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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역할변화와 적응이 요구되기 때

문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발달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신생아는 생존을 위해 변화가(Bobak et al., 1995).

심한 자궁 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며 산,

모와 그 가족은 양육의 책임과 더불어 부가적인 집안 일

의 증가 재정적 부담의 증가 여가시간의 감소 등 현저, ,

한 생활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도전과 적응

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모(Gruis, 1977).

두에게 자녀의 출생이 긍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 위

해서는 적응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이자(

형, 1994; Brooton, et al., 1988).

이러한 적응의 어려움은 미숙아 혹은 유전적 선천적,

장애 및 감염 등으로 신체적 사회적 발달적 문제를 갖, ,

는 고 위험 신생아와 그 가족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고.

위험 신생아의 출산과 신생아 중환자실(Neonatal

입원은 아기의 생존Intensive Care Unit ; NICU)

가능성 합병증 발생 유무 및 장기간의 분리 등으로 어,

머니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Affonso,

즉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대부1992). ,

분의 부모들은 생각지도 않은 시기에 작고 건강하지 못

한 아기의 출생 및 고도의 기술 과학적 환경에 직면함으

로써 아기의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 정상적인 부모로서,

의 역할 및 가족과정의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고위험 신생아의 부모는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위험 신생아 부모의 스트레스는 초기 부.

모역할 획득과정에서 자녀와의 애착형성 및 부모역할 적

응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아기,

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간은 물론 이후의 성장과정

에도 오랜 동안 지속되어 자녀 양육과정에서 자녀를 과

잉보호하거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는 등 원만한

부모 자녀 관계형성 및 최적의 양육환경 제공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아동의 최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Affonso, 1992; Beckwith, 1988; Faggiano-

Perfetto et al., 1981; Gardner & Hagedon,

1991; Miles, Funk, & Kasper, 1991; Paludetto

et al., 1981).

고위험 신생아의 생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부모의 적극

적 양육환경 조성이 이들의 최적의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을 고려할 때 고위(Goldberg, 1982)

험 신생아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간호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부모를 간호하려면 부모가 경.

험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그들 영아에게 긍정

적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아의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간호목표를 두어야 한다.

주요개념 입원 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N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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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자녀를 입원시킨 부모들에게 효

과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부모의 경험

을 이해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식적 토대가 필요하다 따.

라서 고위험 신생아 부모들이 스트레스로 인지하고 있는

경험들을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들로 하여금 부모의 요구

를 예견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간호정책 수립 및 중재,

를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입원 아동 부모가 경험한 스트레스원 스트레,

스 정도 및 스트레스 경험 등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있

으나 고위험 신생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극히 적고 미약한 실정이다강윤숙 권성복 이미( , 1983; ,

라 김금자 김희순 박영선, 1987; , 1995; , 1995; ,

임지영 정경화 조 희1988; , 1996; , 1999; , 1981;

최성희, 1998).

이에 본 연구자는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머무는

동안 고위험 신생아 부모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고위험 신생아 및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변,

인들을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자의 제 특성을 파악한다1) .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요인별 스트레스 정도를 파2)

악한다.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3)

한다.

용어 정의3.

고위험 신생아1)

고위험 신생아란 출생시 체중이나 재태기간과 무관하

게 출산과정이나 자궁 외 생활로의 적응과정에서 야기되

는 상태나 환경으로 인해 이환률과 사망률이 평균 보다

높은 신생아를 의미한다이화자 외( , 1994).

본 연구에서는 년 월 일부터 년 월1999 5 1 1999 11

일 까지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 소재 개 대학부속병30 1

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를 의미한다.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스트레스2)

스트레스란 개인과 환경간의 특별한 관계로서 특정한,

환경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는 정신현상을 의미한다

에 입원한 미(Lazarus and Folkman, 1984). NICU

숙아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의 구체적인 상호

역동과정에서 자녀의 출산과 입원에 따른 물리적NICU ,

심리사회적 환경 등에 대해 경험하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을 의미한다(Miles, Funk & Carlson,

1993).

본 연구에서는 에 의Miles, Funk, Carlson(1993)

해 개발된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 아기의 모습과 행동, ,

아기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 변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의 개 스트레스 영역의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4 45

신생아 중환아 부모 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Parental

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stressor scale : NICU) ,

각 항목을 점 척도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고위험5

신생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Ⅱ 문헌 고찰.

스트레스1.

스트레스는 곤경 궁핍 역경 고통의 의미로 세기, , , 14

이전부터 사용되어져 왔고 세기말에는 물리학과 공학, 17

용어로 사용되어졌다 즉 스트레스 는 외적인 힘. (stress)

인 부하 에 의해 발생하고 그에 작용하는 내적인(load) ,

힘의 비율로 정의되어 힘 압력 등과 같은 용어와 대비,

되어 사용되었다.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스트레스는 인간의 신체1850

기관뿐만 아니라 정신영역에도 발생하는 강압적인 압박

과 긴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변천되었다오가실( ,

은 스트레스의 본질을 내외부 환1985). Seyle(1956)

경으로부터 생명유지에 필요한 균형조건의 증가된 요구

에 대한 신체의 비특이적 반응 으로 정의하고 이때 증“ ” ,

가된 요구는 스트레스원이라 하였다 또한 모든 스트레.

스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으며,

동일한 스트레스원이라 하여도 개인의 내적외적 환경

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와 은 개인과 환경에 관련Lazarus Falkman(1984)

된 스트레스 이론에서 종래의 개념을 보완하여 스트레스

를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환경에 대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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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와 해석 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개인의 인지적” .

평가에 초점을 둔 심리적 과정으로 결국 개인이 환경적

인 요구와 사회체제의 적응능력 사이에서 불균형을 인지

할 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은 특수상황에서 경험하는, Magnussen(1982)

환경적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스트레스를 대.

처자원의 한계에 접근하거나 초과하는 요구에 대한 개인

의 반응으로 보고 스트레스원을 상황에 대한 요구를 강,

요하고 스트레스 반응으로 안내하는 신체적 심리적 요, ,

소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란 실제상황. “situation"

과 지각된 상황지각 해석 실제상황에 대한 인지적 묘( , ,

사 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 ,

황은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스.

트레스는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이며,

그 강도는 표출된 증상들의 관찰을 통해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항상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개인이 대처해야 할, ,

변화 또는 위협상태가 초래되면 강화되는 상태를 의미한

다(Byrne & Thompson, 1985).

고 위험 신생아의 입원과 관련된 어머니의2. NICU

스트레스

고위험 신생아란 출생시 체중이나 재태기간과 무관하

게 출산과정이나 자궁 외 생활로의 적응과정에서 야기되

는 상태나 환경으로 인해 이환률과 사망률이 평균 보다

높은 신생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위험 신생아는.

생리적 합병증과 관련된 고위험 감염과 관련된 고위험,

및 선천성 기형과 관련된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이들 고.

위험 신생아는 대부분 출생 후 바로 퇴원하지 못하고 신

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거나 퇴원했,

다 하여도 재 입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이화자 등( ,

1994).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은 고위험 신생아 부모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다 즉 고위험 신생아의 부모는 입원 기. ,

간 중 영아의 취약한 외모와 치료를 위해 영아에게 부착

된 다양한 기계를 보고 충격을 받고 아기의 예후에 대,

한 불안이 가중되어 초기 부모역할 획득 과정에서 정서

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가족과정의 장애를 초, ,

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부(Gennaro, 1985, 1988).

모의 스트레스는 영아가 퇴원한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자녀와의 결속이나 부모됨 에 어려(parenting)

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발달에 부정

적 요소로 작용한다(Johnson, 1986; Affleck et al.,

1990; Gardner & Hagedon, 1991; Shellabarger

& Thompson, 1993; Goldberg & DeVitto, 1995).

고위험 신생아 부모들의 지각하는 스트레스원에 대해

은 미숙아 어머니의 정서적 혼란을 가Pederson(1987)

중시키는 요소로 미숙아의 생존 가능성과 오랜 치료기간

을 는 고위험 신생아의 생존여부 및, Perehudoff(1990)

미래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대한 염려 등이 주된 스,

트레스원이 됨을 보고하였다 는. Affleck et al. (1991)

부모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고위험 신생아

의 출산과 입원으로 인한 좌절감 아기의 생존 여부 부, ,

모 역할의 변화 아기와의 상호작용 기회의 감소 및 아,

기와의 분리 등을 제시하였고 등 은 미, Affonso (1992)

숙아의 출산과 입원을 어머니의 정서적 위기에 대한 취

약성을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사건으로 정의

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는 영아의 생.

존 합병증 및 장기간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에 스트레스,

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임신의 조기상실 임신을, ,

지속할 수 없는 죄책감과 실패감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

에 대한 두려움 간호사에 비해 부모로서 부적절함 부모, ,

역할의 혼돈 경제적 부담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은 예기치. Shellabarger & Thompson(1993)

못한 분만 아기의 모습과 건강상태 신생아 중환자실 입, ,

원 이상적 임신이나 출산 경험의 상실로 인한 슬픔이나,

죄책감 친숙하지 못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등을, ,

은 아기의 모습과 건강상태를 제시하였다Catlett(1994) .

한편 는 스트레스 이론Miles, Funk, Kasper(1991)

에 근거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자녀가 입원한 경우 환

아의 부모는 개인적 가족적 배경 영아의 심각성과 같은,

상황적 변수 그리고 의 환경적 자극 등이 원인이NICU

되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개념적 체계를 제시하

였고 이후 는 신생아 중, Miles, Funk, Kasper(1992)

환자실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아 부모가 갖는 스트레스

요인을 영아의 모습과 행동 환경 의료진과의 의, NICU ,

사소통 부모역할의 변화의 네 영역으로 설명하였다 이, .

모형을 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아의 부모에게 적용NICU

한 결과 부모역할 변화가 가장 큰 스트레스 영역으로 나

타났으며 입원 일 이내가 가장 높게 나타나 퇴원 시까, 4

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Miles, Funk, Carlson,

오정화 는 미숙아를 포함한 고위험 신생1993). (1995)

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위험 신생아 어머

니의 스트레스는 고위험 신생아의 외모와 행동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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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역할의 변화 의료진과의 의, ,

사소통 환경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성희, NICU . (1998)

의 연구에서는 아기의 질병상태 및 예후에 관한 스트레

스가 가장 높았고 치료 및 간호 절차에 대한 스트레스, ,

병원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관한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 자녀의 입원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아기의 상태에 관

한 정보 결핍 경제적인 문제 가정으로부터의 격리 의, , ,

료진의 행동 일상생활의 변화 장기 입원 불확실한 치, , ,

료효과 낯선 병원환경 수술이나 검사과정이 자녀에게, ,

통증을 줄 때 등이 있다강 이 또한 부( , 1983; , 1984).

모측 변수로 부모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유무 등, , ,

이 영아측 변수로 연령 입원기간 출생순위 등이 있다, , ,

임 백 문( , 1984; , 1989; , 1996).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스트레스 이론은 인간의 행동

을 해석하고 인간문제에 대한 간호접근 방법의 열쇠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는 삶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며 기능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동,

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개인의 한계를 초과하여,

개인의 적응능력을 방해할 경우 오히려 손상을 야기하기

도 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개인의 능력은 개.

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며 또한 스트,

레스는 그것이 발생하게된 사회적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환아의 입원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낯선 병원환경 가정으로부터의 분리 정보결핍의 인지, , ,

의료진의 행동 수술이나 검사과정이 아기에게 고통스럽,

다고 생각될 때 경제적 부담 등이었다 또한 자녀의 입, .

원으로 인한 부모의 반응은 평소의 행동에 장애를 초래

하게 되어 혼돈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부,

모의 지지능력이 방해받게 되며 자녀의 입원으로 인한,

불가피한 부모 자녀의 분리로 인해 부모는 감정적 격리-

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듯 고위험 신생아의 출.

산과 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육

아를 위한 부모의 잠재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임상에.

서 발견하고 다루는 간호사의 첫 번째 임무는 스트레스

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해결방법

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즉 부모들이 대부분 스트. ,

레스로 지각하고 있는 경험들을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들

이 부모의 요구를 예견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들을 돕기,

위한 간호정책 및 중재의 수립에 기초가 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연구 설계1.

본 연구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에 의해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관련변

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2.

본 연구의 대상은 년 월 일부터 년1999 5 1 1999 11

월 일 까지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 소재 개 대학부속30 1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들

중 국문해독에 장애가 없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

한 명 중 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명을 제외하65 3

고 총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62 .

연구도구3.

에 의해 개발된 신생Miles, Funk, Carlson(1993)

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부모의 스트레스요인 측정도

구(Parental stressor scale : NICU=PSS : NICU)

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물리적 심리사회적 환경으로 인,

해 야기되는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는 신. PSS ; NICU

생아 중환자실 환경 문항 아기의 모습과 행동 문항5 , 19 ,

아기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 변화 문항 의료진과의 의10 ,

사소통 문항 등 개 영역의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11 4 45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저자에게 도구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뒤 본 연구자가 직접 번역하였다 내용과, .

의미의 정확성을 높이고 문화적 해석상의 표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대학 영문학 교수에게 연구자의 번역T

내용을 다시 영문으로 번역하도록 하여 정확한 의미의

파악을 시도하였으며 영문학 교수 인 아동간호학 담, 1 ,

당교수 인과 신생아 중환자실 수간호사 인의 자문을3 2

받아 적절한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를 신생아 중환자실.

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 명을 대상으로 사전조5

사를 실시하여 내용과 의미전달에 문제가 있거나 문화적

해석의 차이가 있는 문항은 어휘를 수정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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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문항별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전PSS : NICU ‘

혀 걱정되지 않는다를 점 아주 많이 걱정된다를 점’ 1 , ‘ ’ 5

으로 측정하는 척도로 최저 점에서 최고Likert 45 225

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단 문항의 내용이 영아에게 해. ,

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에 표시하도록‘ ’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문항으로 구성된. 45

스트레스요인에 대한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점 이상으로 측정된 항목들의 총합으로 점1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에 의해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타당도에 있어 등PSS ; NICU Miles

은 어머니들의 점수와 상태불안(1993) PSS : NICU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여 타당(STAI)

도가 높은 도구임을 제시하였고 그들의 연구에서 신뢰,

도는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생Cronbach's =.94 ,α

아 중환자실 환경 아기의 모습과Cronbach's =.78,α

행동 아기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Cronbach's =.94,α

변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Cronbach's =.85,α

그리고 총 문항의 신뢰도는Cronbach's =.92, 45α

이었다Cronbach's =.93 .α

자료수집 방법4.

자료수집은 해당기관의 협조를 얻어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보조원 명간호사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2 ( )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서면승낙서를

받고 직접 설문지를 읽고 기입하게 한 뒤 회수하였다, .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5.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SPSS/PC+

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1) , , ,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2)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관련 변인과의 유의성3)

검정은 상관 계수를 사용t-test, ANOVA, Person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6.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소재 개 대학 부속병원 신생1

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아의 어머니를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

하는데 제한이 있다.

Ⅳ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세였고 교육정도는 고졸이상30.9 ,

이 명으로 를 차지하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55 88.7% .

명 종교가 없는 경우는 명 이었38 (61.3%), 24 (38.7%)

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를 살펴보면 명 의 어머니. 4 (6.5%)

만이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직업을 갖고있지,

않았다 경제상태로는 평균 가족 월수입이 최저 만원. 50

에서부터 최고 만원으로 평균 만원이었다 동500 174.8 .

거 가족 수는 최소 명에서 최대 명이었으며 평균2 6 , 3.2

명이었다 연구 대상 어머니의 아기 상태에 대한 심각성.

인지정도는 점 만점에 점으로 아기의 상태를 중등도5 3.4

이상으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당 평균 면회,

횟수는 회였다 또한 아기와의 첫 대면 시기는 신생3.7 .

아 중환자실 입원 후가 명 으로 가장 많았고34 (54.9%) ,

분만직후가 명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전이17 (27.4%),

명 의 순 이었다11 (17.7%) .

고위험 신생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아가 38

명 여아가 명 였고 출생순위는 첫(61.3%), 24 (38.7%) ,

째가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 셋째는 각38 (61.3%) , ,

각 명 명 이었다 평균 재태기간은15 (24.2%), 9 (14.5%) .

주였고 명 이 보육기 간호를 받고 있었33.6 , 46 (74.2%)

다 수유 경로는 경구영양이 명 으로 가장 많. 32 (51.6%)

았고 금식 명 위관영양 명 의, 17 (27.4%), 13 (21.0%)

순 이었다 출생 시 체중은 평균 이었고 계획. 2090.2g ,

된 임신이 명 였으며 자료수집 당시 아기의51 (82.3%) ,

입원일 수는 평균 일 이었다 진단명을 살펴보면 미18.2 .

숙아가 명 로 가장 많았고 신생아 호흡장애40 (64.5%) ,

명 황달 명 선천성 당뇨아 명13 (21.1%). 6 (9.6%), 2

무항문 명 의 순 이었다(3.2%), 1 (1.6%) .

연구대상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정도2.

대상자의 총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는 최저 평균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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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최고 평균평점 점 중 평균 점이었고1 , 5 3.6(±0.7) ,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으로는 아기가 인공호흡기‘

를 달고 있을 때 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4.5±0.6) ,

나타낸 문항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일하고있는 의료진들‘

이 많을 때 이었다’(1.6±1.2) .

요인별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아기의 모‘

습과 행동 및 처치가 점으로 가장 높았고’ 3.9(±1.5) ,

아기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 변화가 점 의료‘ ’ 3.5(±1.4) , ‘

진과의 의사소통이 점 신생아 중환자실 환’ 3.4(±0.9) , ‘

경이 점의 순 이었다’ 3.2(±0.8) .

각각의 스트레스 요인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기의 모습과 행동 및 처치와 관련된 스트레스원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아기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을‘

때 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기가 숨’(4.5±0.6) , ‘

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아기 피부색’(4.3±0.6), ‘

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볼 때 아기가 숨 쉬’(4.2±1.1), ‘

는 것이 평소와 다를 때 아기 피부에 멍든’(4.2±0.9), ‘

자국이 있을 때 의 순 이었으며 가장 스트레’(4.2±0.9) ,

스가 낮은 문항은 아기의 피부가 주름져 있는 것‘ ’(2.9±

이었다1.1) .

아기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 변화와 관련된 스트레스원

중에는 아기를 통증이나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어‘

무기력한 것 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내’(3.8±1.2) , ‘

아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무기력함을 느낄

때 아기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3.7±1.3), ‘ ’(3.5±

아기에게 우유나 젖을 직접 먹이지 못하는1.2), ‘

것 내가 원할 때마다 아기를 안아줄 수 없’(3.4±1.2), ‘

는 것 의 순 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3.4±1.4) ,

낸 문항은 나보다 의료진들이 아기와 더 가깝다고 느껴‘

질 때 이었다’ (2.4±1.5) .

의료진과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스트레스원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아기 상태에 대해 의료진마다 설명이 분분할, ‘

때 가 가장 높았고 의료진들과 충분히 이야’(3.8±0.9) , ‘

기 할 수 없는 것 신생아 중환자실 방문 혹’(3.7±1.0), ‘

은 전화상담 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3.7±

아기에게 시행되는 검사나 처치에 대해 충분히 알1.2), ‘

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주지 않을 때 의 순 이’(3.6±1.1)

었고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많은 의료진들이 나에, ‘

게 이야기 할 때 와 의료진의 설명이 너무 빠’(2.7±0.9) ‘

를 때 이었다’(2.9±1.3) .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에 관한 스트레스원 중에서는

기계에서 갑자기 경종소리가 날 때 가 가장‘ ’(3.5±1.5)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으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

있는 의료진들이 많을 때 문항이 스트레스’(1.6±1.2)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검증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표< 2, 3>.

총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

은 종교유무 아기 상태에 대한 심각(t=2.83, p=.01),

성인지 이었다 즉 종교가 있는 어머(r=.482, P=.002) .

니는 점 만점에 평점 점으로 종교가 없는 어머니의5 2.1

점에 비해 스트레스 점수가 낮았으며 아기 상태가3.5 ,

심각하다고 인지할수록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점수는 증

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정도 종교(F=3.45, p=.04),

환아의 성별 에서(t=2.28 p=.04), (t=2.83, p=.01)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자료수집 당시 아기 입원일,

수 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r=.359, P=.004)

다 즉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은 경우 종교가 없는 경. ,

우 및 환아가 여아인 경우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으며,

아기의 입원일수가 증가될수록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으

로 인한 스트레스 점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의 모습과 행동 및 처치와 관련된 스트레스 영역

에서는 아기와의 첫 대면시기 보육(F=3.52, P=.04),

기 간호 유무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t=2.83, P=.01)

타내었으며 아기 상태에 대한 심각성인지, (r=.303,

및 주당 면회 횟수 에서P=.017) (r=.441, P=.002)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아기와의.

첫 대면시기가 분만직후인 경우 스트레스 점수가 평점

점으로 가장 낮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전에는2.7 ,

평점 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후에는 평점 점으3.3 , 4.1

로 첫 대면 시기가 지연된 경우 아기의 모습과 행동 및

처치와 관련된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또한 보육기 간.

호를 받고있는 경우평점 보육기 간호를 제공받고( =4.1)

있지 않은 경우평점 에 비해 신생아 중환자실 환( =3.4)

경과 관련된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또한 아기 상태가.

심각하다고 인지할수록 주 당 면회횟수가 증가될수록,

아기모습과 행동 및 처치와 관련된 스트레스 점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 변화 영역에서는 아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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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대상 어머니가 인지한 스트레스 정도< 1>

요 인 문 항
평균평점

표준편차( )

평균

(SD)

평균

평점

총평균

(SD)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

신생아 중환자실에 낯선 기계장비가 있는 것1. 2.9(1.4)

16.0

(3.9)

3.2

(0.8)

160.3*

(36.2)

기계에서 나는 지속적인 소음2. 2.9(1.2)

기계에서 갑자기 경종소리가 날 때3. 3.5(1.5)

다른 아픈 아기들의 모습을 보는 것4. 3.0(0.9)

신생아 중환자실에 일하고있는 의료진들이 많을 때5. 1.6(1.2)

아기의

모습과

행동 및

처치

아기에게 복잡한 기계나 관이 달려 있을 때6. 3.4(1.1)

74.4

(11.8)

3.9

(1.5)

아기 피부에 멍든 자국이나 상처가 있을 때7. 4.2(0.9)

아기의 피부가 창백하거나 황달이 있을 때8. 4.0(1.1)

아기가 숨쉬는 것이 평소와 다를 때9. 4.2(0.9)

아기 피부색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볼 때10. 4.2(1.1)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11. 4.3(0.6)

아기가 다른 아기보다 몸집이 작은 것12. 3.1(0.9)

아기의 피부가 주름져 있는 것13. 2.9(1.1)

아기가 인공 호흡기를 달고 있을 때14. 4.5(0.6)

아기에게 주사바늘이나 관이 삽입되어 있을 때15. 3.9(1.1)

아기가 혈관주사나 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 받는 것16. 3.6(1.2)

아기가 고통스러워 보일 때17. 3.7(1.2)

아기가 오랫동안 울고 있을 때18. 3.9(1.1)

아기가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이 보일 때19. 3.8(1.0)

아기가 슬퍼 보일 때20. 3.6(1.0)

아기가 축 늘어져 있거나 허약해 보일 때21. 3.5(1.1)

아기가 갑자기 떨거나 불안정하게 움직일 때22. 3.9(0.9)

아기가 다른 아기들처럼 잘 울지 못할 때23. 3.5(1.1)

치료를 위해 아기 가슴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것을 보는 것24. 3.1(1.3)

아기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

변화

아기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25. 3.5(1.2)

34.1

(10.3)

3.5

(1.4)

아기에게 우유나 젖을 직접 먹이지 못하는 것26. 3.4(1.2)

아기를 돌보는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것27. 3.0(1.3)

내가 원할 때마다 아기를 안아줄 수 없는 것28. 3.4(1.4)

때때로 아기의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29. 3.3(2.0)

아기가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30. 3.3(1.3)

아기를 통증이나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어 무기력한 것31. 3.8(1.2)

아기를 직접 만지거나 안아주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32. 3.1(1.5)

나보다 의료진들이 아기와 더 가깝다고 느껴질 때33. 2.4(1.5)

내 아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무기력함을 느낄 때34. 3.7(1.3)

의료진과

의 의사

소통

의료진의 설명이 너무 빠를 때35. 2.9(1.3)

38.8

(10.1)

3.4

(0.9)

의료진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할 때36. 3.1(1.3)

아기상태에 대해 의료진마다 설명이 분분할 때37. 3.8(0.9)

아기에게 시행되는 검사나 처치에 대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38.

주지 않을 때
3.6(1.1)

의료진들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없는 것39. 3.7(1.0)

많은 의료진들이 나에게 이야기 할 때40. 2.7(0.9)

방문 혹은 전화상담 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41. NICU 3.7(1.2)

아기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내게 연락이 오리라는 확신이 없는 것42. 3.3(1.1)

의료진들이 아기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43. 3.1(1.5)

의료진이 내가 곁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44. 3.2(1.1)

의료진이 아기의 행동이나 요구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45. 3.4(1.3)

환산 평점* = 3.6±0.7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6 2

- 231 -

표 고위험 신생아 및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 차이검정< 2>

특 성 구 분

스트레스 영역

총 스트레스
신생아중환자실환경

아기의 모습과 행동

및 처치

아기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변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평균평점
t, F

값(P )
평균평점

t, F

값(P )
평균평점

t, F

값(P )
평균평점

t, F

값(P )
평균평점

t, F

값(P )

교육정도v

중졸 이하 1.8
3.45*

(.04)

3.2
0.86

(.44)

2.8
.92

(.41)

2.0
3.63*

(.04)

2.7
1.97

(.19)
고졸 2.4 3.6 3.3 2.3 3.1

대졸 이상 3.1 3.8 3.3 3.4 3.6

종 교
유 2,3 2.28*

(.04)

3.2 1.25

(.08)

2.6 .79

(.49)

2.3 .45

(.67)

2.1 2.83**

(.01)무 3.4 3.7 3.0 2.7 3.5

직 업
유 2,7 .22

(.83)

3.2 .34

(.73)

2.3 .69

(.49)

2.8 .04

(.96)

2.7 .71

(.49)무 2.5 3.5 3.1 2.9 3.3

아기와의

첫 대면

시기

분만 직후 3.2
1.54

(.72)

2.7
3.52*

(.04)

2.9
3.37*

(.04)

2.7
2.44

(.47)

3.0
2.04

(.12)
입원전NICU 3.5 3.3 3.2 3.2 3.3

입원후NICU 3.9 4.1 3.9 3.5 3.9

성 별
남 2.2 2.83**

(.01)

3.3 1.86

(.09)

2.7 2.36*

(.03)

2.4 1.09

(.29)

3.0 1.52

(.16)여 3.2 4.1 3.6 3.0 3.7

출생 순위

첫 째 3.4
.15

(.71)

3.9
.04

(.84)

3.6
.29

(.76)

3.6
.24

(.64)

3.6
.00

(.96)
둘 째 3.2 4.0 3.1 3.2 3.5

셋 째 3.1 4.0 2.9 3.3 3.5

임신계획

여부

유 2.6 .46

(.25)

3.2 .64

(.54)

2.4 .21

(.81)

2.7 2.42

(.44)

2.7 2.28

(.52)무 2.9 3.8 3.0 3.6 3.3

진단 명

미 숙 아 3.0

.65

(.59)

3.3

.79

(.51)

4.0

1.07

(.38)

3.0

2.09

(.14)

3.3

1.00

(.44)

신생아 호흡장애 3.6 4.5 4.2 4.7 4.0

2.6황 달 3.3 2.8 3.0 3.1

3.4무 항 문 4.4 4.2 3.7 4.3

선천성 당뇨아 3.4 3.8 2.8 2.6 3.1

수유 경로

경 구 3.1
.13

(.65)

3.3
.34

(.52)

3.1
.19

(.74)

3.2
.24

(.62)

3.2
.02

(.93)
위 관 3.5 3.9 3.4 3.6 3.6

금 식 3.2 3.7 3.1 3.3 3.3

수유 내용

모 유 2.3
.16

(.34)

3.4
.11

(.95)

2.9
.09

(.96)

1.8
1.24

(.32)

2.8
.60

(.63)
우 유 2.6 3.6 3.1 3. 3.3

혼 합 3.1 3.4 3.0 2.8 3.5

보육기 간호
유 2.6 0.30

(.77)

4.1 2.83**

(.01)

4.4 5.60**

(.00)

3.9 4.24**

(.00)

3.7 0.76

(.46)무 2.5 3.4 2.8 2.5 2.8

표 고위험 신생아 및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3>

특 성

스트레스 영역

총 스트레스

값 값r (P )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

값 값r (P )

아기모습과 행동 및

처치

값 값r (P )

아기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변화

값 값r (P )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값 값r (P )

어머니 연령 -.290(.133) -.015(.942) .014(.942) -.225(.335) -.278(.364)

가족평균월수입 .194(.322) -.085(.712) -.086(.664) .035(.876) .020(.954)

아기 상태에 대한

심각성 인지
.054(.793) .303(.017)* .401(.001)* .088(.701) .482(.002)**

주당 면회횟수 .318(.098) .441(.002)** .255(.199) .056(.821) .255(.210)

재태기간 .205(.632) .112(.631) .284(.135) -.394(.047)* .475(.150)

출생시 체중 .023(.915) .282(.221) .288(.155) -.460(.004)** .344(.250)

자료수집 당시

아기 입원일 수
.359(.004)** -.015(.935) .071(.728) .135(.526) .150(.631)

동거가족 수 .165(.400) -.004(.988) -.035(.853) .204(.318) .39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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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면시기 성별(F=3.37, P=.04), (t=2.36, P=

및 보육기 간호 유무 에서 유의.03), (t=5.60, P=.00)

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아기상태에 대한 심각성인지,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r=.401, P=.001)

다 즉 아기와의 첫 대면시기는 분만직후가 평군평점.

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전이 점 신생아 중환2.9 , 3.2 ,

자실 입원 후가 점으로 나타났다 환아 성별에 있어3.9 .

남아가 점 여아가 점으로 남아에 비해 아기와의2.7 , 3.6

관계 및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보육기 간호 유무에서 보육기 간호를 받고있.

는 경우평균평점 점에서 받고 있지 않는 경우평( =4.4 ) (

균평점 점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내었=2.8 )

다 그리고 아기 상태를 심각하다고 인지할수록 아기와.

의 관계 및 부모역할 변화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점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정도

보육기 간호 유무(F=3.63, P=.04), (t=4.24,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아기의 재태P=.00) ,

기간 출생시 체중(r=-.394. P=.047), (r=-.460,

과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P=.004) .

니의 교육정도가 중졸이하는 평균 평점 점 고졸은2.0 ,

점 대졸 이상은 점으로 대졸 이상 어머니들의 스2.3 , 3.4

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기 간호.

유무에서는 보육기 간호를 받는 경우 평균평점 점3.9 ,

받고있지 않은 경우 평균평점 점으로 아기가 보육기2.5

간호를 받고있는 경우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아기의 재태기간 및 출생시 체중이 증가될.

수록 어머니의 의료진과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스트레스

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최저 점 최고 점 평균 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1 , 5 , 3.6

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및 고위험Miles(1989)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최 의 결과에 비해 다소 높(1998)

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 대상 환아들의 경우 의학적 문제

가 없는 미숙아 이외에 호흡장애 선천성 기형 대사장애, ,

환아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요인별 지각된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기‘

의 외모와 행동 및 처치 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

아기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 변화 의료진과의 의사소‘ ’, ‘

통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 의 순 이었다 이는’, ‘ ’ .

오 임 및(1995), (1996) Miles(1989), Miles et

의 연구결과와 일치al.(1992), Affonso et al.(1992)

하였다.

각각의 스트레스 요인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신생아 중

환자실 환경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문항으로는 기계‘

에서 갑자기 경종소리가 날 때 다른 아픈 아기들의 모’, ‘

습을 보는 것 등이었고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문항으’ ,

로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많을 때‘ ’

였다 이는 의 연구에서 신생아 중. Miles et al.(1993)

환자실의 외적 심리적 환경 요인이 어머니들에게 스트,

레스요인으로 작용하며 많은 튜브와 감시장치를 부착하,

고 있는 환아의 외모 기계와 기구들 기계와 기구로부터, ,

나는 소리 많은 의료진 및 다른 부모들을 보는 것 자체,

가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였다 즉. ,

의료진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부모를 간호함

에 있어 신생아 중환자실의 다양한 물리적 환경요소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함을 인식하고 이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 결과라고 사료

된다 따라서 이 제시한 바. Wereszczak et al.(1997)

있는 환아 부모에게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 기계 장비에, ,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지속적인 의료진과의 상호 의

사소통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의 물리적 자극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기의 모습과 행동 및 처치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문항으로는 아기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을 때 아기가‘ ’, ‘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아기 피부색이 갑자기’, ‘

변하는 것을 볼 때 아기가 숨쉬는 것이 평소와 다를’, ‘

때 아기 피부에 멍든 자국이나 상처가 있을 때 아기’, ‘ ’, ‘

피부가 창백하거나 황달이 있을 때 아기에게 주사바늘’, ‘

이나 관이 삽입되어 있을 때 등이었으며 아기의 피부가’ , ‘

주름져 있는 것 아기가 다른 아기보다 몸집이 작은 것’, ‘ ’

등의 문항에서 낮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오 및(1995) Minde(1983), Bremond et al.(1993)

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로서 연구 대상 어머니들은 주로,

아기의 호흡과 관련된 피부 변화 기계의 사용 침습적, ,

처치와 같은 외형적인 아기 모습의 갑작스런 변화에 높

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 (1996)

의 연구에서 정보제공과 지지적 간호를 제공한 결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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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모습과 행동 및 처치 영역의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감소된 점을 고려할 때 고위험 환아의 특성에 관한 포괄

적인 교육 내용이 간호중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아기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 변화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문항으로는 아기를 통증이나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어 무기력한 것 내 아기를 도울 수 있는’, ‘

방법을 몰라 무기력함을 느낄 때 아기와 떨어져 있어야’, ‘

하는 것 내가 원할 때 아기를 안아볼 수 없는 것 등이’, ‘ ’

었고 가장 낮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나보다, ‘

의료진이 아기와 더 가깝다고 느껴질 때 로서 연구 대상’

어머니들은 무력감과 아기를 직접 돌볼 수 없는데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

난 문항으로는 아기 상태에 대해 의료진마다 설명이 분‘

분할 때 의료진들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없는 것 신’, ‘ ’, ‘

생아 중환자실 방문 혹은 전화상담 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 아기에게 시행되는 검사나 처치에 대해’, ‘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주지 않을 때 등이었고’ ,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문항으로는 많은 의료진들이 나‘

에게 이야기 할 때 의료진의 설명이 너무 빠를 때 였’, ‘ ’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위험 환아 어머니들이 환아에게.

제공되는 처치 및 질병의 경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

를 의료인으로부터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의 연구 결과에서 의료진. Miles et al.(1992)

과의 의사소통 영역이 타 스트레스 영역에 비해 스트레

스 정도가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반면 국내 연구최( ,

김 에서는 비교적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1998; , 1999)

내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등 의. Miles (1996)

연구에서 의료진이 고위험 환아 부모에게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이며 타 스트레스 영역에 비해 의료진과의 의사,

소통 영역은 의료진의 노력에 의해 수정 가능한 영역임

을 고려할 때 상담 및 정보제공에 대한 의료진들의 적극

적인 태도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유의성

을 검증한 결과 총 스트레스 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은 어머니의 종교 유무와 아

기 상태에 대한 심각성 인지였다 즉 종교가 있는 어머. ,

니가 없는 어머니들에 비해 스트레스 점수가 낮았고 아,

기의 상태를 심각한 것으로인지 할수록 어머니들이 지각

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스트레스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낸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기와의 첫 대면시기는 아기의 모습과 행동 및 처치

영역과 아기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 변화 영역에서 시기

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Shields-Poё

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로 아기와의 첫 대et al.(1997)

면시기가 빠른 경우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 환아와 어머니의 분만실 및 신생아 중환

자실 입원 전 조기접촉의 기회제공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간호중재 시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

다 아기의 성별에서는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과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스트레

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기 간호 유.

무에 따른 스트레스는 아기모습과 행동 및 처치 아기와,

의 관계 및 부모역할 변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영역에,

서 보육기 간호를 받는 아기들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기의 실제 상태보다는 보육기와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당 면회횟수가 많은 어머니들일수록 아기의,

모습과 행동 및 처치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되었고,

아기 입원일수가 많을수록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Brooten et

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에al.(1988) . Miles et

정 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al.(1992), (1999)

내었는데 이는 과 정 의 연구Miles et al.(1992) (1999)

대상자들은 의학적 문제가 없는 미숙아만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감

소된 반면 본 연구 대상 환아들은 의학적 문제를 동반한

고위험 환아로서 잦은 면회로 인한 아기와의 접촉빈도

증가로 아기의 변화양상을 자주 접하게 되고 입원기간,

이 길어지는 경우 아기 예후와 관련된 불안이 증가되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스트레스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아기의 재태기간과 출생시 체중은 의료진과의 의사소

통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아기의 체중

및 재태기간이 증가될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점수는 감

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hillip(1983), Zabielski

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재태기간 및 출생시(1994)

체중이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있어 주요 변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들에

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물

리적 환경 요소는 물론 환아의 상태 및 특성 질병의 심,

각성에 대한 인지정도 및 다양한 상황적 요소가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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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Blumberg(1980), Miles et al.(1983), Pederson et

al.(1987), Affonso et al.(1992), Catlett et al.

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였다 즉 부모의 스트레스(1994) .

는 아기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

우 오랜 기간동안 부모에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지속되어

자녀의 양육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 계획 시에 고위험 환아의 상태 및 처치절

차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부모들로 하여금

아기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상황적 요소에

의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어

머니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고위험 환아 및

그들의 부모들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년 월 일부터 년1999 5 1 1999 11

월 일 까지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 소재 개 대학부속30 1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의 어머니들로서 연

구에의 참여를 동의한 명 중 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65

절한 명을 제외한 총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3 62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에Miles et al.(1993)

의해 개발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부모의 스

트레스요인 측정도구(Parental stressor scale :

를 저자에게 직접 사용 허락을NICU= PSS : NICU)

받고 본 연구자가 직접 번역하여 타당도 검증을 거친,

뒤 사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문항이며 신생아 중환. 45 ,

자실 환경 아기의 모습과 행동 및 처치 아기와의 관계, ,

및 부모역할 변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개요인 점, 4 ,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으로 나타났다Cronbach's = .93 .α

자료수집은 해당기관의 협조를 얻어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보조원 명간호사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2 ( )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서면승낙서를

받고 직접 설문지를 읽고 기입하게 한 뒤 회수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SPSS/PC+

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 , , ,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t-test, ANOVA, Person .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1. ,

의 평균 연령은 세 였고 교육정도는 고졸 이상30.9 ,

이 명 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명55 (88.7%) . 38

였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를 살펴보면 명(61.3%) . 4

의 어머니만이 직업을 갖고 있었다 경제상태(6.5%) .

로는 평균 가족 월수입이 만원이었다 동거174.8 .

가족 수는 평균 명이었다 어머니의 아기의 심각3.2 .

성에 대한 인지정도는 점 만점에 평균 점이었으5 3.4

며 아기와의 첫 대면시기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후가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분만직후가34 (54.9%) ,

명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전이 명17 (27.4%), 11

의 순 이었다(11.7%) .

고위험 신생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아가 38

명 여아가 명 였고 출생순위는(61.3%), 24 (38.7%) ,

첫째가 명 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 셋째38 (61.3%) , ,

는 각각 명 명 이었다 평균15 (24.2%), 9 (14.5%) .

재태기간은 주였고 명 이 보육기 간33.6 , 46 (74.2%)

호를 받고 있었다 수유 경로는 경구영양이 명. 32

으로 가장 많았고 금식 명 위(51.6%) , 17 (27.4%),

관영양 명 의 순 이었다 출생 시 체중은13 (21.0%) .

평균 이었고 계획된 임신이 명2090.2g , 51 (82.3%)

였으며 자료수집 당시 아기의 입원일 수는 평균,

일 이었다 진단명을 살펴보면 미숙아가 명18.2 . 40

로 가장 많았고 신생아 호흡장애 명(64.5%) , 13

황달 명 선천성 당뇨아 명(21.1%). 6 (9.6%), 2

무항문 명 의 순 이었다(3.2%), 1 (1.6%) .

대상자의 총 스트레스 정도는 최저2. 3.6(±.07 ; 1,

최고 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5) .

요인별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아기의 모습과 행‘

동 및 처치가 가장 높았고 아기와의 관’ (3.9±1.5), ‘

계 및 부모역할 변화 의료진과의 의사’(3.5±1.4), ‘

소통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 의’(3.4±.9), ‘ ’ (3.2±.8)

순 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3.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

타낸 변인은 어머니의 종교유무(t=2.83, p=.01),

아기 상태에 대한 심각성인지 이(r=.482, P=.002)

었다 즉 종교가 있는 어머니는 종교가 없는 어머니.

에 비해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아기 상태가 심각하다,

고 인지할수록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증가

되었다.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6 2

- 235 -

스트레스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의4.

경우 어머니의 교육정도 종교(F=3.45, p=.04),

환아의 성별(t=2.28 p=.04), (t=2.83, p=.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자료수집 당시 아기,

입원일 수 와는 유의한 상관관계(r=.359, P=.004)

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은 경우. ,

종교가 없는 경우 및 환아가 여아인 경우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아기의 입원일수가 증가,

될수록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점

수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아기의 모습과 행동 및 처치와 관련된 스트레스 영역5.

에서는 아기와의 첫 대면시기 보(F=3.52, P=.04),

육기 간호 유무 에서 유의한 차이(t=2.83, P=.01)

를 나타내었으며 아기 상태에 대한 심각성인지,

및 주당 면회 횟수(r=.303, P=.017) (r=.44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P=.002)

었다 즉 아기와의 첫 대면시기가 분만직후인 경우.

가장 스트레스가 낮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후인,

경우에는 아기의 모습과 행동 및 처치와 관련된 스트

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아기가 보육기 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 보육기 간호를 제공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 점수

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아기 상태가 심각하다고.

인지할수록 주 당 면회횟수가 증가될수록 아기모습,

과 행동 및 처치와 관련된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아기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 변화 영역에서는 아기와6.

의 첫 대면시기 성별(F=3.37, P=.04), (t=2.36,

및 보육기 간호 유무 에P=.03), (t=5.60, P=.00)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아기상태에 대한 심,

각성 인지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r=.401, P=.001)

를 나타내었다 즉 아기와의 첫 대면시기가 분만직후.

인 경우 가장 스트레스가 낮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후인 경우에는 아기의 모습과 행동 및 처치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여아 및 보육기.

간호를 받고있는 경우 아기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그리고 아기 상태를 심각하.

다고 인지할수록 아기와의 관계 및 부모역할 변화 영

역에서의 스트레스 점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정도7.

보육기 간호 유무(F=3.63, P=.04), (t=4.24,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아기의P=.00) ,

재태기간 출생시 체중(r=-.394. P=.047), (r=-.460,

P=.004)과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

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은 어머니들에서 보육기 간호,

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기의 재태기간이 증가될수록 출생. ,

시 체중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의료진과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들은 아기의 모습과 행동 및 처치를 포함한

신생아 중환자실의 물리적 환경은 물론 환아 질병의 심

각성과 같은 상황적 요소 부모의 역할변화 및 의료진과,

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

다 특히 아기의 호흡과 관련된 피부변화 기계의 사용. , ,

보육기 간호 침습적 처치 등과 같은 외형적인 아기 모,

습의 갑작스런 변화와 아기를 직접 돌볼 수 없는 데 대

한 무력감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환아의 입원기,

간 등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

생아 중환자실 입원 경험이 환아 어머니들의 정서 및 행

동반응에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앞으로의 부모 자녀 관계-

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환아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은 물론이며 신생아 중,

환자실 입원 전부터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간호중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머니의 스트. ,

레스를 감소시키려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스트레스 요인

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교육과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개

발 및 의료진과 부모와의 효율적 의사소통 체계가 절실

히 요구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가 이,

러한 간호중재 전략을 구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에 대한 추후 연구의 방향과 간호실무 적용

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부모들의 스트레스에1.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규명을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 중심적 고위험 환아 간호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2.

실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스트레스 양상

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간의 경과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변화에 대한 연3.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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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의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유형의 파악을 위한4.

연구가 필요하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간호 시 그들의 부모5.

를 참여시키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의료진의 상담 및 지지가 강조된 중재전략이 어머니6.

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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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 concept : Mother's perceived stress of

NICU patient

A Study on the Perceived Stress

Level of Mother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Kim, Tae Im*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degree of parental

stress level in the NICU patients, and to give a

baseline data in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Subjects were the 62 mother of hospitalized

newborn in NICU of 1 University Hospital in

Taejon City from May 1st, 1999 to November

30th, 1999, who agreed to take part in this

study.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were

Parental Stressor Scales : NICU(PSS:NICU)

developed by Miles et al. and validated by 3

NICU practitioners and 3 child health nursing

faculties. The questionnaire has 4 dimensions

and 45 items; sight and sounds of NICU(5

items), babies' appearance and behavior(19

items), parental role alteration and relationship

with their baby(10 items), communication with

health team(11 items). The questionnaire asks

parents to rate each item on a five-point Likert

type scale that ranges from "not stressful" (1) to

"extremely stressful"(5). Total scores representing

overall stress from the NICU environment are

calculated by summing response to each item. A

high score indicates high stress. A subscale

score is calculated by summing the responses to

* Department of Nursing, Taej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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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item in the subscale. Cronbach's α

coefficients were .93.

The data was analyzed as average, Frequency,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y use of SPSS/PC+.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total perceived stress level score of

mothers was slightly high(3.6±.7). The

highest scored dimension was ‘appearance

and behavior of the baby'(3.9±1.5), and

next were ‘relationship with their baby and

parental role change'(3.5±1.4), ‘communication

with health team'(3.4±.9), ‘sight and

sounds of NICU'(3.2±.8).

2. Two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PSS:NICU total scale ; mother's

perceived severity of the baby's condition

(r=.482, P=.002) and mother's religious

attendance(t=2.83, P=.01). The more the

mother perceive their baby's condition

severe, the higher the total stress score.

There were high stress score noted in the

mother of no religious attendance.

3. Four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NICU environment subscale ;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F=3.45, P=.04),

religious attendance(t=2.28, P=.04), sex of

the baby(t=2.83, P=.01) and NICU patients'

hospital day(r=.359, P=.004). That is

mother with high educational background

and girl baby were high NICU environment

subscale score.

4. Four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ppearance and behavior of the baby

subscale ; when first saw baby(F=3.52,

P=.04), incubator care(t=2.83, P=.01),

mother's perceived severity of the baby's

condition(r=.303, P=.017), number of NICU

visit(r=.441, P=.002). That is, seeing the

baby first in the NICU and recieved

incubator care was very stressful. Also, the

more the mother perceive their baby's

condition severe and more NICU visit, the

higher the appearance and behavior of the

baby subscale stress score.

5. Four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relationship with their baby and

parental role change subscale ; when first

saw baby(F=3.37, P=.04), sex of the

baby(t=2.36, P=.03), incubator care(t=5.60,

P=.00), mother's perceived severity of the

baby's condition(r=.401, P=.001). That is,

seeing the baby first in the NICU and girl

baby was very stressful. Also, the more the

mother perceive their baby's condition

severe, the higher the relationship with their

baby and parental role change subscale

stress score.

6. Three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communication with health team subscale

;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F=3.63,

P=.04), incubator care(t=4.24, P=.00),

gestational age(r=-.394, P=.047), and birth

weight(r=-.460, P=.004). That is, mother

with high educational background and

receiving incubator care were high

communication with health team subscale

score. Also, the shorter the gestational age

and smaller the baby's birth weight, the

higher the communication with health team

subscale score.

In conclusion, information about physical

environment of NICU, the mother's perceived

severity of baby's illness state, maternal role

change related variables and the knowledge of

characteristics of NICU patients must be

included in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of

mother's of NICU patients in reducing the

maternal stress and anxiety lev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