신감이 낮은 반면, 연령이 많을

수록 자신감이 높았다. 또한 산모의 병원에서의 경험과 재태기간도 어머니 역할획득과 관계있는 주요변

수로 밝혀지고 있으며, 병원에서 산모가 취한 휴식정도가 높을 때, 영야 양육교실에 참석한 경험이 있을

때, 분만 후 모아접촉을 경험하였을 때, 그리고 미숙아를 분만한 산모보다 만삭아를 분만한 산모일 때

자신감이 높았다. 한편 경산모는 초산모에 비해,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남편과의 관계

가 좋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을수록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어머니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산후 우울정도가 낮게 나타났다(백미례, 1990 ; 이영은,

1991 ; 최인희, 1986 ; Lederm an 등, 1981 ; W alker 등, 1986).

이상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어머니 역할 수행을 잘하게 되면 자신감과 만족도가 증진되고, 자신감과

만족도가 증진되면 역할수행도 더 잘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어머니 역할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산모의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귬 하기 위한 상관관계연

구(corr elational study )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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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7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P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초산모

158명 중 다음의 선정기준에 합당한 14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표집은 임의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1) 20- 34세의 건강한 초산모(청소년기의 발달적 위기에놓인 19세이하와 35세이상의 노령은 제외)로

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국문해독 및 필답이 가능한자.

2) 임신과 분만 중 또는 분만후 심각한 산과적 합병증이 없는자.

3) 재태기간이 38주이상 42주미만이며, 출생시 영아의 체중이 2,500그램이상 4,000그램 미만이고,

Apgar 점수 8점이상(1분, 5분 모두)인 정상아를 정상질식분만 및 제왕절개분만(계획되지 않은 제왕절

개분만 즉, 모체 및 태아와 관련된 난산으로 인한 응급제왕절개분만은 제외)한 초산모(이전의 출산력의

변수를 통제하기 위함)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응한 자이며, 정상질식분만자는 산후 1- 2일째, 제왕절개분

만자는 3- 4일째에 자가평가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머니 역할수행에대한 자신감과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1)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측정도구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Lederm an 등(198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총 8개 영역의 87개

문항으로 구성된 산욕기 자가평가지(어머니 적응 측정도구 :Postpartum self - evalr at ion questionair :

Measures of m aternal adaptation )중에서 인지적 측면 및 정의적 측면에서의 자신감을 측정하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모성기 발달과업 대처능력에 대한 자신감 척도(이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측정도구는 산모의 부모역할 및 영아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것에 대

한, 그리고 영아요구를 충족시킬 수 잇는 능력에 대한 산모의 염려나 의심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평점 방법으로는 Likert식의 4점 평정척도로서 매우 많이 그렇다를 4점, 많이 그렇다를 3점, 약간

그렇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평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

가한다. 점수의 합은 최저 14점에서 최고 56점까지의 범위이다.

Lederm an등(1981)이 분만 후 3일째 되는 산모 91명과 분만후 6주째 되는 산모 58명을 대상으로 어

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였을 때 각 문항의 Cronbach ' s α는 .62 - .82이었고, 이영은

(1991)이 분만 후 2- 3일째 되는 산모 60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을 때 Cronbach ' s α는 .9427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8782로 나타났다.

2)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측정도구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Lederm an등(1981)의 산욕기 자가평가 설문지 중에서, 13문항으로

구성된 모성기 및 영아 양육에 대한 만족도 척도(이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다.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측정도구는 모성기 및 영아 양육에 대한 산모의 만족감 정도를 측정

하도록 고안되었다.

평점 방법으로는 Likert식의 4점 평정척도로서 매우 많이 그렇다를 4점, 많이 그렇다를 3점, 약간

그렇다를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평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

다. 점수의 합은 최저 13점에서 최고 52점까지의 범위이다.

Lederm an 등(1981)이 분만후 3일째 되는 산모 91명과 분만후 6주째 되는 산모 58명을 대상으로 어

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을 때 각 문항의 Cronbach ' s α .73 - .90이었고, 이영은

(1991)이 분만 후 2- 3일째되는 산모 60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을 때 Cronbach ' s α는 .9482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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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7685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1997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P시에 소재한 4개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초

산모를 대상으로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산과적

특성자료는 병록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 SS/ P 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의 정도는 평균을 이용하였고

2) 일반적 산과적 특성에 따른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와의 차이는

t - test , ANOVA를 사용하였으며

3)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P ear 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 연구결과

1.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 표 1>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N =144

#역환산문항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문항별로 보면 아기에 대한 나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

다가 평균 3.1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아기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신이 안선다가

평균 3.10점으로 높았고 나의 아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가 평균 1.77점으로 가장

문 항 M±SD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나의 아기를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의 아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

·아기가 울면 나는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

·아기를 돌보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

·아기를 돌보는 일에 대해 마땅히 해야할 것을 하고있는지

잘모르겠다
#

·내가 좋은 엄마인지 아닌지에 관해 의심스럽다#

·아기에 대한 나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

·아기를 돌보는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나의 아기에 관해 옳은 결정을 할수있을지 자신이 없다

·나의 아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

·아기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신이 안선다

2.87±.88

2.31±.77

1.77±1.11

1.87±1.10

2.13±.97

1.97±.94

2.87±.93

3.04±1.05

3.16±.92

3.04±1.01

2.42±1.00

3.04±.89

2.86±.83

3.10±1.00

총 평 균 2.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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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자신감 평가 총 14개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점을 산출한 결과,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는 각 문항당 4점에 평균 2.60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2.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초산모의 어머니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2>와 같다.

< 표2>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N =144

문 항 M±SD

·아기를 돌보는 것이 즐겁다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일이나 다른 일을 하고싶다

·아기를 돌보는 것과 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싫증난다

·아기가 나의 일을 자주 방해하면 짜증난다

·어머니가 된 것 자체가 즐겁다

·아기돌보는 것보다 다른 일에 보내는 시간이 적어 괴롭다

·어머니로서 너무 많은 책임을 갖게 된 것이 당황스럽다

·아기목욕이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보다 그외 다른일에 시간을

보내고 싶다

·밤에 아기 때문에 깨는 것이 괴롭다

·어머니로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요구들이 부담스럽다

·아기에게 우유나 젖을 주고 난 다음 아기가 깨어있고 조용하면

같이 놀아준다

·아기에게 우유나 젖을 먹인다는 것은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

·나는 지금 이 아기를 가진 것이 기쁘다

2.92±.88

3.24±.88

3.38±.71

3.13±.89

3.02±.90

3.39±1.00

2.93±.84

3.40±.73

3.00±.66

2.97±.73

3.35±.73

3.30±.88

3.58±.72

총 평 균 2.60±.96

#역환산문항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총 13개묺 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 역할수행

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0점으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문항별로 보면 나는 지금 이 아기를 가진 것이 기쁘다가 평균 3.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아기

목욕이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보다 그외 다른일에 시간을 보내고 싶다가 평균 3.40점이며, 아기를 돌

보는 것이 즐겁다가 평균 2.92점으로 가장 낮아 영아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3. 초산모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

도

1) 초산모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일반적 및 산과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일반적 특성중

본인 및 배우자의 학력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3.19 p< .05, F =3.07, p< .05). 즉 대상자의 학력이

전문대졸인 경우가 평균 39.67점, 39.93점으로 고졸이하, 대졸이상보다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

자의 학력 또한 전문대졸인 경우에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표3 참조).

101



< 표3> 초산모의 일반적·산과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N =144

특 성 구 분 N (% ) M±SD t or F P

연령 (본인)

연령 (배우자)

학력 (본인)

학력 (배우자)

종 교

직업 (본인)

가족구조

월수입(만원)

결혼만족도

20대

30대

20대

30대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유

무

무

유

핵가족

대가족

60- 99

100- 199

200- 299

300이상

매우만족

조금만족

그저그렇다

조금불만족

101(70.1)

43 (29.9)

44 (30.6)

100(69.4)

88 (61.2)

28 (19.4)

28 (19.4)

58 (40.3)

29 (20.1)

57 (39.6)

84 (58.4)

60(41.6)

99 (68.8)

45 (31.2)

115 (79.9)

29 (20.1)

6 ( 4.2)

77 (53.5)

36 (25.0)

25 (17.4)

87 (60.4)

35 (24.3)

18 (12.5)

4 ( 2.8)

36.47± 5.19

36.62±13.29

36.52± 4.91

36.52± 9.57

36.26± 5.06

39.67±15.48

34.17± 6.03

35.68± 5.68

39.93±15.38

35.63± 4.68

36.71± 9.72

36.20± 5.74

35.78± 5.04

38.13±13.01

36.46± 8.88

36.29± 5.93

36.00± 5.09

35.32± 5.04

39.61±13.84

35.88± 6.06

37.55± 9.74

35.00± 5.13

35.22± 6.88

33.25± 1.70

- .10

.00

3.19

3.07

.36

- 1.56

.09

2.25

1.16

.92

.99

.04*

.04*

.72

.12

.92

.0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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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N (% ) M±SD t or F P

산전진찰

산전교육참석

(회)

원하는자녀수

(명)

태아성별기대

임신에 대한

희망

산후조력자

유

무

0

1

2- 4

1

2

3

아들

딸

상관없음

예

아니오

없다

친정모+식구

시모+식구

남편

기타

133 (92.4)

11( 7.6)

118 (81.9)

18 (12.5)

8 ( 5.6)

38 (26.4)

98 (68.1)

8 ( 5.6)

77 (53.5)

16 (11.1)

51(35.4)

126 (87.5)

18 (12.5)

1( 0.7)

95 (66.0)

41(28.5)

4 ( 2.8)

3 ( 2.0)

36.13± 5.26

41.28±24.89

36.50± 8.93

37.38± 5.05

34.75± 6.69

35.00± 6.12

37.01± 9.32

37.75± 4.92

37.45±10.45

35.00± 5.12

35.58± 5.04

36.67± 8.81

35.17± 4.74

34.00±

36.51± 9.84

36.48± 4.83

37.25± 3.59

37.00± 3.60

- 1.93

.27

.87

1.04

.69

.03

.05

.76

.42

.35

.49

.99

2) 초산모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일반적, 산과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정도는 <표4>와 같다.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 중 월수입만이 어머니 역할수행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F =2.81, p< .05) 월수입이

200만원 - 299만원인 경우에서 만족도가 평균 32.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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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초산모의 일반적·산과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특 성 구 분 N (% ) M±SD t or F P

연령(본인)

연령(배우자)

학력(본인)

학력(배우자)

종 교

직업(본인)

가족구조

월수입 (만원)

20대

30대

20대

30대

고졸이하

전문대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이상

유

무

무

유

핵가족

대가족

60- 99

100- 199

200- 299

300이상

매우만족

조금만족

그저그렇다

조금불만족

101(70.1)

43 (29.9)

44 (30.6)

100(69.4)

88 (61.2)

56 (38.8)

58 (40.3)

86 (59.7)

84 (58.4)

60(41.6)

99 (68.8)

45 (31.2)

115 (79.9)

29 (20.1)

6 ( 4.2)

77 (53.5)

36 (25.0)

25 (17.4)

87 (60.4)

35 (24.3)

18 (12.5)

4 ( 2.8)

41.56± 5.80

41.95± 4.76

42.31± 5.74

41.40± 5.39

41.17± 5.66

42.48± 5.18

41.58± 5.55

41.74± 5.49

41.92± 5.38

41.29± 5.70

41.69± 5.43

41.64± 5.70

41.55± 5.36

41.77± 6.11

32.50± 4.88

31.25± 4.50

32.91± 4.39

29.60± 4.64

42.41± 5.58

39.77± 5.13

41.22± 5.58

44.50± 1.00

- .39

.92

- 1.40

- .17

.67

.05

- .19

2.81

2.38

.69

.35

.16

.86

.50

.95

.85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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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구 분 N (% ) M±SD t or F P

산전진찰

산전교육참석

(회)

원하는자녀수

(명)

태아성별기대

임신에 대한

희망

산후조력자

받았다

받지않았다

0

1

2- 4

1

2

3

아들

딸

상관없음

예

아니오

없다

친정모+식구

시모+식구

남편

기타

133 (92.4)

11( 7.6)

118 (81.9)

18 (12.5)

8 ( 5.6)

38 (26.4)

98 (68.1)

8 ( 5.6)

77 (53.5)

16 (11.1)

51(35.4)

126 (87.5)

18 (12.5)

1( 0.7)

95 (66.0)

41(28.5)

4 ( 2.8)

3 ( 2.0)

41.71± 5.50

41.27± 5.74

41.78± 5.46

41.22± 5.67

41.12± 6.31

40.73± 6.35

42.17± 5.18

40.12± 4.48

41.68± 5.36

41.31± 5.91

41.78± 5.67

41.93± 5.37

39.76± 6.35

41.00±

41.53± 5.56

42.60± 5.49

39.75± 4.03

36.33± 2.88

.26

.12

1.27

.04

1.53

1.14

.79

.88

.28

.95

.12

.33

4.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의 관계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표보면 <표5>와 같다.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는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또한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감정도가

높은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303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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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의 관계

* *p < .001

Ⅴ .논 의

1.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총 14개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60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백미례(1990), 이영화(1988), 이은숙(1987), 하영수 등(1990), W alker 등(1986)의 선행

결과와 일치하였다.

문항별로 보면 가장 높은 자신감을 보인 문항은 아기에 대한 나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 (평균

3.16점)이었고, 가장 낮은 자신감을 보인 문항은 나의 아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

(평균 1.77점)는 것이었다. 또한 아기에게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신이 안선다 (평균

3.10점), 나의 아기에 관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평균 3.04점) 등 영아의 양육능력 및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내가 좋은 엄마인지 아닌지에 관해 의심스럽다 (평균 3.04점)와 지금보

다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 (평균 3.04점) 등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자질에 대한 자신감은 상당

히 높은 반면, 나의 아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한는 것을 알고 있다 (평균 1.778점), 아기가 울면 나는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 (평균 1.87점)와 대부분의 경우에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

다 (평균 1.97점) 등 영아의 욕구파악이나 행동에 대한 이해에 대한 자신감은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

과는 이영은(1991)의 연구에서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자질과 같은 정서적 측면에서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영아의 욕구파악, 영아의 행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영아 양육 낭력 및 판단력 등과

같은 실제적 혹은 기계적 측면에서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신감은 낮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박영

숙(1991), 백미례(1990), 이미경(1990), 이영화(1988), 이은숙(1987)의 연구등에서 산욕초기 초산모가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자신감은 높았으나, 영아 행동에 대한 이해나 욕구파악, 그리고 단순한

영아 양육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경혜(1982)의 연구에서 초산모는

양육에 대한 지삭과 경험이 부족하여 어머니 역할획득에 잇어서 어려움을 겪게되며, 또한 산모는 영아

의 안전관리, 응급처치, 목욕시키기, 수유, 아기가 보챌 때 달래기, 수면패턴 등 영아의 행동에 대한 이해

와 양육행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았다는 연구보고와도 일치한다.

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산감은 어머니 역할획득과정에서의 스트레스원과 관계가 있다. 특

히 영아의 다루기 힘든 행동은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감

소시킬수 있으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낮을수록 산후우울정도가 높다는 보고(박영숙, 1991 ;

이영화, 1988 ; 하영수 등, 1990 ; Mercer , 1985)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증

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산전교실이나 어머니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총 13개문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0점으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Lederm an 등(1981)

의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적응, 백미례(1990)의 연구등에서 산욕기 초산모는 어머니 역할수행 또는

역할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자 신 감 만 족 도

자 신 감

만 족 도

1.0000

.3035*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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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로 보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문항은, 나는 지금 이 아기를 가진 것이 기쁘다 (평균 3.58

점)는 것이었고,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문항은 아기를 돌보는 것이 즐겁다 (평균 2.92점)는 것이었다.

또한 나는 지금 이 아기를 가진 것이 기쁘다 (평균 3.58점)등어머니가 된 사실과, 아기 목욕이나 기저

귀를 갈아주는 갈아주는 것보다 그외 다른 일에 시간을 보내고 싶다 (평균 3.40점), 아기를 돌보는 것보

다 다른 일에 보내는 시간이 적어 괴롭다 (평균 3.39점), 아기를 돌보는 것과 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

는 것이 싫증난다 (평균 3.38점), 아기에게 우유나 젖을 주고 난다음 아기가 깨어있고 조용하면 같이 놀

아준다 (평균 3.35점)등 영아양육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반면, 어머니로서 너무 많은 책임을 갖

게 된 것이 당황스럽다 (평균 2.93점), 어머니로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요구들이 부담스럽다 (평균 2.97

점)등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갖게 된것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된 사실

이나 영아 양육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반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이영은(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대상 초산모의 대부분이 임신을 원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어머니가

된 것 자체에 대하여서는 만족을 하지만, 어머니가 됨으로서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는 심리적인 준비가 덜 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영아양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초산모는 산후우울경향을 보인다는 연구(박영숙, 1991 ; 하영수 등,

1990; Lederm an 등, 1981)에 비추어볼 때, 초산모가 어머니로서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양육행동에 대

해서 그리고 영아 출생후 예상될 수 있는 영아의 불규칙한 생활패턴에 대해서 산전교실이나 어머니교실

을 통해 초산모를 도울 수 있는 간호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와의 관계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가 노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또한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은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0.3035, p< .001).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Lederm an 등(1981)의 보고와 일치하며,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므로 자신감이 증진되고, 증진된 자신감을 토대로 하여 역할수행이 잘되

고, 이로 인해 만족감과 자신감이 증진된다는 주장(Baundura, 1977)과도 일치된다. 따라서 초산모의 어

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항상은 초산모에게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항상은 초산모에

게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모성 역할 획득에 영향을 미칠것이라

사료된다.

Ⅵ . 결 론

본 연구는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7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P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초산모 144명을 연

구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

한 자신감 및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 SS/ P C를 이용

하여 평균, t - test , ANOVA , P ear 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평균 2,60점으로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영아의 양육능력 및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자질에 대한 자신감

은 상당히 높은 반면, 영아의 행동에 대한 이해나 욕구파악에 대한 자신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0점으로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어싿.

어머니가 된 사실과 영아양육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반면,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갖게 된것에 대

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본인 및 배우

자의 학력에서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3.19, p< .05, F =3.07,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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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산모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정도는 월수입에서만

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2.81 p< .05).

5.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또한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은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3035, p< .001).

이상의 결과는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가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자는 보다 나은 어머니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머니

역할수행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간호중재의 마련이 시급하며, 이러한 간호중재의 효과를 검정하는 유

사실험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박명희(1993). 임부의 강인성과 산전간호이행과 관계연구. 대한간호학지, 23 (3), 339- 355.

2. 박영숙(1991).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전환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백미례(1990).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영아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역할

전환에 따른 어려움과 만족도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 이경혜(1982).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

지, 12(2), 67- 79.

5. 이미경(1990). 신생아 양육에 대한 교육이 산모의 돌보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 이영화 (1988). 산욕초기산모의 신생아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산후우울과의 관계연구. 연세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 이은숙(1987).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8. 최인희91986). 모아조기접촉이 어머니 역할획득과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하영수, 김신정, 정금희 (1990). 어머니 역할획득과정에서 인지된 스트레스와 건강생활양식

이행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연구소, 간호과학.

10. 하영수, 이경혜 (1991). 모성 및 부인간호학. 서울, 신광출판사.

11. Bandura , A .(1977). S ocial learn in g theory . Englew ood Cliffs .

12. Cranley , M . S ., H edhal, K . J ., & P egg , S . H .(1983). W om en ' s percept ion of v aginal

and cesarean deliv eries . Nur sin g Research , 32(1), 10- 15.

13. Curry , M . A .(1982). M at ern al at t achm ent behav ior and th e m other ' s self con cept :

T he effect of early skin - t o- skin contact . Nur sing Research . 31(2).

14. Laufer , A . B .(1990). Breast feedin g , t ow ard resolu t ion of the un sat isfy ing bir th

experien ce. Journal of Nurse- Midw ifery , 35(1), 42- 45.

15. Lederm an , R . P ., W eig art en , C. G., & Lederm an . (1981). P ostpartum self ev alu ation

qu est ionn aire : M easures of m at ern al adapt at ion . Bir th Defect s orig in al Art icle S eries ,

XYⅡ (6).

16. M ercer , R . T .(1981). A theoret ical fr am ew ork - for stu dyin g th e factor s th at impact on

108



the m at ern al role. Nur sing research , 30, 73- 77.

17. M ercer , R . T .(1985). Relat ion ship of the bir th experien ce t o lat er m othering

b ehavior s . Journ al of Nur se- Midw ifery , 30(4), 204- 210.

18. Olson , R . L ., & Mitchell, E . S .(1989). S elf - confidence as a crit ical factor breast self

ex am inat ion . Journ al of Ob st etr 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 sin g , 18 (6).

19. P et er son , G. H ., & M ehl, L . E .(1978). S om e det erminant s of m at ernal att achm ent .

A m erican Journ al of P sy chiatry , 135, 1168- 1178.

20. Rubin , r . (1984). M atern al ident ity and the M at ern al ex periences . New York :

Sprin ger Co.

21. W alker , L . O., Crain , H ., & T hom p son , E .(1986). M at ernal role att ainm ent an d

ident ity in th e postpartum period : st ability an d chan ge. Nur sing Research , 35, 69- 71.

- A b s trac t -

Key con cept : M at ernal role perform an ce, S elf - confidence, S atisfact ion

A S tudy on S e lf - Confidenc e

and S atis fac tion in M aternal Role

P erform anc e A m ong Prim iparas

Chung , Eun S oon·H an , My oun g Eun

Chun g , Eun S oon : Pu san National Univ er sity , Colleg e of M edicin e, Nur sin g Dept , RN ,

P rofessor

H an , My oun g Eun : Pu san Nation al Univ esity H ospit al, RN , M ast er Gradu at e Cour se

T his stu dy ex am ined the corr elation bet w een of self - confiden ce an d sat isfaction in

m at ern al role perform an ce am on g prim iparas .

T he subject s w ere 144 m oth er s , w h o w ere recruit ed from four gen eral hospit als in

P u san . T h e data w ere collect ed from M ay 1. t o Au gu st 31 in 1997.

S elf - confidence in ability to cope w ith t ask s of m otherh ood and m other ' s satisfact ion

w ith m otherh ood and infant care w ere m easured by the scales dev eloped Lederm an an d

a ssociated (1981).

P ercent ag e, t - t est , AN OVA , an d P ear son Correlat ion Coefficient w ere obtained by u sin g

SP S S program .

T he result s of the stu dy w ere sum m arized as follow s ,

1. T he degree of self - confidence in m at ern al role perform an ce w as ab ov e av erage w 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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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an score of 2.60.

2. T h e degree of sat isfaction in the m at ernal role perform an ce w as abov e av erag e w ith

a m ean score of 3.20.

3. T here w ere positiv e corr elat ion s bet w een the degree of self - confiden ce an d th e degree

of sat isfact ion in the m at ernal role perform an ce (r =.3035, p < .001).

In con clu sion , sin ce self - confidence in m at ernal role perform an ce is posit iv ely related t o

m at ern al sat isfact ion in the role perform ance , nur sin g int erv ent ion t o im prov e m at ernal

role perform an ce m ay lead m other ' s increased m at ern al self- confiden ce and sat isfaction

in m at ernal role perform an ce.

F uther r esearch is needed to prov e th e cau s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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