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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태교는 임부의 몸과 마음가짐이 태아에게 직 , 

간 으로 향을 주므로 태아의 발육과 출생 후의 

성장에 매우 요하다.

우리나라의 통 인 태교에서는 갓 태어난 아

기에게 한 살을 부여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

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태아를 인격체로 보고 있

으며, 태교를 통해 어머니와 태아의 신체  건강

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 아이의 

바른 심성 개발, 재능과 지능 개발, 단정한 외모, 

좋은 습 의 형성, 아이의 장래에 좋은 의미부여, 

남아 출산 그리고 부모역할 습득을 추구하려 하

다(김 옥, 1996). 이는 모-태아 계는 모아 계

가 형성되는 기 의 하나로 간주하여(Bloom, 

1995; Fuller, 1990; Grace, 1989; Reading, et al., 

1984), 태교를 통해 정 인 모-태아 계를 형성

하여 더 나아가 정 인 모아 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 음을 엿볼 수 있다(Muller, 1996). 그러나 

통 인 태교는 어머니가 태아에게 일방향성으로 

노력하는 교육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와 태아와의 계에 한 국내 

연구 에서, 어머니와 태아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김 옥, 1991; 

조동숙, 1987).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인식의 변화

를 언 했을 뿐 어머니와 태아와의 상호작용을 조

작하여 측정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서양에서도 유사한데, 어머니와 태아 사이에 많은 

상호작용이 있으며(Brazelton, 1975; Cranley, 1987; 

Verny, 1981), 방  출산한 어머니의 구체 인 행

동들이 출산 이 의 태아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의 결과임을 나타내주고 있다(Leifer, 1977; Rubin, 

1970). 그리고, Wagner 등(1987)도 태아와 임신에 

한 행동이 분만 후의 모아 상호작용에 한 

조라고 하여 모-태아 상호작용을 모아 상호작용이 

형성되는 기 으로 보고 있다.

Rubin(1984)은 어머니와 아기와의 최 의 상호

작용 시기는 산 기간이라고 하 으며, Slucki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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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은 각각의 모-태아 상호작용은 고유하며 태

아와의 인지된 상호작용이 어머니로 하여  임신

을 실감나게 한다고 하 다. 그리고 태아로부터의 

기의 피드백은 태아의 움직임이며(Rubin, 1984), 

이러한 움직임은 모-태아간 의사소통 형성의 기

가 된다(Carter - Jessop, 1981).

어머니가 태동을 일  경험하는 것은 산  산

후 행동에 정 인 향을 다(Lumley, 1982; 

Reading, Cox, Sledmere & Campbell, 1984). 그러

므로 태아의 움직임에 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증

가시키는 간호 재가 모-태아 상호작용과 모- 아 

상호작용에 정 인 향을 미치리라 측할 수 

있다. 

임신 5개월이 지나면 태아가 오감 즉, 청각, 

각, 미각, 시각, 후각을 느끼게 된다. 태아가 느끼

는 오감 에 가장 요한 것은 청각이다. 그 이

유는 임신 기간  어머니가 태아에게 따뜻하게 

들려주는 음성이나 말 즉, 태담이 태아의 청각을 

통해 자극되어 태아의 뇌를 자극하고 세포나 회로

를 비약 으로 증가시켜 아기의 지 능력, 창조성, 

정신 인 면의 발달과 더불어 성격형성에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박문일, 1999, 2001; 시치

다 마코트, 1999).

그런데 발성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수단

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아가 주  환경을 이해하

는 데에도 도움을 주므로(조연순  이 , 1997), 

기 모아 상호작용 시에 어머니의 발성 부족은 

발육지연의 험을 래할 수 있다(Maekay, et 

al., 1989). 이러한 이유로 어머니의 음성이나 말을 

통한 태담은 여러 측면의 태아의 성장발달은 물론 

태아의 움직임도 유도하고 출생 후 아가 환경을 

인식하는데도 도움을 다.

태아의 피부감각은 임신 8주 째 완성되어 양수 

속에서 약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자궁수축에 의한 

각  자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그러한 어머

니의 생체리듬이 태아의 뇌에 달되어 뇌를 자극

시킴으로써 태아의 뇌발달을 진한다(박문일, 

2000). 그리고 산모가 자신의 배를 쓰다듬을 때  

태아가 자신의 손가락을 빠는 것이 음 를 통해 

자주 발견되었다. 이것은 산모의 정서가 그 로 

태아에게 달된 결과로서 태아는 스스로 손가락

을 빨고, 손가락을 빨므로써 자신의 피부를 자극

하고 있는 것이다(박문일, 2001).  

그러므로 양방향성의 모-태아 반응성을 증가시

키기 해 어머니의 음성이나 말을 이용한 청각  

자극과 어머니가 자신의 배를 쓰다듬는 등의 각

 자극을 이용한 간호 재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모-태아 상호작용에 한 국내. 외 연구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와 태아와의 계를 

다룬 연구는 비교  은 편이다(김기 , 2000; 김

옥, 1991; 김 옥, 1996; 정 숙, 2001; 조동숙, 

1987). 그리고 외국에서도 어머니와 태아와의 계

에 한 연구는 모-태아 애착과 련하여 연구되

어 왔으나(Broussard & Rich, 1990; Carson & 

Virden, 1984; Carter - Jessop, 1981; Cranley, 

1984; Davis & Akridge, 1987; Gaffney, 1986, 

1988; Grace, 1989; Heidrich & Cranley, 1989; 

Kemp & Page, 1987; Lederman, et al., 1979; 

Leifer, 1977; Lindner, 1984; LoBiondo-wood, 

1985; VandeCarr & Lehrer, 1988.), 부분 간호

재로서의 각  자극은 일방향성이며, 태담이라 

볼 수 있는 어머니와 태아와의 화를 언 하고 

있지만 어머니와 태아와의 화에 한 조사연구

(Glover, 1984: Rees, et al., 1999)가 있을 뿐이다. 

즉, 어머니의 음성을 통한 태담을 간호 재에 포

함시켜 그 효과를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양방향성의 상호작용은 일방향성보다 

어머니의 민감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Turley, 

1985), 태아가 움직일 때마다 어머니의 음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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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담과 각  자극을 제공함으로 태아의 움직

임에 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증가시켜 태아의 반

응에 향을 미치게 하는 양방향성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검정할 필요성이 두되었다. 

한편, 모- 아 상호작용은 놀이와 수유 상황, 목

욕 시 등 여러 측면에서 찰 측정할 수 있으나

(권미경, 1998; Wendlend - Carro et al., 1999), 임

신  어머니와 태아와의 상호작용은 상상과 놀이

성 있는 행동으로(Leifer, 1977), 어머니와 태아와

의 상호작용은 수유나 목욕시보다 놀이 시에 더 

잘 반 될 수 있다고 본다. 

임신기간 동안의 태아에 한 감정과 출생 후 

아기에 한 감정간의 높은 상 계가 있으며

(Leifer, 1977), 이러한 감정이 산후 2개월에 걸쳐 

지속된다(Hardy & Hardy, 1978). 그리고 산후 4-6

주에는 모아 계가 안정되는 가장 민감한 시기이

다(Ainsworth, et al., 1971).

그러므로, 본 연구는 태아의 움직임에 한 어

머니의 민감성을 증가시키기 해 태담과 각 자

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을 용하여 

출산  모-태아 상호작용과 출산 후 4～6주에 모

- 아 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하 다.

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이 모-태아 상호작용  

모- 아 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1)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을 개발한다.

2)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이 모-태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를 규명한다.

3)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이 모- 아 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3. 연구 가설

제 1 가설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을 용한 실험군은 용하지 않은 조군

보다 모-태아 상호작용 정도가 높을 것이다. 

제 2 가설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을 용한 실험군은 용하지 않은 조군

보다 모- 아 놀이 상호작용 정도가 높을 것이다.

제 1 부가설

  실험군은 조군보다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

동반응 정도가 높을 것이다.

제 2 부가설

  실험군은 조군보다 아의 상호작용 행동

반응 정도가 높을 것이다.

제 3 부가설

  실험군은 조군보다 모- 아의 동시  상호

작용 행동반응 정도가 높을 것이다.

4. 용어 정의

1) 태담

태담은 임신  어머니 는 아버지가 자궁 속

의 태아에게 따뜻하게 들려주는 음성 는 말을 

말한다(박문일, 2001).

본 연구에서의 태담은 태아의 움직임이 느껴지

면 짧게, 어머니의 감정을 듬뿍 담아서 태아와 다

양한 체험에 해 이야기를 나 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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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자극

각은 피부의 표면에 외부의 것이 닿아서 느

껴지는 감각이며, 자극은 생물에 작용하여 그 상

태를 변화시키거나 흥분시켜 어떤 반응이나 작용

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므로(이승녕 외, 1994), 

각 자극은 피부의 표면에 외부의 것이 닿아서 그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흥분시켜 어떤 반응이나 작

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각 자극은 어머니가 자신의 

배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르거나 부드럽게 쓰다

듬으며 아기의 부 와 자세를 느껴보는 것을 말한다. 

3)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이란 태아의 움직임에 한 어머니의 민감

성을 증가시켜 정 으로 모-태아 상호작용이 증

진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수행되는 교육 로그램

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태아 상호작용의 요성, 태

담과 각  자극의 요성, 태아의 능력  임신

단계에 따른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

용 과정에 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여 임신 3～4

개월의 임부에게 첫 태동 시부터 분만 까지 

매일 어머니가 휴식하는 동안 태아가 움직일 때마

다 태아에게 말을 하면서(아기가 배를 차네 
등), 복부를 쓰다듬거나 태아의 신체부 를 만짐으

로 태아의 행동을 느끼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4) 모아 상호작용

(1)모-태아 상호작용

모-태아 상호작용이란 양육과 심을 얻기 해 

확신을 심어주거나 조작하려는 시도이거나 혹은, 

돌 을 제공하기 해 안심시키거나 진정시키려는 

시도로서 어머니의 말, 정서, 태도 그리고 인

계 략을 포함한다(Nelson, 1997). 

본 연구에서의 모-태아 상호작용은 Fazio(1993)

의 자신에게 하는 말에 한 질문지(Self-Talk 

Questionnaire)를 수정한 Nelson 과 Fazio(1995)의 

태아에게 하는 말에 한 질문지(Talking to Your 

Baby)로 측정한 수를 말한다. 이 질문지는 18문

항의 5  척도로 측정한 수를 말한다. 수가 

높을수록 모-태아 상호작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모- 아 놀이 상호작용

모- 아 놀이 상호작용이란 어머니와 생후 4～6

주된 아와의 생물 , 무생물  혹은 사회  자

극과 더불어 수유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

아의 일련의 상호작용행동 반응  조정을 의미한

다(하 수, 1986; Walker, Crain, Thompson, 1986). 

본 연구에서는 Price(1983)의 수유시 상호작용을 

한 모- 아 응 척도(Maternal-Infant Adaptation 

Scale)에 근거해서 Thompson, Baird, Goodman 과 

Bryant(1986)가 개발한 척도로 측정한 수를 말

한다. 5-10분간의 구조화되지 않은 놀이상황에서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 패턴, 아의 상호작용 

행동 패턴, 모- 아의 동시  상호작용 행동 패턴

을 말한다. 

Ⅱ. 이론  틀

본 연구의 이론  틀은 Blumer(1969)의 상징  

상호작용 이론과 Barnard(1986)의 모- 아 상호작

용 모델에 근거하여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이 모-태아 상호작용  

모- 아 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거가 되는 이론  틀을 구성하 다.

상징  상호작용 이론에 의하면, 자극은 반응을 

불러일으켜 산물이 나오 게 된다. 즉, 한 행 자가 

부여한 의미를 가진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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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자극을 주며, 다른 행 자는 그 의미에 

근거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각 행 자들은 상호

작용과정 동안 다른 행 자에 의해 사용된 상징과 

행동을 해석함(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행 자

를 고려하게 된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유지되

는 것은 행 자들이 공유된 의미체계를 소유하고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상징  상호작용이론을 모-태아 상호작용에 

용시키면, 어머니와 태아는 하나의 상호작용 단

로서 어머니가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을 사용하여 

태아에게 자극을 주며, 태아는 움직임으로 반응을 

나타낸다. 즉, 어머니와 태아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 에 의해 사용된 상징과 행동을 해석함(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상 에게 반응하게 된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유지되는 것은 어머니와 태아가 공유

된 의미체계를 소유하고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 

한, 태아와 임신에 한 행동이 분만 이후의 

모아 상호작용에 한 조이므로(Wagner, et al., 

1987), Barnard의 모아 상호작용 모델을 임신기간

의 모-태아 상호작용 과정에 용하여, 모-태아 상

호작용에 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포함한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이 

모-태아 상호작용  모- 아 놀이 상호작용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Barnard(1986)는 모- 아 상호작용 모델에서 어

머니와 아는 각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그리고 

모- 아 상호작용은 각 개인의 특성에 의해 향

을 받는다.

어머니의 특성으로 아의 신호에 한 민감성

과 보챔에 한 달램  성장발달을 진하는 상

황을 제공하는 역할을 제시하 고, 아의 특성으

로는 어머니에게 욕구를 분명히 나타내는 신호의 

명료성과 어머니에 한 반응을 제시하 으며, 이

들의 특성이 상호 작용하여 서로의 행동을 조 하

고 수정하게 된다고 하 다. 

어머니가 태아를 처음으로 지각하는 시기는 첫 

태동을 느낄 때이며(Rubin, 1976), 이러한 태아의 

움직임은 이 시기의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이 되므

로(Glover, 1984), 어머니의 특성으로는 태아의 움

직임에 한 민감성  태아에 한 반응이, 아

의 특성으로는 태아의 움직임의 명료성과 어머니

에 한 반응이 포함된다. 이러한 임신 기간  

어머니와 태아와의 상호작용은 분만 이후의 모아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며(Wagner, et al., 1987), 

한 생후 첫 1년간의 모- 아의 상호작용은 아

의 인지 , 정서 , 사회  발달을 좌우하게 된다.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은 태아가 움직일 때마다 어머니가 용하

게 함으로써, 어머니는 태아의 움직임  반응을 

유도하여 태아의 반응성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어

머니가 자신의 복부를 쓰다듬거나 태아의 신체부

를 만짐으로써 어머니가 태아의 움직임을 더 잘 

지각하도록 어머니의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한 

태아가 움직임을 멈추고 조용히 있게 되는 기민 

상태의 효과를 높이게 되어 태아의 자극에 한 

명료한 반응을 증진시켜 모-태아 상호작용을 증진

하게 된다. 한 분만 후 어머니와 아는 놀이 

시에도 아의 신호에 한 어머니의 민감성 증가

로 아의 신호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어 모-

아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게 되므로, 이는 아의 

성장발달을 진하는 요한 요소가 된다고 본다.

모- 아의 상호작용은 놀이 상황에서 쉽게 찰

될 수 있으므로, 이 때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반

응, 아의 상호작용 행동반응  모- 아의 동시

 상호작용 행동반응으로 측정하여 평가하 다.

모- 아의 상호작용 증진 효과로 인해 궁극 으

로는 아의 성장발달을 진시키는 정 인 효

과가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을 독립변수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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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

어머니의 특성 

- 태아의 움직임에 한 

  민감성

- 태아에  한 반응

  태아의 특성   

- 움직임의 명료성

- 어머니에 한 반응 

모- 아 놀이 

상호작용

-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반응

- 아의 상호작용

  행동반응

- 모- 아의 동시

  상호작용 행동반응

아

성장발달

 어머니의

자극(말, 각)과 

반응

태아의

태동/움직임과 

반응

모 - 태아 상호작용

〈그림 1〉 본 연구의 이론  틀

고 모-태아 상호작용과 모- 아 놀이 상호작용을 

종속변수로 보았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

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이 모-태아 상호작용 

 모- 아 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기 한 이론  틀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Ⅲ.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태담과 각 자극의 모- 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기 한 

유사실험 연구로 비동등성 조군 사후설계이다

〈그림 2〉.

사 조사 처치 사후조사

실험군 X Ye2

조군 Yc2

X :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

<그림 2> 본 연구의 설계 모형

2.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K시에 소재하는 3개의 종

합병원과 1개 산부인과 문 병원을 방문한 임

부로서 다음과 같은 선정기 에 의하여 표집하

다.

1) 어머니의 경우는 임신 3-4개월된 임부로서 

연구기간 동안 합병증이 없고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허락한 자. 

2) 아기는 상 임부의 아기로서 재태기간이 

37주 이상이고, 체 이 2,500g 이상이며, 선

천성 기형이나 출생 후 합병증이 없으며 

Apgar 수가 5분에 8 이상인 아기.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군은 40명, 조군은 49

명이었으나 이사, 유산, 조산, 기형, 산후 합병증

(산후 우울, 고 압 등)으로 최종 으로 연구에 참

여한 상자는 실 군 26명, 조군 24명이다.

 

3. 실험처치: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

1) 처치

실험처치는 태동 인 임신 3～4개월의 임부

에게 1회로 20～30분간 개별 으로 교육하여, 태

동 후 분만 까지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을 용하게 하 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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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 내용

단계 시 기 내 용 방 법

기단계 임신5～6개월 발차기 반응놀이

1단계:

아기가 배를 찰 때

엄마 : ‘아기가 배를 차네’라고 정확한 발음으로 상냥하게 말을 하면서 

아기가 찬 곳을 가볍게 톡톡 두드린다.

2단계:

아기가 찼던 반  장소를 엄마가 ‘발로 차네’ 라고 말하면서 가볍게 두

드린다. 그러면 아기는 엄마가 두드린 장소를 힘차게 찬다. 다음에는 배

의 윗부분 아랫부분등 장소를 옮겨가며 ‘발로 차네’ 라고 하면서 두드려 

본다. 그러면 아기는 정확하게 엄마가 두드린 장소를 발로 찰 것이다. 

이 놀이는 하루에 두세번 하는 것이 좋다. 

후기단계 임신 7개월～분만
화로 

함께 하는 놀이

1단계:

아기의 움직임이 느껴지며 엄마는 일상의 인사부터 시작한다. 짧은 말이

지만 엄마의 감정을 듬뿍 담으면 더욱 효과 이다. 자신의 행 에 따른 

아기의 움직임에 한 인식을 하도록 노력하면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

으며 아기의 부 와 자세를 느껴본다. 다음에는 아기와 다양한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한 이야기를 나 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즐거

운 느낌을 들려 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즐거운 엄마의 감정을 그 로 

표 한다.

2단계:

간단한 놀이를 한다.

오른쪽 배를 오른 손가락으로 가볍게 른다. 다음에는 왼쪽 배를 왼쪽 

손가락으로 가볍게 른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 아기는 손가락으

로 린 곳에 손이나 다리를 거나 릴 때 다리로 차거나 하며 반응

할 것이다. 두세 번 연속해서 리드미컬하게 배를 가볍게 두드려 본다. 

당신이 두 번 두드리면 태아도 두 번 발로 차거나 하면서 반응을 보내

올 것이다.

고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의문 에 한 상담을 

하기 해 2주 간격으로 화를 하 다. 

 

2)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 내용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의 내용에는 로그램의 반 인 안내, 모-

태아 상호작용의 요성, 태아의 능력, 태담과 

각 자극 그리고 임신 단계에 따른 태담과 각 자

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과정이 포함되었다.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3)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 용

임신 3～4개월의 임부가 산 간호를 받기 

해 내원했을 때, 본 연구자가 제작한 교육용 책자

인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별 으로 20～30분간 교육하

다. 교육방법은 Barnard(1978)의 4가지 교육단계

(사정, 정보의 교류, 수행, 피드백)에 맞추어 진행

하 다.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은 모-태아가 하나의 상호작용 단 로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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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움직임이 느껴지면 어머니는 태아에게 화

를 하면서 각  자극을 제공하고, 태아는 움직

임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태아에게 편안함을 제

공하고 뇌발달을 진하여 지 , 창조 , 정신  

발달을 도모할 뿐 아니라 어머니와 태아와의 유

감을 형성  하는 요한 것임을 설명한 후, 첫 

태동 시부터 분만 까지 매일 어머니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태아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용

하여 모-태아 상호작용에 따른 반응에 주의하도록 

지시하 다. 2주 간격으로 태담 심의 상호작용 

증진 활동에 한 수행정도를 화로 확인하 으

며, 분만 후 4～6주 째에 가정방문 하여 모- 아의 

놀이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촬 하 다. 

4. 측정도구

1) 모-태아 상호작용 척도(Mother-Fetus 

Interaction Scale, MFIS)

본 도구는 Fazio(1990)의 Self-Talk Questionnaire 

를 Nelson 과 Fazio(1995)가 수정한 것을 번역하

여 간호학과 교수 2명, 문과 교수 2명, 국문과 

교수 1명 등 문가에게 문항에 한 타당성과 우

리말에 한 합성을 검토하여 작성하 다

본 도구는 어머니와 태아와의 상호작용과 그 

상호작용에 한 어머니의 신념에 한 내용인 1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  18 에서 최고 88 의 

범 를 가지며, 수가 높을수록 모-태아 상호작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Nelson 과 Fazio(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1 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6 이었다.

2) 모- 아 놀이 상호작용 척도(Mother - 

Infant Play Interaction scale, MIPIS)

본 도구는 건강한 산모와 생후 4～6주 된 아

의 놀이 상호작용을 비디오 테이  혹은 직  

찰한 것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평  척도이다. 

모- 아 놀이 상호작용척도는 어머니의 상호작

용행동, 아의 상호작용행동 그리고 모- 아 동시

 상호작용행동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하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모- 아의 

상호작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Thompson, Bairds, 

Goodman  Bryant(1986)의 연구에서 임부의 

경우, Cronbach's α= .88, 경산부의 경우, 

Cronbach's α=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 .96 이었다. 

3) 스트 스 척도 

(1) 사회재 응평가척도(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SRRS)

본 도구는 Holmes와 Rahe(1967)가 개발한 것으

로서, 인간 생활 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에서

도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사건을 사정하

기 한 것으로 연구자가 번안하고 간호학 교수 2

명과 문과 교수 2명, 국문과 교수 1명이 문항 

수정과 내용 타당도를 검토한 후 사용하 다. 최

 40 에서 최고 1360 의 범 를 가지며, 수

가 높을수록 스트 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Holmes와 Rahe(1967)의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 .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 .67 이었다. 

(2) 최근생활경험척도 (The Survey of Recent 

Life Experiences, SRLE)

본 도구는 Kohn 과 Macdonald(1992)가 개발한 

것으로 사람들이 매일의 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사소한 스트 스원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것이

다. 즉 사회   문화  어려움, 일과 시간에 

한 압박, 재정, 사회  수용성 그리고 사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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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본 도구는 연구자가 번역하고 간호학 교

수 2명과 문과 교수 2명, 국문과 교수 1명이 문

항 수정과 내용 타당도를 검토한 후 사용하 다. 

41문항의 4  척도로 최  41 에서 최고 64 의 

범 를 가지며,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Kohn 과 

Macdonald(199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이었다. 

4) 정서 척도(Differential Emotions Scale-

Ⅳ, DES-Ⅳ) 

본 도구는 Izard 등(1993)이 개발한 것으로, 연

구자가 번역하고 간호학 교수 2명과 문과 교수 

2명, 국문과 교수 1명이 문항 수정과 내용 타당도

를 검토한 후 사용하 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정서가 

정 임을 의미한다. 

Izard 등(1993)의 연구에서 검사 - 재검사 신뢰

도는 2개월, 3개월 간격으로 실시하여 r = .50 ～  

.80의 상  계를 보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 .90이다. 

5) 상태-기질 불안 척도

본 도구는 Spielberger 등(1970)이 개발하고 김

정택(1978)이 번안한 것으로, 지속되는 성격 특질

인 불안 정도를 사정하기 한 것이다. 이 도구는 

상태 불안, 기질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0문항의 4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정택(1978)에 의한 도구의 신뢰도는 기질불안 

Cronbach's α= .86, 상태불안 Cronbach's α= .87

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기질불안 Cronbach's 

α= .84 , 상태불안 Cronbach's α= .94 다. 

5. 연구진행 차

1) 모- 아 놀이 상호작용 측정과 분석을 한 

연구자 훈련  연구자간 신뢰도 사정

측정  분석 찰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연

구자  연구조원의 훈련을 실시하 다. 연구조원

은 10년간 산부인과 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로서 재 석사과정 에 있으며 연구자와 함께  

모- 아의 놀이 상호작용척도(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Scale, MIPIS) 사용을 한 행동분석에 

한 훈련을 받았다.

훈련기간은 2000년 3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8주간이었으며, 시간은 주당 4시간씩 총 32시간이

었다. 모- 아 놀이 상호작용 측정  분석에 한 

연구자간의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3인의 연구자

간의 일치율은 93.0% 다

2)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 개발과정

(1) 교육용 책자 제작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 1999년 8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한태교연구회의 심포지움과 그 외 태

교에 한 강연에 참석하 으며, 선행연구들

(Nelson, 1997; Carter-Jessop, 1981; Lindgren, 

1997; Glover, 1984; Jacque, 1995)과  련 문헌

(김창규, 박정순, 2000; 지쓰코 스세딕, 1999; 

Nelson, 1997; Verny, 2000; Verny & Kelly, 1981 

)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정리하여 교

육용 책자를 만들었다. 

(2) 비조사

측정 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측정 방법의 

성( : 비디오 촬 시간 등) 그리고 연구진행의 

실행 가능성과 제한 을 확인하기 해, 2001년 1

월 30일에서 2월 5일까지 1개 종합 병원에서 산  

진찰을 받기 해 내원한 임신 3~4개월의 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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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을 선정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 

작성과 본 로그램 교육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

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5분 소요되었으며 본 

로그램 교육에는 20~30분이 소요되었다. 그 

임부들이 임신 36~38주 되었을 때, 연구자가 가정 

방문을 하여 설문지(모-태아 상호작용)를 작성하는 

데에는 약 5분이 소요되었다. 한 분만 후 산

모와 신생아 5 을 4주(1 ), 5주(3 ), 6주(1 )에 

각각 가정 방문하여 놀이 시 모- 아의 상호 작용

을 비디오로 촬 하는 데에는 평균 8분이 소요되

었으며, 비디오 촬  결과 놀이 시 모- 아의 움직

임이 한꺼번에 잘 보이도록 할 것과 아와 어머

니의 얼굴 표정이 잘 보이도록 촬  각도를 다양

하게 조정하기로 하 다.

비조사 결과, 특히 조군의 가정방문과 비디

오 촬 을 꺼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조를 얻기 해 조군에게도 촬  후 아동 양

육을 한 내용을 교육해 주기로 하 으며 상자 

모두에게 아용 옷을 증정하기로 하 다.

3) 본 연구의 실험 차와 자료수집 

일차 으로 연구자가 K시에 소재하는 3개의 종

합병원과 1개의 산부인과 문병원의 기 장, 산

부인과 과장, 간호부장, 외래 수간호사 등을 만나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조를 요청하여 승낙을 받

았다.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2001년 1월 30일에서 

12월 20일까지 실시하 다.  

4개의 연구 상 병원의 산부인과 외래 간호사 

1명과 연구조원이 차트를 통해 K시에 거주하면서 

임신 3-4개월에 산  진찰을 받기 해 내원한 

임부 에서 연구 상자 선정기 에 부합하는 

상자를 선정하 다. 먼  조군은 연구 목 을 

설명하고, 본 연구의 종속 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 스트 스  불안 정도를 측정하 다. 

임신 36~38주에는 연구조원이 가정 방문하여 설

문지를 배부  회수할 것임과 분만 후 4~6주에 

모- 아 놀이 상호작용을 찰하기 하여 가정 

방문할 정임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실험군은 임신 3～4개월에 산 진찰을 받기 

해 내원한 임부에게 종속 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 스트 스  불안 정도를 측정하고, 

개별 으로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에 한 교육을 20～30분씩 실시하

다. 그리고 태동 후 2주 간격으로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해 화할 것이며 임신 36~38주에는 

가정 방문하여 연구조원이 설문지를 배부  회수

할 것임과 분만 후 4~6주에 모- 아 놀이 상호작

용을 찰하기 한 가정방문 정날짜를 알려주

고 동의서를 받았다.

가정방문을 하기 해 산후 4주 째 화로 편

리한 방문일자와 시간을 확인한 후 연구자와 연구

조원이 함께 방문하여 수유 후 아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비디오로 5～10분간 모- 아의 놀이 시 

상호작용을 촬 하 다. 방문시 아가 자는 경우

에는 기다렸다가 깬 후 촬 하고, 깨지 않을 때는 

다음 날 재차 방문하 다.

모- 아의 놀이 상호작용 분석은 실험군과 조

군을 구별하지 않고 촬 한 비디오 테이 를 보면

서 연구자와 연구 조원이 함께 분석, 채 하 다. 

채 이 끝난 후 일치되지 않는 항목에 하여는 

다시 비디오 테이 를 보면서 항목을 재검토하여 

합의 후 결정하 다. 

실험처치는 연구자 혼자 하 으며 연구 조원에

게는 실험군과 조군을 비 로 하여 이 차단장

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 다.

자료수집 차는 <그림 3>과 같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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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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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아 상호작용
증진프로그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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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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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영아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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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아 
상호작용

스트레스 
 정   서
 불   안

임신 3 ~ 4 개월 첫 태동 ~ 분만 전까지 임신 36~38주 분만 후 4~6주

사       후       조      사사   전   조   사

실험군

대조군

스트레스 
 정   서
 불   안

+

<그림 3> 본 연구의 자료수집 차

처리 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

하 다. 그리고 일반  특성  재  종속 변

수의 향요인에 한 동질성 검정은 찰값의 크

기에 따라 χ2-검정 는 Fisher's Exact test로 분

석하 다. 동질성 검정에서 차이가 있는 항목인 

연령은 공변수로 하여 ANCOVA로 분석하 으며, 

교육수 은 교육수 별로 t-검정으로 분석하 다. 

재 후 종속변수에 한 실험군과 조군의 차이 

검정에서 모-태아 상호작용은 정규성을 만족하여 

t-검정을 실시하 다. 모- 아 놀이 상호작용은 정

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 으므로 Wilcoxon Rank 

Sum test로 하 다. 

7. 연구의 제한

1) 실험처치시 각 자극의 빈도와 강도, 화

의 횟수 등은 일정하게 통제하지 못했다.

2) 상자 할당 시 무작  표출을 하지 못했다.

3) 비디오 테이 를 분석할 때 주 성 개입을 

배제할 수 없었다.

Ⅳ. 연구결과

1. 동질성 검정

1) 상 어머니의 일반  특성  동질성 검정

상 어머니의 일반  특성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상 어머니는 실험군 26명, 조군 

24명으로 총 50명이었다. 실험군과 조군의 결혼

기간, 월수입, 종교, 유산경험, 유산횟수, 임신희망 

여부, 직업 등의 일반  특성은 두 군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 연구 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 28.6

세, 조군 26.1세로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평균 

연령이 2.5세 높게 나타났다(P=0.016).

교육수 도 고졸이 실험군 23.1%, 조군 



264

〈표 2〉 상 어머니의 일반  특성  동질성 검정

특 성 구 분 실험군(%) 조군(%) X 2or F 1) P

N=26 N=24

어머니의 일반  특성

 연     령 21～30 18(69.2) 23(95.8) F
1) 0.016＊

    (세) 31～40 8(30.8) 1(4.2)

평 균 28.6 26.1 2.910 0.006

 결혼 기간 12 이하 20(75.0) 15(65.5) F 1) 0.555

   (개월) 13～24 2(8.3) 5(20.8)    

25 이상 4(16.7) 4(16.6)

평  균 13.9 9.8 0.438 0.664

 교육 수 고    졸 6(23.1) 13(54.2) 5.120 0.024＊

졸이상 20(54.2) 11(45.8)

 월 수 입 100 이하 0(0.0) 2(8.3) F 1) 0.584

  (만원) 100～150 11(42.3) 10(41.7)

150～200 10(38.5) 7(29.2) 

200 이상 5(19.2) 5(20.8)

 종   교 무  교 12(46.2) 8(33.3) F 1) 0.632

기독교 3(11.5) 7(29.2)

천주교 3(11.5) 2(8.3)

불  교 7(26.9) 6(25.0)

기  타  1(3.9) 1(4.2)

 유산 경험 없  다 18(69.2) 15(62.5) 0.252 0.616

있  다 8(30.8) 9(37.5)

 유산 횟수 0 18(69.2) 15(62.5) F
1) 0.720

    (회) 1 5(19.2) 5(20.8)

2 2(7.7) 4(16.7)

3 1(3.9) 0(0.0)

 임신 희망 20(76.9) 20(83.3) F
1) 0.418

   여 부 아니오 6(23.1) 4(16.7) 

 직   업 유 10(38.5) 12(50.0) 0.674 0.412

무 16(61.5) 12(50.0)

1) Fisher's Exact Test

54.2%, 졸 이상은 실험군 54.2%, 조군 45.8%

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24), 

실험군은 졸이상군이, 조군은 고졸군이 더 많

았다.

1)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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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실험군과 조군의 모-태아 상호작용과 모- 아 놀이 상호작용 비교

특   성 실험군 조군
t or W P

평균±표 편차 평균±표 편차

모-태아상호작용 87.65±9.55 81.33±10.63 2.0851) 0.0425

모- 아놀이상호작용 73.35±6.68 53.29±11.70 347.52) 0.0001

어머니 상호작용행동 46.73±3.84 36.17±7.92 5.9211) 0.0001

아 상호작용행동 13.35±2.12 9.33± 2.81 5.7361) 0.0000

모- 아 동시  상호작용행동 13.27±2.09 7.79± 2.77 7.9401) 0.0000

1) t-test

2) Wilcoxon Rank Sum test

2) 재  모-태아 상호작용과 모- 아 놀이 상

호작용 향요인 동질성 검정 

재  모-태아 상호작용과 모- 아 놀이 상호

작용의 향 요인에 한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

성 검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실험군과 조군의 사회재 응평가 수(SRRS)

와 최근생활경험 수(SRLE), 정서 수(DES), 기

질불안  상태불안 수는 모두 두 군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재  모-태아 상호작용과 모- 아 

놀이상호작용 향요인동질성검정

특성

실험군(N=26) 조군(N=24)

t P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SRRS 191.31±81.16 204.63±96.53 —0.530 0.599

SRLE 62.12±12.58 61.50±10.94  0.184 0.855

DES 140.81±11.36 137.58±14.95  0.863 0.393

기질불안 38.92± 6.99 40.79± 7.77 —0.895 0.376

상태불안 36.54±9.622 39.83±11.85 —1.083 0.284

SRRS: 사회 재 응 평가 척도

SRLE: 최근 생활 경험 척도

DES: 정서 척도

2. 가설 검정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기 해 실험군과 조군

의 모-태아 상호작용과 모- 아 놀이 상호작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1) 제 1가설 검정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을 용한 실험군은 용하지 않은 조군

보다 모-태아 상호작용 정도가 높을 것이다."를 검

정한 결과, 모-태아 상호작용 수는 실험군이 

87.65 으로 조군 81.33 보다 높았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제 1가설은 지지되었

다(t= 2.085, P= 0.0425).

2) 제 2가설 검정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을 용한 실험군은 용하지 않은 조군

보다 모- 아 놀이 상호작용 정도가 높을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모- 아 놀이 상호작용 수는 실

험군이 73.35 으로 조군 53.29 보다 높았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제 2가설은 지

지되었다(W=347.5, P=0.0001).

(1) 제 1 부가설, “실험군은 조군보다 어머니

의 상호작용 행동반응 정도가 높을 것이다.”

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이 46.73 으로 조

군 36.17 보다 높았으며 통계 으로도 유

의한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t=5.922, 

P=0.001).

(2) 제 2 부가설, “실험군은 조군보다 아의 

상호작용 행동반응 정도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이 13.35 으로 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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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보다 높았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t=5.736, P=0.0000).

(3) 제 3 부가설, “실험군은 조군보다 모- 아

의 동시  상호작용 행동반응 정도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이 13.27 으

로 조군 7.79 보다 높았으며 통계 으로

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지지되었다(t=7.940, 

P=0.0000).

Ⅴ. 논    의

본 장에서는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

작용 증진 로그램의 효과와 본 연구의 재 

로그램의 개발과 용 그리고 간호학  의의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에서,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

작용 증진 로그램이 모-태아 상호작용과 모-

아 놀이 상호작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태교  임부교실 로그

램으로 모-태아 애착이 높았다는 김기 (2000)의 

연구결과와 산  애착 증진 간호 재로 모-태아 

애착이 증진되었다고 한 정 숙(2001)의 연구 결

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와 태아간의 상호작용

의 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모아 계가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는 Stern(1977)의 주장을 지

지하며, 태아도 아처럼 어머니에게 신호를 보낸

다는 Rubin(1984)의 주장과 태아는 자신의 경험에 

해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어머니가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에 해 반응할 수 있다고 

한 Brazelton(1992)의 주장 한 지지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태아의 움직임에 해 태아와의 화로 

반응하며, 이것은 상상과 놀이성있는 행동으로 본 

Leifer(1977)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어머니는 첫 태동 이후 태아를 살아있는 아기

로 지각하며(Rubin, 1984), 태동이 확실한 이후에

는 자신에게 보다 태아에게 심이 더 집 되어

(Toebe, 1984) 모-태아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킨

다고 Kim(1990)은 주장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로그램을 첫 태동 이후 태아가 움직일 때마다 

용하므로써 태아를 살아있는 아기로 지각하게 

하며 어머니의 심을 태아에게 더 집 되게 함으

로 모-태아 상호작용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상호작용의 질은 평상시의 의사소통 양상에 

좌우된다는 Glover(1984)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모-태아 상호작용을 Barnard(1978)

의 모아 상호작용 모델에 용하여, 어머니와 태

아는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해 태아가 

움직임으로 신호를 보낼 때 어머니는 민감하게 반

응해 으로써 태아는 진 으로 명확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가정하 다. 그래서 태동 후 태아

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태아에게 태담을 통한 

청각 자극과 복부를 쓰다듬는 등의 각 자극으로 

어머니가 반응하고, 다시 피드백을 주게 하므로써 

실험군이 조군보다 모-태아 상호작용 수가 유

의하게 높아진 것을 볼 때, 본 연구의 로그램은 

태아의 움직임에 한 어머니의 민감성과 함께 태

아의 신호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려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정에

서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 에 차이가 있어 연령

을 공변수로 처리하고, 교육수 은 교육수 별로 

실험군과 조군의 모-태아 상호작용을 비교하

다. 연령을 공변수로 처리한 결과, 실험군이 조

군보다 모-태아 상호작용 수는 높았으나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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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교육수 에 따라 실험군과 

조군의 모-태아 상호작용 수를 비교한 결과에

서도 고졸과 졸이상에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모-태아 상호작용 수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경우 모두 통계 으로는 유의한 차이

는 없었지만 실험군이 더 높은 수를 보 으므

로, 표본 수를 증가시켜 검정할 경우 본 로그램

의 효과로 모-태아 상호작용 수가 실험군과 

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리라고 사려된다.

본 연구에서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

작용 증진 로그램은 모- 아 놀이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신 3기의 모-태아 상호작용과 분만 후 어머니의 

아에 한 애정 있는 행동과 계가 있음을 밝힌 

Bloom(199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Broussard

와 Rich(1990)는 부모들에게 손바닥으로 복부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쓰다듬거나 마사지하게 함으로

써 태아에게 각  감각을 자극하고 태아의 움직

임을 느끼도록 하며 태아의 운동반응에 있어서 

“조용하게 하는(calming)”효과를 주의하도록 교육

을 실시한 결과, 부모들은 그 신생아가 재가 없

던 이 의 아기보다 더 조용하다고 생각하며, 만

족해하며 모아 상호작용이 더 효과 인 것으로 지

각한다고 보고하여 양방향성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검정한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김기 (2000)의 태교  임부 교실이 모아 애

착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와 32-37주의 임부 10

명을 상으로, 5명의 실험군 어머니에게 태아의 

신체부 를 느끼게 하고 태아의 치를 검하도

록 하 으며,  복부를 문지르고, 쓰다듬고 마사

지하도록 격려한 후, 분만 후 2-4일에 실험군 어머

니의 애착행동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Carter- 

Jessop(1981)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소책자와 비디오를 이용한 로그

램으로 어머니를 훈련시킨 실험군 어머니의 아

는 말을 일  시작하고 첫 니가 일  나왔으며 아

버지와 아의 애정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 

VandeCarr & Lehrer(1986)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태아와 임신에 한 행

동이 분만 후의 어머니와 아와의 상호작용에 

한 조라고 한 Wagner 등(1987)의 주장과 모-태

아 상호작용은 이후의 모아 계에서 일어나는 행

동의 행연습을 반 한다고 한 Nelson(1997)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태동이 느껴질 때 

매일 2～3회 정도 태아에게 태담을 통한 청각 자

극과 각 자극을 제공할 때, 특히 태아에게 친숙

하고 좋아하는 그리고 애정이 듬뿍 담긴 어머니의 

음성을 약 6개월 정도 들려주어 모- 아 놀이 상

호작용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출생 

 어머니의 음성이 학습되어 출생 후에도 기억이 

유지된 것으로 사료한다.  

그리고, Turley(1985)는 간호 재가 아에 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

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산  간호 재인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이 

태아에 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

라 아에 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arson & Virden(1984)은 여러 인종을 

상으로 Carter-Jessop(1981)의 연구를 반복하 을 

때, 실험군이 조군보다 어머니의 애착행동 수

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지 아니하 으며, Davis

와 Akridge(1987)도 22명의 임부를 상으로, 어머

니의 행동이 태아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주

의하도록 어머니를 훈련시켜 실험군과 조군의 

모아 애착을 비교하 으나 실험군이 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

반된 결과는 부분 표본수가 거나 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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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임의 선정되었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생후 첫 1년 동안에 이루어진 모아 상호작용의 

양상으로부터 모아 계의 질이 좌우되며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Grossman, Grossman, Spangler, Suess & Unznen, 

1985: Isabella & Belskey, 1996), 기 모- 아 상

호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의 아

동의 사회 , 인지 , 정서  발달에 장애를 래

할 수 있으므로(Barnard, 1985), 정 인 모아 상

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재는 산 부터 

용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정에서 연령과 교육수 에 차이가 있어 연령을 

공변수로 처리하고 교육수 은 교육수 별로 실험

군과 조군의 모- 아 놀이 상호작용과 하 역

인 어머니 상호작용행동, 아의 상호작용행동, 모

- 아 동시  상호작용행동의 3 역을 비교하 다. 

연령을 공변수로 처리한 결과, 실험군의 수가 

조군보다 체 수와 3 역 수 모두 유의하

게 높았고, 교육수 에 따라 실험군과 조군의 

모- 아 놀이 상호작용 수와 하  3 역 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고졸과 졸이상에서 실험군

이 조군보다 모- 아 놀이 상호작용 수 모두

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이 

임신 동안 어머니와 태아와의 상호작용이 상상놀

이(Leifer, 1977)가 되어 모아 계가 안정되는 가

장 민감한 시기인 분만 후 4～6주 동안까지 향

을 미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 개발과 용

본 연구에서 이용한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

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의 교육은 임부를 

상으로 하 기에 아직 태아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모-태아 상호작용에 한 교육을 

시작하게 되므로, 태아를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

간으로 인식시키고 양방향성의 모-태아 상호작용

에 을 두고 교육하고 교육자가 직  시범을 

보여 실감 있게 하려고 노력하 다. 임부들은 

태아가 움직임으로 신호를 보내는 데에 해 상당

한 심과 흥미를 보이고 시범을 보인 내용에 

해 직  해보도록 하여 교육자료가 매우 효과 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교육의 지속 인 효과를 갖기 해 태동 

후 2주 간격으로 화 상담을 실시하며 강화와 지

지를 하여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

속 인 리의 효과성은 실험군은 40명에서 26명

으로 탈락률 45%, 조군은 49명에서 24명으로 

50%정도로 실험군 탈락률이 낮았다. 두 군 모두 

탈락률이 높은 것은 임신 기에 연구에 참여하기

로 동의하 으나 분만 후에 아기의 출생과 이로 

인한 생활의 변화로 생각이 변한 경우도 있었고, 

상치 않았던 미숙아나 기형아 분만, 산후 우울

이나 고 압 같은 분만 후 합병증으로 본 연구 

상자 선정기 에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실험군의 탈락률이 낮은 것은 2주 간격으로 지속

인 리를 하 으나, 조군은 지속 인 리를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비디오 촬  후 아 양육

에 한 내용을 교육하기로 약속하 어도 즉시 직

으로 보이는 이득이 없었기 때문으로 사려된

다. 그래서 조군도 일반 인 상담을 내용으로 2

주 간격으로 화 상담을 하 다면 탈락률을 일 

수 있었으리라 본다. 실험군에서의 탈락자들은 

화 상담을 통해 태아에 한 심도가 낮았으며 

직업이나 다른 일로 생활이 분주한 상태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 마지막 단계에서 무엇보

다도 실험군과 조군의 탈락률의 주된 원인은 우

리나라의 정서 상 분만 후 4～6주는 산욕기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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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방문을 꺼리고, 어머니와 아와의 놀이 시 상

호작용을 비디오로 촬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

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 로그램의 구성은 병원에서의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을 1 

회의 교육으로 그친 연구에 비해 임신 기의 교

육과 2주 간격의 화상담으로 장기 인 간호 재

를 시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교육 

로그램에 비하면 단순하고 다양성이 부족하 다

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의 경우, 지역사

회 간호사가 참여하여 개별화된 정보 테이 , 성

장 발달에 한 책자, 문 지식을 제공하는 간호

사 그리고 새로 어머니가 된 다른 사람들과의 

화 을 통해 포 으로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Jacgues, 1995).

한 교육 효과의 성을 살펴보면, Turley 

(1985)는 부모를 상으로 아의 감각과 지각 능

력에 한 정보 제공이 모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에 한 메타 분석에서, 아의 능력에 한 

정보 제공은 어머니의 반응성과 아의 반응성 그

리고 양자간의 상호  계성 역으로 모아 상호

작용을 측정했을 때 체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재 로그램을 통한 태

아의 능력에 한 정보 제공으로 어머니의 반응

성, 아의 반응성, 모- 아 동시  반응성에도 효

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임부를 상으로 한 교육시기는 태동 이 인 

임신 3-4개월에 미리 교육을 실시하여 첫 태동이 

느껴질 때 바로 로그램의 내용을 용하기에 용

이하게 하므로 하다고 사료된다.

실험처치의 균일성을 고려해 볼 때, 재 로

그램을 교육할 때에는 하루에 2～3번 실시하는 것

이 좋다고 하 지만, 상자들이 실제 가정에서 

용할 때 화 횟수, 각 자극의 강도  빈도

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 연구결과에 향을 미쳤음

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 수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과 

자료수집을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이

었다.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 소요되었

으나 개별 인 교육이었고, 태동 후 2주 간격으로 

화 상담을 하고 분만 후 4주에 방문 날짜를 약

속하고 그 후 6주 까지 방문하여 수유 후 5~10

분간 어머니와 아가 놀이하는 상황을 비디오로 

촬 하는 기간까지 한 상자에게 약 8-9개월이 

소요되었다.

이제까지의 모아 상호작용에 한 재 후 효

과를 본 연구들은 분만  간호 재로 산 에 미

치는 효과를 검정하는 경우(정 숙, 2001), 분만 

 재를 실시하여 분만 후 효과를 검정하는 경

우(Broussard & Rich, 1990; Carter-Jessop, 1981; 

Carson & Virden, 1984; Davis & Akridge, 1987; 

VandeCarr & Lehrer, 1988), 분만 후 재를 실시

하여 그 이후 효과를 검정하는 경우(권미경, 1998; 

김미 , 1999; 한경자와 박 숙, 1985; 한경자 & 

Choi, 1986; Anderson, 1981; Riesch & Munns, 

1984), 그리고 임신 3기에 재를 실시하여 분만 

 효과와 분만 후 효과를 검정하는 경우(김기 , 

2000)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 기에 상자 선

정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 으로 상담과 지지를 

하여 임신 기의 간호 재가 분만  모-태아 

상호작용과 더 나아가 분만 후 모- 아 상호작용

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검정하 다는 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 설계에서의 제한 은 재 효과의 결과 

변수로 측정한 모-태아 상호작용, 모- 아 놀이 상

호작용은 사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종속 변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스트 스, 정서, 불안

만 측정하여 재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을 

가정하고 재효과 검정을 규명하 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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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학  의의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이 어머니의 민감성을 증가시켜 모-태아 상

호작용과 모- 아 상호작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 으므로, 간호실무에서는 매우 유용하고 가치 

있는 로그램이라고 사려되어 이를 산부인과 외

래나 임부교실 등을 통해 태담과 각 자극의 

요성을 인식시키고 로그램의 내용을 보 시켜 

임신 기부터 건강한 모-태아 계를 발달시켜 

건 한 모아 계를 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간호

재 효과로서 분만 과 분만 후의 변화를 지속

으로 악하는 장기 인 효과를 밝히려는 시도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간호이론 측면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  근거인 

Blumer의 상징  상호작용 이론과 Barnard의 모

아 상호작용 모델을 근거로 한 태담과 각 자극

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으로 어머니의 

민감성이 증가되고 태아의 신호가 명료하게 되어 

양자간의 상호 인 자극과 반응이 분명해짐으로 

인해 모-태아 상호작용이 증진되며, 더 나아가 모-

아 상호작용도 증진된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처방 이론으로 발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Ⅶ.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

용 증진 로그램이 모-태아 상호작용과 모- 아 

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한 유

사실험 연구로서 비동등성 조군 사후설계로 수

행되었다. 연구의 개념  기틀은 Blumer의 상징  

상호작용 이론과 Barnard의 모아 상호작용 모델을 

근거로 하 다. 본 연구의 상자는 K시의 3개의 

종합병원과 1개의 산부인과 문병원외래에 내원

하는 건강한 임부로서 실험군 26명, 조군 24

명, 총 50명과 그 임부의 아기로서 재태기간 37

주 이상, 출생시 체  2500g이상인 건강한 신생아 

50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1월 30일부터 12월 20

일까지 으며, 실험군과 조군은 임신 3-4개월에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를 얻은 후 종속변수의 

향변수인 정서, 스트 스, 불안을 측정하고 실험군

은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에 한 교육을 20-30분 시행하 고, 태동 

후 2주 간격으로 화로 상담과 지지를 하 다. 

임신 36주에서 38주 사이에 실험군과 조군에게 

가정방문을 하여 모-태아 상호작용을 측정하고, 분

만 후 4주에 화로 약속을 한 후 6주 사이에 모-

아 놀이상호작용을 비디오로 촬 하 다. 모-

아 놀이 상호작용 분석은 연구자와 연구 조원이 

함께 분석, 채 하 는데 일치율은 93% 다.

자료수집에 사용된 도구는 모-태아 상호작용 척

도(TYB), 모- 아 놀이 상호작용 척도(MIPIS), 정

서 척도(DES-Ⅳ), 스트 스 척도(SRRS, SRLE), 불

안 척도(S-A, T-A) 다. 

수집된 자료는X 2-검정 , Fisher's exact test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하 으며, 동질성에 차이가 있

는 것은 ANCOVA, t-검정으로 분석하 으며, t-검

정, Wilcoxon Rank Sum test를 이용하여 두 군간

의 재 효과를 비교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

진 로그램을 용한 실험군은 용하지 

않은 조군보다 모-태아 상호작용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1가설은 실험군 87.65

, 조군 81.33 으로 지지되어 본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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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에 효과 이었다

(t=2.085, P=0.0425).

2)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

진 로그램을 용한 실험군은 용하지 

않은 조군보다 모- 아 놀이 상호작용 정

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2가설은 실험군 

73.35 , 조군 53.29 으로 지지되어 본 

로그램은 모- 아 놀이 상호작용 증진에 효

과 이었다(W=347.5, P=0.0001).

3) 실험군은 조군보다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반응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1부

가설은 실험군 46.73 , 조군 36.17 으로 

지지되어 본 로그램은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반응 증진에 효과 이었다(t=5.921, 

P=0.0001).

4) 실험군은 조군보다 아의 상호작용 행

동반응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2부가

설은 실험군 13.35 , 조군 9.33 으로 지

지되어 본 로그램은 아의 상호작용 행동

반응 증진에 효과 이었다(t=5.736, P=0.0000).

5) 실험군은 조군보다 모- 아의 동시  상

호작용 행동반응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3부가설은 실험군 13.27 , 조군 7.79

으로 지지되어 본 로그램은 모- 아의 동

시  상호작용 행동반응 증진에 효과 이었

다(t=7.940, P=0.0000).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은 어머니

의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태아의 신호를 명료화시

켜 모-태아 상호작용과 모- 아 놀이 상호작용 증

진에 매우 효과 인 재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간

호실무에서는 임신 기부터 간호 재 로그램을 

용시킴으로써 건강한 모-태아 계를 발달시켜 

출생 후에도 건 한 모아 계를 진시킬 수 있다

고 본다. 그리고 간호사의 독자 인 간호 재 방

법으로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을 임부교

실 등을 통해 보 시켜 나가도록 하는 략도 필

요하다고 본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1) 태담과 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로그램의 효과를 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

하다.

2) 정 인 모아 계 형성을 해 임신 기부

터 모-태아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을 용할 필요가 있다. 

3) 어머니의 성격이 모-태아 상호작용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성격과 련시켜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4) 태담의 내용과 각  자극의 종류에 따라 

심리생물학  차이를 보는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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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 Words : Talking, Tactual stimulation, Mother-fetus interaction, 

               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The Effect of Mother-fetus Interaction Promotion Program of 

Talking and Tactual Stimulation on Mother-fetus Interaction and 

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Kim, Jung Soon*

 * Gangnung Yeongdong college

Mother and infant relationship has a great 

influence on child's developments. Expecially, 

mother and infant relationship is affected by 

mother and infant interactions during one year 

after birth and an omen of mother - infant 

interaction after birth is mother - fetus 

interac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mother-fetus interaction promotion program of 

talking and tactual stimulation aimed at 

enhancing sensitivity of primiparas and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on mother-fetus interaction and mother- 

infant play interaction. 

Non-eg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design 

was used, and Blumer's symbolic interaction 

theory and Barnard's mother-infant interaction 

model was used a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Fifty primiparas and infant(26 

mother-infant dyads for intervention group and 

24 dyads for control group) were recruited from 

three general hospital and an OBGY clinic 

located in Kwang Nung city.

Data was collected from January 30th to 

December 20th in 2001. For the intervention 

group, programed education which focused on 

mother-fetus interaction in the 1st trimester. 

Telephone counselling was provided with 

interval of two weeks. For two groups, home 

visiting for data collection of mother- fetus 

interaction was conducted at 36 to 38 weeks of 

gestational age. And mother-infant play 

interactions were assessed at 4 to 6 weeks after 

birth using videotapes. Play situations were 

videotaped and two trained observers analyzed 

the tap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to test the equivalence 

of two groups, and the effect of intervention 

progrom was determined with t-test and 

Wilcoxon Rank Sum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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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fetus interaction between two 

groups(t=2.085, P=0.0425). It indicated that 

intervention progrom was effective in 

improving mother-fetus interaction.

2.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between two 

groups(W=347.5, P=0.0001). In subscale 

analysis, three subscal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teractional behavior of mother(t=5.921, 

P=0.0001), interactional behavior of 

infant(t=5.736, P= 0.0000), and synchronic 

interactional behavior of mother and 

infant(t=7.940, P= 0.0000).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applied nursing intervention aimed at enhancing 

sensitivity of primiparas promoted mother-fetus 

interaction and 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is 

nursing interventions to increase maternal 

sensitivity to the fetus's movement should be 

broadly applied to primiparas, which can be 

beneficial for formation of mother - infant 

relationship, and for promotion the social, 

affective, and cognitive developments of their 

child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