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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모성 역할이란 임신과 분만 그리고 양육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오늘날 모아

건강 관리와 모아 간호 행위의 중요한 목표를 사정하고

중재시 고려되는 주요 개념이다 여성에게 있어 출산에.

따른 일련의 모성역할 개념은 흔히 상황적 발달적 위기,

로 이해되어 왔다.

임신 동안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

인 산전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산전 관리에 따른 다양

한 전문가의 지시를 경험하게 되는데 반해 출산 이후 어

머니와 아기가 퇴원하게 되면 건강관리 체계로부터의 산

후관리가 중지되는 실정으로 아기를 돌보는 것을 포함한

모성 역할을 스스로 습득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Rubin, 1975).

즉 산욕기 산모는 지지 체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모성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지 않은 당황 감과 불안

감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어머니 자신의

신체적인 건강과 나아가서는 모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게 된다 특히 처음으로 어머니가 된 초산모의 경.

우 모성역할 수행에 대한 어려움은 자신의 아기에게 가

졌던 환상이나 꿈이 죄의식이나 노여움으로 발달되어 부

모 됨이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보

고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므로 모성 역할이라는 새로운 역할전환에 직면하

게된 초산모에게 적절한 간호중재가 적극 요청되어 진다.

이는 치료중심의 의료에서 건강을 예방하고 증진하려는

현대 의료의 목적과도 부합된다.

은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 역할을 증Hampson(1989)

진시키는 간호 중재를 위한 방안으로 가정 방문과 지지

그룹 형성 전화 상담 등을 제언한바 있으며 이 혜경, ,

은 모성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중재 가능(1992)

한 요인으로 지지간호를 들면서 전화상담이나 가정방문

을 통한 지지간호를 제언한 바 있다.

산욕기 초산모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지지 간호

가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수

급에 제한이 있어 다양한 대상자에게 지지 적 중재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모성 역할의 지지간호.

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간호 중재가 요구됨으로서

의료 이용의 접근 성 형평성 그리고 비용 효과 면을 고,

려할 때 전문인에 의한 전화 상담이 더욱 일반적이고 효

과적일 것이다.

전화 상담은 의 문헌에 의해 처음으로 간King(1977)

호중재 도구로서 제기된 이래 위기중재나 개인 심리치료,

퇴원 후 추후관리를 위한 중재 모형으로 이용되면서 오

늘날 합리적인 건강 관리 실현을 위한 미래형 간호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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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Melton & Smoyak, 1992).

이러한 추세의 하나로 미국의 경우 위기 중재의 약

이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기 퇴원1/5 ,

환자와 만성 질 환자를 위한 추후 관리로 전화상담이 이

용되어 지고 있다(Donna, 1975).

이는 단지 몇 분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오랜 의료 관행을 대상자 중심의 의료 편의제도로 전환

시켜 의료의 사회적 비용 효과와 의료방문의 합리적인

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재모형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

며 다양한 간호문제를 원 거리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재

택 간호의 모형으로 제언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문헌에서 전화상담을 이용한 간호전략은

아직 간호중재 연구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론적 토대 역시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로 임.

상에서 전화상담을 통한 간호 요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전화 상담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의 국외 문헌(Closson,

외에는 찾아1994; Chen, 1993; MacMillan, 1993)

보기 어렵고 더욱이 국내 연구는 강화자 등 의 외(1996)

래 및 퇴원 환아 부모의 전화 상담 요구와 간호 중재에

대한 조사 연구 외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욕기 초산모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한 지지간호를 제공함으로서 모성역할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 나아 가 대상자 중심이라는 의료의

의식 전환에 따른 개념을 토대로 산욕기 간호를 위한 효

과적인 간호중재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2.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초산모에게 퇴원 후 제공된 전화상담 지지는 모성역할

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가설3.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 가설1

전화 상담 지지를 받은 산욕기 초산모 군은 전화상담

지지를 받지 않은 초산모 군보다 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

감이 높을 것이다.

제 가설2

전화 상담 지지를 받은 산욕기 초산모 군은 전화상담

지지를 받지 않은 초산모 군보다 모성정체감이 높을 것

이다.

용어의 정의4.

모성 역할1)

산욕기 동안 관찰되고 경험한 초산모의 모아 관계에서

일어난 인지적 정의적 속성의 모성정체감과 인지적 운동

적 속성인 신생아를 돌보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1)

신생아의 신체적 정서적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보살핌과 애정 어린 협력을 제공하는데

어머니 스스로 자신을 갖거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성역할 중 신생아를

돌보는 일련의 행동을 의Pharis Self Confidence

의 개 문항을 토대로 박미숙 이 개발한scale 13 (1991)

신생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 점 척도로5

평가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모성 정체감(2)

모성 정체감은 어머니와 영아간의 관리체계에서 어머니

로서의 인식과 정서를 말한다(Walker & Montgomery,

1994).

즉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어머니 자신의 자아 체제 안

에서 이상적인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로 점진적으로 순화

시키고 희망하는 특성이나 바램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황문숙( , 1997).

본 연구에서는 등에 의해 개발되어Osgood(1964)

가 발전시킨 형용사 어휘 구별 척도로 고효정Walker

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해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1996)

하여 측정된 아기 어머니로서의 자기의 대한 평가점수,

를 말한다.

전화 상담 지지(3)

상담 자와 대상자가 전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개별적인

도움관계를 형성함으로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

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

담의 한 형태를 말한다노 혁 본 연구에서는 산( , 1992).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7 4

- 407 -

욕기 초산모를 대상으로 모성역할 획득을 촉진시키기 위

한 목표를 갖고 이루어진 정서적 지지와 정보 적 지지,

를 포함한 전화상담이다 전화 상담은 산욕기 초산모가.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부터 주간 총 회로 구성되었으며3 4

상담 시간은 회 분에서 분 정도로 신생아 돌봄에1 15 30

관한 문제와 산욕기 산모 본인의 간호문제에 대해 적절

한 대처 방법을 제안해 주는 정보 적 지지와 초산모의

모성역할 전환에 따른 정서적 느낌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 느낌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언어적 지지

로 구성되었다.

Ⅱ 문헌 고찰.

모성 역할1.

모성 역할과 관련된 의 개Mothering, Motherliness

념은 양육 행위와 관련된 의미로서 이란 어, mothering

머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신 생물학적 기

능의 수행 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란 아, . Motherliness

이와의 접촉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느낌으로신기철( ,

한 여성이1975; Perdue, Horowitz & Herz, 1977)

아기를 돌봐주고 싶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욕구로

정의한다(Rees, 1980).

과 에 의하면 모성 역할은 개의 요소로Steel Pollak 2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인지적 운동 적 기술을 포,

함한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먹이기,

안아주기 닦아주기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같은, ,

돌봄 활동이 포함되고 다른 하나는 인지적 정의적 기술

이 포함된 정서적인 특성으로 아기에 대한 부드러운 태

도 아기에 대한 인식 아기 욕구에 대한 인식과 같은 어, ,

머니다움을 말한다고 하였다(Bobak, Lowdermilk &

Jensen, 1989).

는 모성 역할 획득을 어머니와 역할Rubin(1967, a)

이 융합된 상태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어머니.

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자녀를 조건 없이 긍정적으

로 받아들이게 되며 자녀를 자신의 분신이 아니고 하나

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게 되며 스스로의 어머니 역할

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어머니의 위치를 수긍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확립이라고 하였으

며 모성 정체감의 지각은 모성역할 담당행위로서 나타난

다고 하였다.

한편 은 어머니다운 감정과 신체적Warrick(1971)

돌봄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모성역할의 획득으로

보아 모성 역할을 정의적인 면과 수단적인 면의 조화로

보고 있다.

은 산욕기 산모의 정체감과 자신감을Sheehan(1981)

재확립해야할 위기의 시기로 역할인식과 역할기대라는

외부적인 요구와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내적 요

구 그리고 이 두 욕구가 새로이 정립된 정체감과 잘 맞,

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모성역할의 획득을 모

성 정체감과 사회적 요구로 정의하였다.

이경혜 도 모성 역할을 모성 정체감과 영아 돌(1982)

보기로 개념적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은 역할 획득을 중심으로 산욕기를 소Rubin(1961)

극 기 적극 기 폭발기로 구분하였다 소극 기는 산후, , .

일간으로 산모는 의존적이고 소극적이며 임신 기간2~3

동안 받았던 그대로의 관심과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적극 기는 산후 일부터 약 일간 지속되며 이. 4 10

기간에는 자신의 요구보다는 아기를 돌보는 일에 초점을

두면서 산모는 더 독립 감을 느끼며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 비판적이고 울기도 하며 좌절한다고 하였다 폭발.

기는 산후 주 후에 시작하며 산모는 사회적으로 다시2

복귀하고 싶은 욕구를 갖지만 아기에 대한 걱정으로 위

축된다고 하였다 또한 모성 역할이란 학습을 통해 습득.

되는 복합적인 사회 인지적 과정이라고 했다.(Rubin,

1967a)

모성 정체감1)

정체감이란 에릭슨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서 성취

와 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

이 변화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보았다.

각 개인은 출생이후 부모 가족을 비롯한 대인 관계,

속에서 사회화 되어가고 자아 발달을 수행해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각자 한국인으로서 자기 여성으로서의 자기, ,

어머니로서의 자기라는 식으로 정체감이 형성 되어간다.

서봉연( , 1975)

은 모성 정체감 핵심에는 개념Rubin(1984) Mother

과 개념이 자리잡고 있어 이 둘은 서로 영향을infant

주는데 임시 동안의 모성 정체감은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자기에 대한 이상형으로 이루어져있고 산욕기의 모성 정

체감은 제 삼자 혹은 숙련된 다른 어머니에게서 자기 아

이를 알게되고 아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를 알게 됨에 따라 모성 정체감은 촉진되고 확고해진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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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2)

는 어머니 역할 획득에Mercer(1981, a; 1981, b)

대한 정의를 모성 정체감에 국한시키지 않고 어머니가

그의 역할에서 자신감을 성취하고 정체감에 알맞은 양육

활동을 확립된 일련의 역할로 통합시켜 어머니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으로 내리면서 영아 기 동안 어머니

역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아 양육 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어머니 역할 획득의 실증적인 최적의 지표로

간주하였다.

신생아의 모성 역할 수행 내용을 보면 아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신체적 건강과 안위를 위한 돌봄 활동들로 구성

되며 신생아 활동 돌봄이란 신생아를 돌보는 행위를 의

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계적 혹은 실제적 측면 즉 수유,

안아 주며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

하기 등 과업 중심적 활동에서의 인지적 및 근육 운동의

기술과 영아 달래기 영아 행동 파악하기 등 정서적 측,

면의 인지적 정서적 기술을 포함한다(Adams, 1963;

Pridham & Chang, 1985).

전화 상담2.

정보화 사회에서 전화는 필수 불가결한 의사 전달 수

단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위기 중.

재와 개인 심리 치료 요법 등 국한 적인 의료현장에서만

이용되어온 전화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의료의 사회적 비

용 효과와 합리적인 건강관리 실현 및 의료 접근성의 편

익 도모를 위한 거시적인 의료 전략의 대안으로 떠 오른

지 오래다강화자 등( . 1995).

전화 상담에 대한 간호 문헌에서의 첫 언급은 년1977

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은 그의 저서에King . King

서 전화 중재는 사례발견과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은 산모의 모유 수행 이행 증진을 위한Chen(1993)

프로그램으로 추후 가정 방문과 전화서비스 프로그램간

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면서 가정 방문 대신

전화 방문 서비스를 이용 할 것을 제언하였다.

은 재활 간호 단위 환자에게 퇴원 후Closson(1994)

주에서 주 사이 추후 간호 전화 상담을 시행한 결과2 6

퇴원후의 재활 환자를 돕는 간호 중재는 안내와 지지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강화자 등 은 외래 및 퇴원 환아 부모를 대상으(1995)

로 의뢰된 전화상담 요구와 간호중재조사 연구에서 전화

방문 상담은 병원 방문으로 인해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

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 중재로 꼽았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초산모 군에게 전화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

지와 정보 적 지지를 제공한 후 초산모군의 모성역할 획

득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

구하였다.

연구 설계1.

본 연구의 설계는 비 동등 성 대조 군 전후 설계에 의

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 대상2.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년 월 일부터 월 일1998 3 20 5 30

까지 서울시내 소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후 퇴원한 초산

모를 대상으로 다음의 선정 기준에 의해 편의 추출하여

임의 할당하였다.

설정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상질식 분만한 초산모 중

임신 및 분만 과정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문제가 없1)

었으며

아기의 체중이 이상이고2) 2.5kg

재태 기간 주의 만삭아를 출산한 초산모로3) 38~42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초산4)

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 년 월 일부1998 3 20

터 월 일 까지 임의 할당한 결과 실험군 명 대조5 30 30 ,

군 명으로 총 명 이였다30 60 .

자료수집방법3.

본 연구의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해당 병실 수간호사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1)

의 취지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진행에 대한 협력과

협조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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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해당 병실에서 대상자 선정2)

기준에 부합된 초산모를 선정하였다.

퇴원당일 연구자는 선정된 대상자가 입원중인 산과3)

병실로 초산모를 방문해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실험 군 대조 군에게 각각

사전 조사로 일반적 특성 모성 정체감 영아 돌봄, ,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였다.

실험처치는 퇴원 후 주 동안 총 회의 전화상담 지4) 3 4

지를 시행하였다 전화상담지지는 도입 단계에서 종.

결 단계까지 회 분에서 분 정도 소요되었다1 15 30 .

사후조사는 전화상담 지지를 시행한 후 주째 시행하였5) 3

다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 조사와 동일한 내.

용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모성정체감과 영아 돌봄 활동(

에 관한 자신감을 외래 간호 단위에서 실시하였다) .

대조 군은 전화상담 지지를 제공하지 않고 퇴원 후6) 3

주째 사전조사와 같은 내용을 외래 간호단위에서 측

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도구4.

본 연구에서 이용한 도구는 일반적 특성 및 모성정체

감과 영아 돌봄 활동에 대한 자신감으로 설문지법으로,

측정하였다.

모성 정체감 측정 척도1)

모성 정체감은 등에 의해 개발된 형용Osgood(1957)

사 어의 구별 척도를 에 의해 어머니로서의 자기Waker

어머니로서의 자기 정체감와 내 아기 아기와의 동일( ) (

시 에 대한 평가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킨 도구를 고 효정)

이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1996) .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내적

일관성 신뢰계수 는 으로 나타났다Cronbach .70 .α

영아 돌봄 활동에 대한 자신감 측정 척도2)

산모들의 영아 돌봄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의 개 항목Pharis Self Confidence Scale 13

을 토대로 박 미숙 이 개발한 문항의 도구를 사(1991) 38

용하였다 영아 돌봄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도.

구의 구성은 안위 및 안전 영아의 행동 수유 위① ② ③ ④

생 관리 목욕시키기 및 기저귀 갈기 건강과 질병의⑤ ⑥

여섯 항목으로 나뉘어 진다 이 도구의 평점 방법은 점. 5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 돌보기 활동에

자신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신.

뢰도를 검증한 결과 내적 일관성 신뢰 계수 Cronbach

는 으로 나타났다.94 .α

전화 상담지지 간호3)

본 연구에서 전화 상담을 통한 지지간호는 정서적 지

지와 정보 적 지지를 포함한 간호 중재이다 본 연구에.

서의 지지 적 전화 상담 도구는 임 지영 이 미숙(1996)

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용 한 도구를 본 연구자에 의해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였다.

지지 간호에 대한 진행 계획은 그림 와 같다2 .

본 연구에서 지지 간호는 연구자가 직접 지지 간호 군

에만 전화를 걸어 대화를 진행하였다.

처음 지지자에 의해 시작되는 도입 단계는 신뢰관계

형성 및 지지욕구의 확인 단계로서 지지자가 초산모에게

퇴원 이후 생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이야기 나누

어 보자고 제안한 후

퇴원하신 이후 어떠셨습니까“ ?”

지금 현재 가장 어렵다고 느끼신 일은 무엇입니까“ ?”

와 같은 개방적인 질문을 실시하여 초산모가 어떤 지

지 적 욕구가 있는지 스스로 표현케 하였다.

다음은 초산모와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전개하는 단계

로서 계속적으로 지지자는 아기 돌봄 활동과 관련된 영

역 그리고 타인산후 조리자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 )

경청하고 감정 이입하는 정보 적 정서적 지지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퇴원하신 이후 아기에게 별 문제가 없었나요“ ?”

아기를 돌보면서 불만스러운 점이나 어려우신 점은“

무엇인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

그림 연구 설계 모형< 1>.

퇴원당일 퇴원 일 퇴원 일 퇴원 일 퇴원 일 퇴원후 일2~3 7~8 13~14 18~19 21

사전조사 차 전화상담 차 전화상담 차 전화상담 차 전화상담 사후조사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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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방법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그렇게 한 결과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

아기를 돌보는 동안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

어디 불편한 곳이 있습니까“ ?”

자신과 관련시켜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

요사이 어머니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

출산 이후 남편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몸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산모와 아기에게 어떻게“

대하시나요?

불만은 없으신가요- ?

도움이 되었습니까- ?

초산모와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는 전과정 동안 초산모

가 표현한 대화 내용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며

아 그랬습니까 아 그랬군요 때문에 걱정이셨“ , ?” “ , ?” “ ~

겠군요 와 같은 언어적 표현으로 어머니의 말을 존중하”

고 이해해 주면서 어머니가 관심을 나타낸 내용을 중심

으로 하여 비판 없이 들어주는 감정이입의 반응을 나타

내었다.

초산모와 상호 작용을 마무리하기 위한 종결 단계에서

는 먼저

다음 기회에 얘기를 계속함이 어떻습니까“ ”

지금까지 진지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으로 대화를 종결짓는다.

종결 단계에서도 초산모의 긍정적 모성역할 행위와 관

련해서는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노력하신 결과입니“ ” “ ” “

다 와 같은 칭찬의 말로 진행하였고 초산모의 부정적인”

모성역할 행위와 관련해서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더 생각해 보” “○○

고 노력해 봅시다 등의 격려의 말로서 진행하였다 지지” .

간호의 절차는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초산모가 인지한 문제를 먼저 공유함으로서

지지간호의 상호작용의 내용과 절차도 상황에 따라 약간

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자료 분석 방법5.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를 이용하여 전산SAS

통계처리 하였으며 연구 변인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험 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1)

산출하였다.

실험 군과 대조군의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2)

특성은 와 로 분석 하였다t-test ²-test .χ

전화 상담에 의한 정서 정보적 지지간호가 초산모의3) ,

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과 모성 정체감에 미치는 효

과를 파악하기 위한 가설 검증은 로Paired t-test

분석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구를 검증하기 위해4) Cronbach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전화상담에 의한 정서 정보 적 지지간호에 의한 초산5)

모의 반응은 간호 기록지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내용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그림 지지 간호 진행< 2>

단 계 차 지지 간호1 차 지지 간호2 차 지지 간호3 차 지지 간호4

도입단계

신뢰관계형성( )

인사 나누기1.

프로그램 안내2.

인사 나누기1.

차지지 간호정리2. 1

인사 나누기1.

차지지 간호정리2. 2

인사나누기1.

차 지지 간호정리2. 3

전개단계

상호작용( )

초산모 자신의 신체적1.

불편감과 관련된 정보적

지지

아기 돌봄 활동과 관련된2.

정보적 지지

초산모의 모성 역할과3.

관련된 인지적 영역의

정서적 지지

타인산후 조리자와4. (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 지지

초산모 자신의 신체적1.

불편감과 관련된 정보적

지지

아기 돌봄 활동과 관련2.

된 정보적 지지

초산모의 모성 역할과3.

관련된 인지적 영역의

정서적 지지

타인산후 조리자와4. (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 지지

초산모 자신의 신체적1.

불편감과 관련된 정보적

지지

아기 돌봄 활동과 관련된2.

정보적 지지

초산모의 모성 역할과3.

관련된 인지적 영역의

정서적 지지

타인산후 조리자와4. (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 지지

초산모 자신의 신체적1.

불편 감과 관련된 정보적

지지

아기 돌봄 활동과 관련된2.

정보적 지지

초산모의 모성 역할과3.

관련된 인지적 영역의

정서적 지지

타인산후 조리자와4. (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정서적 지지

종결단계

마무리( )
차지지 간호정리1 차지지 간호정리2 차지지 간호정리3

차 지지 간호정리4

총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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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1.

초산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1)

실험 군 초산모의 평균 연령은 세 대조군의 평29.17 ,

균 연령은 세였으며 실험 군 대조 군 각각 세29.37 , 26

에서 세 사이의 연령층이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차지30

하였다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실험 군 명 대조 군. 24 ,

명으로 대다수가 고 학력 자였다 건강 상태는 실험22 .

군이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율이 대조 군은86.67%,

가 건강하다로 응답하였다 희망 성별에서는 실험70% .

군 대조 군 모두 남아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였다 반면 실제 아기의 성별에서는 남아의 비율.

이 실험 군 대조 군 를 각각 차지하였다46.67%, 50% .

결혼 기간은 실험군의 경유 최소 개월에서 최고 년7 8 6

개월까지였으며 대조군의 경우는 최소 개월에서 최고, 7

년까지였다5 .

실험 군 대조군의 결혼 기간은 각각 년에서 년 사, 1 5

이가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 생활 만족.

도는 실험군의 대조군의 가 매우 만족하다44.3%, 40%

고 응답하였다.

초산모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실험 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로 비교해본 결과 초산모²-testχ

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실험 군 대조군의 두 집단간의 특성은 동질 하였다

표< 1>.

초산모의 양육 관련 특성2)

초산모의 분만 이후 남편의지지 정도는 실험 군은

대조 군은 가 매우 많이 지지해 준다53.33%, 56.67%

고 응답하였다 산전 영아 돌보기 준비는 실험 군 초산.

모의 대조 군 초산모의 가 준비를 했83.33%, 86.67%

었다고 응답하였다 퇴원이후 산후 조리자가 있느냐는.

질문엔 실험군 초산모의 가 대조 군 가 있90% , 96.67%

다고 응답하였다.

산후 조리자로는 친정어머니가 실험 군 대조 군 모두,

에게 가장 많았다 표< 2>.

가설 검정2.

본 연구에서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정

서 정보적 지지를 적용해 보고 그 효과를 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과 모성 정체감 정도로 분석해보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검정하였다.

표 초산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실수 백분율< 1> ( )

항 목 실험군 대조군 ²χ 값p

연령

세21~25 4(13.33) 1(3.33)

세26~30 17(56.67) 20(66.67) 2.043 0.563

세 이상31 9(30.00) 9(30.00)

교육 정도

고졸 6(20.00) 8(28.87) 0.370 0.542

대졸이상 24(80.00) 22(73.37)

건강 상태

좋은편이다 21(70.00) 26(86.67)

보통이다 8(26.67) 3(10.00) 2.805 0.246

나쁜편이다 1(3.33) 1(3.33)

희망 아이 성별

남 14(46.67) 16(53.33)

여 4(13.33) 3(10.00) 0.320 0.852

상관 없었다 12(40.00) 1(3.33)

실제 아이 성별

남 15(50.00) 13(43.33)

여 15(50.00) 17(56.67) 0.268 0.605

결혼 기간

년 이하1 8(26.67) 6(20.00)

년1~3 15(50.00) 18(60.00) 1.633 0.652

년 이상3 7(23.33) 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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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설1 :

전화 상담 지지를 받은 산욕기 초산모 군은 전화 상담

지지를 받지 않은 초산모 군보다 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

감이 높을것이다는 전화 상담을 통한 정서 정보 적 지지

를 적용한 실험 군에서 대조 군에 비해 영아 돌봄에 대

한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실험군 대조군에 있어서1 ,

사후 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평균 점수를

로 사전 사후간의 차이는 로 각각t-test paired t-test

분석한 결과는 표 과 같다 표3 < 3>.

영아 돌봄에 대한 역할 자신감을 가지 영역별로 나6

누어서 실험 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 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와 같다< 4> .

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 점수에서 처치 전후의 변화

가 큰 영역별로 나눠보면 수유 관리 건강 및 질병 위생, ,

관리 목욕시키기 및 기저귀 갈기와 행동파악 안전 및, ,

안위의 순 이였다 목욕시키기 및 기저귀 갈기의 영역을.

제외한 수유 관리 건강 및 질병 위생 관리 행동파악, , , ,

안전 및 안위 영역은 사전 사후 실험 군 평점이 대조 군

평점보다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한편 목욕시키기 및 기저귀 갈기의 영역은 의 평4.90

점이 로 처치 전후의 평점은 증가되었으나6.67 (1.77)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목욕.

시키기 및 기저귀 갈기의 영역은 언어적지지 중재보다

는 시범 등과 같은 직접 간호 중재가 요구되는 항목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제 가설2 :

전화 상담 지지를 받은 산욕기 초산모 군은 전화 상담

을 받지 않은 초산모 군보다 모성 정체감이 높을 것이다

는 전화 상담을 통한 정서 정보 적 지지를 적용한 실험,

군에서 대조 군에 비해 모성 정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실험 군 대조 군에 있어서2 ,

사후 모성 정체감에 대한 평균 점수를 로 사전t-test

사후간의 차이는 로 각각 분석한 결과는paired t-test

표 와 같다< 5> .

모성 정체감에 대한 가지 영역별로 나누어서 실험2

군과 대조 군의 사전 사후 모성정체감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성 정체감에 대한 가지 영역별로 나누. 2

어서 처치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어머니로서의 자기

표 초산모의 양육 관련 특성 실수 백분율< 2> ( )

항 목 실험군 대조군 ²χ 값p

분만이후 남편의 지지정도

매우 많이 지지해준다 16(53.33) 17(56.67)

대체로 지지해준다 14(46.67) 11(46.67) 2.39 0.303

거의 지지해 주지 않는다 0(0.00) 2(6.67)

산전 영아 돌보기 준비

했다 25(83.33) 26(86.67) 0.131 0.718

하지 않았다 5(16.67) 4(13.33)

퇴원 후 산후 조리자

있다 27(90) 29(96.67) 1.071 0.301

없다 3(10) 1(3.33)

산후 조리자

시어머니 5(16.67) 5(16.670

친정어머니 17(56.67) 17(56.67) 4.267 0.234

파출부 1(3.33) 5(16.67)

기타 7(23.33) 3(10.00)

표 초산모의 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 평균 및 차이 유의성< 3>

실 험 군

평균 표준편차

대 조 군

평균 표준편차
값t 값p

사전 102.23(16.10) 111.37(20.20) 1.9352 0.0578

사후 129.07(12.65) 111.63(16.24) -4.6390 0.0000

전후차이 26.83(17.67) 0.27(20.90) -5.3165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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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감 영역 아기와의 동일시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어, .

머니로서의 자기 정체감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반면 아기와의 동일시 영역은 총 평점은 증가하

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어머니로서 자신의 적합한 역할을 형성하고 아기와

의 동일시 과정이 완성되는 시기를 주로 본4~5

과 박 영숙 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Rubin(1977) (1991)

해주고 있다 표< 6>.

추가 분석3.

전화 상담을 통한 지지간호가 초산모의 모성역할을 증

진시키는 효과는 이미 가설검정에서 확인하였다 이때.

가설 검정에서는 지지간호의 효과를 영아 돌봄에 대한

표 초산모의 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의 영역별 평균 및 차이 유의< 4>

항 목 실 험 군 대 조 군
값 값t p

구 분 평 균 표준 편차 평 균 표준 편차

안위 및 안정

사전 12.00 2.21 12.87 2.40 1.4531 0.1546

사후 13.37 1.13 12.43 2.18 -2.0850 0.0430

전후 차이 1.37 1.99 -0.43 2.10 -3.4106 0.0012

행동 파악

사전 4.73 1.14 5.10 1.295 1.1624 0.2498

사후 6.50 1.36 5.33 1.19 -3.1656 0.0025

전후차이 1.77 1.74 0.23 1.85 -3.3097 0.0016

수유 관련

사전 40. 4 8.27 43.07 7.30 1.3244 0.1906

사후 48.47 5.10 43.40 6.50 -3.3597 0.0014

전후 차이 4.37 3.44 0.83 3.48 -3.9528 0.0002

목욕시키기 및 기저귀 갈기

사전 4.90 1.54 5.23 1.63 0.8135 0.4163

사후 6.67 1.06 6.03 1.43 -1.9515 0.0558

전후 차이 1.77 1.72 0.80 1.79 -2.1361 0.0369

건강 및 질병

사전 19.43 3.33 22.53 5.60 2.6042 0.0117

사후 25.87 3.42 21.13 4.63 -4.5038 0.0000

전후 차이 6.43 4.26 -1.40 5.97 -5.8525 0.0000

표 초산모의 모성 정체감과 평균 및 차이 유의< 5>

구분
실 험 군

평균 표준편차

대 조 군

평균 표준편차
값t 값p

사전 77.50 27.46 80.67 7.87 1.5999 0.1150

사후 83.37 7.56 77.50 8.66 -2.7952 0.0070

전후차이 5.87 9.40 -3.17 11.32 -3.3618 0.0014

표 초산모의 모성 정체감의 영역별 평균 및 차이 유의성< 6>

구분
실 험 군

평균 표준편차

대 조 군

평균 표준편차
값t 값p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감

사전 52.60 5.35 54.17 5.32 1.1365 0.2604

사후 55.90 5.66 50.93 5.34 -3.4594 0.0009

전후 차이 3.30 7.40 -3.23 6.83 -3.5542 0.0008

아이와의 동일시감

사전 24.9 4.18 26.50 3.84 1.5440 0.1280

사후 27.47 4.25 26.57 3.99 -0.8459 0.4011

전후 차이 2.57 5.27 0.07 5.51 -1.7963 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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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과 모성정체감에 대해서만 검증한 것으로 지지 간

호 중에 연구자와 대상자간의 대인 관계 적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 다양하고도 독특한 초산모의 반응과 경험

등은 간과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대상자.

간의 지지 간호 중에 나타난 대인 관계 적 상호 작용을

초산모의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명의 초산모들의 회에 걸친 분에서30 4 15 30

분간의 대인 관계 적 상호작용을 간호 기록 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단계 퇴원후 일후1) 1 ( 2~3 )

박 영숙 의 모성 전환 과정 중 발견 기 초기(1991) ,

의 모성역할 획득 시기 중 적극 기에 해당Rubin(1961)

하는 시기로 이시기의 초산모는 출산직후 전문의료인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지되었던 초산모 본인의 건강 문제와

아기 돌보는 일이 퇴원과 동시에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익숙치 않은 신생아 돌봄과 관련된 수유 문제,

대변 양상 불규칙한 수면 양상 등의 기초적인 정보 탐,

색 산모의 신체적 불편 감과 관련된 정보 탐색 의존, ,

감 역할 전환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등을 경험하게 된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은 다음의 그림 과 같다< 3> .

이시기의 초산모는

이럴 땐 어떻게 과연 하는가“ ?”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

아기의 현 상태는 과연 괜찮은 것인가“ ?”

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 받고 싶어하였고 아,

기 돌보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 및 아기의 생리적 반

응에 대한 정보 적 지지에 집중된 반면 모성역할에 대,

한 의존 감 및 정서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막연한 불안감

에 따른 정서적 지지가 요구된 시기였다 그림< 3>.

단계 퇴원 후 일2) 2 ( 7~8 )

이 시기 초산모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 사회와의 고립,

감 모성 역할과 관련된 양가 감정 그리고 신생아의 돌, ,

봄 영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탐색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은 다음의 그림 와 같다< 4> .

이 시기의 초산모는 아기 돌봄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

제 즉 황달 배꼽을 돌보는 일 수유 관련 문제 수유, , (

양 수유 간격 딸꾹질 트림를 조정할 수 있는 보다 실, , , )

제적 측면의 정보 적 지지를 요구했다 특히 황달과 관.

련해서 병원 방문을 해야 하는지를 조정하는 교육과 안

내의 요구가 많았다.

초산모 본인은 아기 돌보는 일과 관련된 수면 부족과

피곤함을 주로 호소하였다.

초산모 개인의 감정을 아기 돌보는 일과 관련하여 표

현하기 시작하였고 우울하다 든 가 힘들다 든 가 혹은

울고 싶다는 표현이 증가한 시기로 아기와 관련된 구체

적이고도 개별적인 정보 적 지지와 산모의 양가감정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요구되는 시기였다 그림< 4>.

단계 퇴원 후 일 후3) 3 ( 13~14 )

이 시기 초산모는 신생아에 대한 애정 산후 조리 자,

와의 역할 혼동스러움 그리고 신생아의 성장과 관련된,

정보탐색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은.

다음의 그림 와 같다< 5> .

이시기는 아기를 돌보는 전통적인 산후 조리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초산모와 전통적인 산후방식을 고수하려는

산후 조리자와의 역할 갈등이 대두되는 시기로 중재적인

그림 초산모의 퇴원 후 일후의 인지 정서적 경험< 3> 2~3

인지 정서적 경험 반 응

신생아의 돌봄 영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탐색

배꼽은 언제쯤 떨어지나요

배꼽이 안 떨어졌는데 통 목욕을 해도되나요

황달이 심한 것 같은데 병원을 가봐야 하나요

황달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모성역할과 관련된

초산모의 불편 감

아기가 밤낮이 바뀌니까 저도 잠을 못 자게 돼요

아기 돌보는 일이 이렇게 피곤한 일인 줄 몰랐어요

감정조절의 어려움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울고 싶어지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조금한 일에도 서운해서 울어요

모성 역할과 관련된

양가 감정

아기를 보면 좋은데 돌보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아기가 안 먹으려 하니까 속상하고 얄미워요

사회와의 고립감
아무데도 갈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남편이 바쁜것은 이해가 가지만 가끔씩은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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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적 지지가 급증하는 단계이다 즉 지금까지 수동적.

이고 다소 의존적인 모성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아

기를 돌보는 일에 대해 참여하려는 초산모와 전통적인

산후 조리자간에 역할 갈등이 많은 단계이다 이시기의.

초산모는 아기의 구체적인 행동양상을 관찰하고 아기의

이상반응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아기를 돌보는 일에 서

서히 적응하고 아기와 반응하고 동일시하려는 호기심 어

린 정보적 지지가 본격화되는 단계였다 특히 단계의. 2

시기와는 다르게 본인의 우울한 감정을 표현해 내는데

좀더 솔직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하거나 자연스런 반응으

로 수용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후 조리 방식과.

관련된 전통적인 방법에 대한 진지한 정보적 지지와 산

후 조리자와의 역할 갈등에 따른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림< 5>.

단계 퇴원 후 일 후4) 4 ( 18~19 )

이 시기 초산모는 산후 조리자의 곁을 떠나 독립적으

로 아기를 돌보고 사회적으로 복귀하는 시기로 새로운 사

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감 및 기대감 신생아 성정과 관련,

된 기대감과 아기 돌봄과 관련된 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인지 정서적 경험 반 응

신생아의 돌봄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탐색

수유 문제대변 양상( , ,

불규칙한 수면 양상 등)

잘 빨려고 하지 않아요

모유 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밤 낮이 바뀌었어요

잠만 자는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변이 몽글몽글 해요

딸꾹질을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산모의 신체적 불편감과

관련된 정보 탐색

아이가 너무 아프게 젖을 빨아요

수술 부위회음부소독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죠( ) ?

젖몸살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역할 전환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첫아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아이가 너무 작아서 만지기가 두려워요

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나요

뱃속에 있을때는 얼른 나왔으면 했는데지금은 다시,

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의존감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너무 편해요

그림 초산모의 퇴원 후 일 후의 인지 정서적 표현< 4> 7~8

인지 정서적 경험 반 응

신생아 성장과

관련된 정보탐색

아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대천 문은 언제 닫히나요?

신생아에 대한 애정

아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기가 하루 하루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 아기 만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후 조리자와의

역할 혼동스러움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는데 일은 해야할 것 같고.......

옛날엔 이러지 않았다면서 엄마랑 의견이 너무 맞지 않아요...

그림 초산모의 퇴원 후 일후의 인지 정서적 경험< 5> 13~14

그림 초산모의 퇴원 후 일 후의 인지 정서적 경험< 6> 18~19

인지 정서적 경험 반 응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안감 및 기대감

엄마가 내일 집으로 돌아 갈 거예요 남편도 엄마만큼 잘 도와줄 수 있을지. ....

이젠 저 혼자 모든 것을 해야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임신 전 모습으로 돌아 가려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아기 돌봄과 관련된 적응

이젠 적응되었단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마 적응이 되었나봐요

아기가 날 알아 보는 것 같아요

신생아 성장과 관련된

기대감과 정보 탐색

예방 접종은 외래 가는 날 하면 되나요?

모빌을 달아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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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은 다음의 그림 과 같다< 6> .

이시기의 초산모는 산후 조리자에서 서서히 남편으로

옮겨지는 지지 체계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에 대

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시기였다 산모 본인의 외향적.

인 모습에 집중하고 새로이 전개될 남편과의 문제와 사

회 적응을 시도하려는 기대와 불안감이 있는 시기이다.

아기 돌보기에 대한 역할 적응은 일어났지만 산후 조리

자 곁을 떠나 전적으로 아기를 돌보아야하는 불안감에

대한 정서적지지가 요구된 단계였다 그림< 6>.

Ⅴ 논 의.

가설 검증에 대한 논의1.

초산모는 아기의 출생과 동시에 모성 역할이라는 새로

운 역할 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게된다 이에 본 연

구서는 초산모의 모성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로서 전화상담을 통한 정서 정보 적 지지간호를 시행한

결과 모성정체감과 영아 돌봄에 관한 역할 자신감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전화 상담을 통한 정서 정보 적 간호가 초산모의

모성역할증진에 효과적인 간호중재 방안임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지지 간호가 모성 역할에 긍정적인 역

할을 미친다는 등Bee (1986), Crnic(1984), Ruff

의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국내의 선행 연구는(1987) .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정서 정보적 지지 간호를 수행한

연구가 없어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다른 대상자에 적용

한 정서 정보적 지지 간호의 효과김희순 박은( , 1984;

희 임지영 등에서 그 효과가 확인된바, 1992; , 1996)

있어서 본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아 자신감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수유 관련

영역 행동 파악 영역 건강 및 질병영역 위생 관리 영, , ,

역 안정 및 안위 영역은 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이 통,

계적으로 유의 한 증가를 나타난 반면 목욕시키기 및 기

저귀갈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목욕시.

키기 및 기저귀 갈기는 언어적지지 간호보다는 실제적인

시범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화상담을 통한 정서 정보적

지지 외 가정 방문을 병행한 시범 교육이 수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대조군의 경우 사전에 측정한 영아 돌봄에 관한

자신감 영역 중 안위 및 안전영역과 건강 및 질병에 대

한 사전 사후 점수가 오히려 감소됨으로서 임상 현장에

서 추후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산후 교육 내용이 어떻게

수행되어져야 하는지를 시사해준다.

한편 모성 정체감에 대한 영역 중 어머니로서의 자기

정체감 영역은 모성역할 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

를 보였으나 아기와의 동일시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시기가 박 영숙.

모성 역할 전환 중 발견기와 수용 기에 해당하(1991)

는 시기로 초산모의 아기 동일시감이 완성되는 시기를

주로 본 의 연구와 박영숙 의4~5 Rubin(1977) (1991)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추가 분석에 대한 논의2.

본 연구에서 나타난 초산모의 모성 역할 과정 중 아기

돌봄과 초산모의 신체적 불편 감과 관련된 영역은 정보

적 지지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보 적 지.

지는 초산모의 모성역할과 관련된 무력감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서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촉매

적인 효과로 작용하였다 그 동안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

역할을 이끄는 프로그램인 산전 산후교육은 대부분 짧은

기간 동안 일률적이고 단 회 성에 그친 정보 제공에만

그쳤다 이러한 산전 산후 양육교육은 많은 연구에서 상.

반된 결과를 나타났다 이는 양육과 관련된 교육이 시기.

와 개인의 특성 정보의 유형을 규명하지 않은 채 산전,

산후의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으

로 초산모의 모성 역할과 관련된 효과적인 정보제공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초산모가 경험한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토대로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산모의 모성 역할에 대한 인지정서 적 경험은 단1

계에는 익숙치 않은 역할 전환에 따른 불안감이 나타나

다가 단계에는 모성 역할과 관련된 양가 감정 및 소, 2

위 산후 우울을 경험하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하

게되고 단계에서는 모성 역할과 관련된 산후 조리자와, 3

의 역할 혼동스러움을 단계에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4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경험하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산모의 모성 역할과 관련된 인지 정서적 경험에 대한

지지는 주로 정서 적 형태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적절한.

정보 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상호 호혜적인 회환 과정

이 있을 때 더 효과적 이였다 이는 모성 역할에 대한.

정서적 반응 자체가 긍정적인 개념일지라도 그 감정을

다루는 인지적 사고가 방해받는다든지 일상적인 아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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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제한을 받는다면 언제까지 그 감정은 긍정적일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임지영( , 1996).

산후 조리자와의 대부분이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로

이들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산후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반면에 초산모의 경우 현대적 사고 방식으로 인해 산후

조리방식과 아기 돌봄에 관한 경험이 상당한 차이를 나

타냄으로서 초산모는 이에 따른 역할 혼동스러움을 경험

하고 있다 이는 산욕기 초산모와 산후 조리자 모두의.

스트레스 원으로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전문인은 전통

산후 조리 방식에 관한 과학적이고도 진지한 접근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지지의 여러 형태 중 가장 효과적인 지지 체계인

남편의 지지가 우리 나라의 경우 산욕기 초기엔 인위적

으로 차단되거나 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산후

조리자에서 남편으로 지지체계가 바뀌는 주 이후 산모3 ,

와 남편 모두에게 새로운 불안감과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욕기 초기부터 남편의 지지를 유도.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언된다.

결국 모성 역할에 전환에 따른 초산모의 경험은 그 내

용이나 시기 방법의 다양화가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짐으

로서 지지 적 중재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해 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지지 간호의 대상을 남편이나 산후.

조력자로 확대하거나 포함시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지속

적이고 주기적인 정보제공과 감정표현이 적절하다고 보

여진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산모의 모성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화

상담을 통한 정서 정보 적 지지를 실시하여 그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비 동등성 대조 군 전후

설계에 의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였1998 3 20 5 30

고 연구대상자는 서울 시내 소재 삼성 서울 병원 신생아

실에 입원후 퇴원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임의 추출한 결

과 실험 군 대조 군 각각 명으로 총 명이였다, 30 60 .

연구 절차는 사전에 모성 정체감과 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측정하고 곧 실험처치인 전화 상담을 통

한 정서 정보적 지지 간호를 주간 총 회 적용한 후, 3 4

모성 정체감과 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 정도로 다시 측

정하였다 대조 군에는 전화상담을 통한 정서 정보적지.

지 간호를 제공하지 않고 주간 간격으로 사전 사후 모3

성정체감과 영아 돌보기 자신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지지 간호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초산모에게 적합하도록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지의 내용

을 포함하여 조작화 하였고 주간 총 회 분에서3 4 , 15 30

분에 걸쳐 제공하였다.

종속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 도구로 모성정체감

측정 도구는 에 의해 개발된 형용사 어휘 구별척Osgood

도를 고효정 이 번역 수정 보안한 것을 사용했고(1996)

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은 박미숙 이 개발한 척(1991)

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를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SAS

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은 로 검증하였고 전²-testχ

화상담을 통한 정서 정보적 지지의 실험군 대조군의 사

전 사후 차이는 와 로 분석하였다t-test paired t-test .

추가 분석으로는 전화 상담을 통한 지지간호에 의한 초

산모의 반응은 간호 기록지의 자료를 근거로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분석에서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가설 검증은 다음과 같다.

제 가설1. 1

전화 상담 지지를 받은 산욕기 초산모 군은 전화 상담

지지를 받은 초산모 군보다 영아 돌봄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는 실험 군 대조군의 영아 돌봄에 대한 자,

신감의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지

지되었다.

제 가설2. 2

전화 상담 지지를 받은 산욕기 초산모 군은 전화 상담

지지를 받은 초산모 군 보다 모성 정체감이 높을 것이다

는 실험 군 대조군의 모성 정체감 자신감의 점수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지지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전화 상담을 통한 정

서 정보적지지 간호는 초산모의 모성역할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인 간호 중재 전략임이 검증되었다.

오늘날 간호의 장은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협의 간호가 아닌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넘는 다차원적

인 간호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전화상담에.

대한 간호의 역할을 전문적인 시각으로 연구되어질 필요

가 있겠다.

제 언

본 연구를 토대로 모성역할에 대한 추후 연구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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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간호 실무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국내에서 전화상담을 적용한 실험 연구가 없고 본 연1.

구의 대상자가 초산모를 중심을 연구되었으므로 좀더

다양한 연구대상자로 하여 전화 상담에 대한 본 연구

의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의 단계별 초산모의 지지 간호 내용은 현재간2.

호 실무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산욕.

기의 산전 산후양육 프로그램이나 프로토콜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 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와 동일한 실제 연구기간을 달리해서 모성 역3.

할에 적응에 따른 지지 간호를 효과를 규명해 볼 것

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지간호의 대상을 초산모에게 국한하4.

여 제공하였다 초산모의 중요한지지 체계인 산후 조.

리자와 남편을 포함시켜 지지 간호의 효과를 확인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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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Phone counseling, Supportive

nursing, Taking care of an

infant, Maternal identity,

Maternal role.

The Effects of Phone Counseling

on Maternal Role in Primiperous

Mothers

Kang, So-Jeo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phone counseling carried

out to promote the role of the primiperous

mothe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0 to

may 30, 1998.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the mothers

of 60 first bon neonates admitted to and

discharged from Sam-sung Medical Center's

neonatal ward.

Thirty subject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irty to the control

group.

A measure of maternal identity as well as

level of self confidence in taking care of an

infant after giving birth was taken.

Informational supportive nursing was then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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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to the mothers through phone

counseling for a total of four times at 2~3 days,

7~8days, 12~13days and 18~1days after

discharged.

The level of self confidence in taking care of

an infant was then remeasured.

The control group was not provided with

supportive nursing through phone counseling

instead the level of confidence in taking care of

an infant was measured at 3 weeks.

Taking previous study documentary evidence

into consideration the researcher developed a

supportive nursing telephone counseling program

that provided both informational and emotional

support suitable to primiperous mothers.

A semantic differential scale developed

according to Osgood and translated and adapted

by Koh Hyo-Jung was used as the maternal self

identity measurement tool.

The tool used to measure self confidence in

taking care of infant was the developed by Bak

Mi Suk which includes 13 items from Pharis's

self confidence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²-test, t-testχ

and paired t-test.

The result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First hypothesis

The level of self confidence in taking care of

an infant for the group of primiparas who

received phone counseling in the postpartum

period would be higher than that of the

primiparas who did not receive phone

counselling : As the experimental group's level

of self confidence in taking care infa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his hypothesis is accepted

2. Second hypothesis

The level of maternal identity will be higher

for the group of primiparas who received phone

counseling than that of primiparas who did not

received phone counseling As the experimental

group's level of maternal ident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his hypothesis is accepted

In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study as a

whole, it can be concluded that emotional and

informational nursing support provided through

phone counselling is an effective strategy in

promoting the role of new moth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