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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가족관계를 이루며 이것은 개인이

최초로 접하는 인간관계이다김신정 정금희 많은 연( , , 1985).

구에서 어머니와 신생아의 관계는 성장 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도 신생아기에 특별히 중요한 모아애착과 관련된

문제는 고위험 상황이나 위험 요소로 일시적으로 변화되거나

영구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어머니는 신생아와.

많이 접촉하므로써 아기에 대한 지각을 갖게 된다 아기의 탄.

생은 어머니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

건으로 이것은 가족에게는 도전과 적응의 시기이다(Gruis,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은 첫아기의 탄생을 정상적 위1977). ‘

기 또는 전환의 시기라고 명명하였다’ ‘ ’ (Russel, 1972, Golan,

이런 시기에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은 어머니와 가족에1981).

게 불안과 슬픔 상실을 주게 된다 또한 어머니와 아기의 접, .

촉의 기회가 적어져서 어머니에게 죄의식 노여움 좌절 상, , ,

실 불안과 죽음의 연상을 불러일으키며 아기에 대한 지각이, ,

불안정하거나 부정적으로 이루어진다변희재( , 1982).

신생아 시기에 간호사들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모아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확립하는데 영향을 주며 어머니,

역할 수행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조은숙 또한 고위험( , 1971).

신생아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상실감과 슬픔을 이해하고 영

아와의 관계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욕기동안 모든.

어머니들은 영아와의 관계형성과 관계되는 요구와 더불어

영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 행위에 대한 학습 요구를 가지고

있다(Gruis, 1971).

아기가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하게 되면 면회 시간에

제한을 받으며 퇴원 후에도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어 모아분,

리가 지속되기도 한다 산욕초기에 이루어지는 모아분리는 어.

머니의 신생아지각과 모아관계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산욕기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간호사는 어.

머니가 신생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파악하여 모아의

조기 접촉과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통해서 어머니가 신생아

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 바람직한 모아 관계

형성을 지지하도록 간호를 수행해야 한다 고위험 신생아를.

가진 어머니는 자존심의 상실 죄책감 내적 열등감을 가질, ,

수 있으며 아기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자신감이 결여, ,

되어 어머니역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것이며 이에 대

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처 준비가 덜 된 어머니는 부

모되기 영아 및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들로 부모역할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문제점에 대

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질적인 간호의 제공이 필요하다.

즉 신생아 간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

선적으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정상 신생아,

와 고위험 아기의 어머니를 비교하여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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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정상 신생아 어머니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아기에대한 지각과 교육요구도를 비교하고 분

석하여 그에 따른 신생아 어머니의 간호와 퇴원 교육에 도움

을 주고자 하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정상 신생아 어머니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비교한다.

정상 신생아 어머니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정상 신생아 어머니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교육요구∙

도의 평균과 순위를 파악하여 교육요구도의 차이를 규명

한다.

용어의 정의
지각•

지각이란 신생아 지각으로 아기 어머니가 자신의 신생아를

확인하고 인식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Broussard

가 개발하고 이자형 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1979) (1986)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다시 어머니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보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지각을 말한다.

교육 요구도•

교육요구도는 어머니가 아기를 양육하면서 알고자 하는 내

용과 그 정도를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결자 정연 이군, , ,

자 가 문헌을 통하여 개발한 교육요구도 측정도구를 사(1997)

용하여 측정한 정도를 가리킨다.

고위험 신생아•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재태기간 주 미만의 미숙아를37

의미한다.

연구의 제한점
연구 대상자를 서울시 일개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서 임의추출을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집단에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문헌 고찰

신생아에 대한 지각
출산 후 어머니는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 회복 외에

신생아의 관계형성과 신생아 양육을 위한 역할 습득이라는

과제를 더 갖게 되는데 짧은 기간동안 신생아의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 요구를 학습해야 한다(Marlow & Rwdding, 1988).

어머니는 산욕 초기에 긍정적인 모아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데 모아애착 과정은 임신기간에 시작하며 출산초기에 고조되

며 한번 형성된 후에는 계속되는 특성이 있고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 특히 어머니의(Klaus & Kennell, 1982).

신생아 지각은 모아관계를 형성하는 시작 단계로 애착 행위

와 관계가 있는데 어머니와 신생아의 접촉 발달에 중요하고

애착 행위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조수현( , 1990).

출생 초기에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둘 사이의 강하

고 건강한 유대의 발달에 중요한데(Broussard & Hartner,

이자형 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지각은 출생 이후1971), (1981)

전 생애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편안함을 느끼며 사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올바른 모아관,

계 형성에 필수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첫,

째는 영아의 기질 행위와 신체적 모습에 대한 어머니의 최초,

의 반응이고 둘째는 어머니의 희망과 공포인데 이것은 자기, ,

영아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달라진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초기반응은 다양한 영아행위와 아기

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영. ,

아가 울고 자주 토하거나 수유를 거절하면 어머니는 영아가

자기를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믿을 수 있다 모아 관계.

에 만족하고 보상을 느끼면 어머니는 영아를 긍정적으로 지

각하지만 기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면 어머니는 신생아에

게 흥미를 잃고 부모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죄책

감과 우울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어머(Clark, 1976).

니의 역할을 위해서도 어머니가 자신의 신생아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Powell, 1981).

신생아 간호에 대한 교육요구도
아기를 출산한 후의 어머니를 위한 퇴원전 교육으로는 산

후관리 뿐만 아니라 신생아 관리에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나 산모에게 필,

요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퇴원후 집에 가서도 참고할 수 있

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광옥 또한 간(Watters, 1985, , 1992).

호 대상자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알고 있

는 정도와 교육요구도를 규명하고 이에 맞추어 환자간호에

참여하는 다양한 건강팀 구성원이 일치된 교육내용을 설정하

여 일관성있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Redman, 1968).

러므로 간호사는 부모가 퇴원후 신생아관리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와 상담하고 교육시키며 부모와 아기의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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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산모의 산욕기 관

리와 더불어 신생아 간호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어머

니의역할을 성취하는데 지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박금자 이광옥( , 1989, , 1992).

신생아 초기는 신생아의 의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어머니

가 신생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어머니로

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는. Reeder(1980)

출산후에 겪게 되는 많은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신체적사

회적심리적인 문제에 대하여 산욕기 동안에 산모 자신과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관리법을 습득함으로써 어렵게 생각했

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생아 어머니의 교육효과에 관한 국내 연구를 보면 김문

실 등 의 연구에서 신생아 양육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1983)

산모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산모에 비해 신생아 양육에 관한

지식이 대체로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장기적.

인 효과를 보기위한 추후 연구에서 신생아 양육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은 어머니와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어머니들간

에 양육시 어려움을 비교한 결과 교육을 받은 군이 쉽게 해

결하였음을 보고하였다김문실 이자형 은( , , 1984). Powell(1981)

자기 어머니로부터 평균 이하로 인식되는 영아는 평균 이상

으로 인식되는 영아보다 그 이후의 정서적 발달에 훨씬 큰

위험을 갖게 되며 또한 부모의 지각에 의한 부모 영아관계에,

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아동에게 복구될 수 없

는 손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

동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이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영유아를 돌보는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다이자형( , 1981).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실에 입원한 정상 신생아 어머니와 신생

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교육요구도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신생아 어머니의 간호 교육

에 효과적인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시도된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일개 종합병원의 신생

아 중환자실 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와 신생아실에 입원(NICU)

한 정상신생아 어머니 중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대상자를 유한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한 환아 어머니 명과 정상 신생아 어머니 명으로 총41 60 101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절차
문헌고찰과 연구자들의 토의를 거쳐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설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3

였다 연구 시작전 정상 신생아 어머니와 고위험신생아 어머.

니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이 어렵거나 중5

복되는 내용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년 월 일부터. 2002 4 8 5

월 일까지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신생아실과 신생아중환12 .

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먼저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

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읽고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였는데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분정도 소요되었다20 .

측정 도구
신생아지각•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은 가 개발하Broussard(1979)

고 이자형 이 번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 (1986)

완한 도구를 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수정한 도구로3

측정하였다 도구의 항목은 울음 구토 수면 배설 습관형성. , , , , ,

수유 목욕 안위 고통 표현 활동 듣기 보기 닮기의 개, , , , , , , , 14

문항의 점 척도이다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최4 . (

저 점에서 최고 점는 일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점수에서14 56 )

자신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점수를 뺀 숫자로 그 차이가 ‘+’

인 경우는 어머니가 자신의 신생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며 이나 인 경우 자신의 신생아에 대하여 부정적으, ‘0’ ‘-’

로 지각하는 것으로 신생아 지각유형을 구분한다 도구의 신.

뢰도는 반분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으로 나타났다.83 .

교육요구도•

교육요구도는 어머니가 아기를 양육하면서 알고자 하는 내

용과 그 정도를 가리키며 본 연구에서는 조결자 정연 이군, , ,

자 가 문헌을 통하여 개발한 교육요구도 측정도구를 사(1997)

용하였다 정상신생아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교육요구도.

측정도구는 문항이며 점 로 퇴원 후 가정간호31 4 Likert scale

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최저 점에서 최, ( 31

고 점가 높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124 ) .

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 는 이다Chronbach alpha .94 .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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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SPSS win 8.0

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두 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위하여 검증을, x2

하였다.

정상신생아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 지각의 차이∙

및 교육요구도 비교는 를 하였다t-test .

정상신생아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일반적산과적 특∙

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비교는 와 로 분석하였t-test ANOVA

으며 교육내용별 요구도 순위는 평균을 구하여 두 집단내,

에서 순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특 성 구 분

정상신생아

어머니
고위험신생아

어머니 x2 p

N(%) N(%)

연령

세20-24

세25-29

세30-34

세35-39

1( 1.7)

17(28.3)

34(56.7)

8(13.3)

3( 7.3)

9(22.0)

27(65.9)

1( 2.4)

5.947 .114

종교
유
무

29(48.3)

31(51.7)

22(53.7)

19(46.3)
.276 .599

교육수준
고졸
대졸이상

26(43.3)

34(56.7)

18(43.9)

22(53.7)
.027 .869

직업
유
무

17(28.3)

42(70.0)

11(26.8)

29(70.7)
.020 .887

월수입
만원미만150

만원150-300

만원이상300

7(11.7)

35(58.3)

16(26.7)

6(14.6)

25(61.0)

9(22.0)

.411 .814

자녀수
명1
명2
명이상3

27(45.0)

27(45.0)

1( 1.7)

21(51.2)

14(34.1)

2( 4.9)

1.751 .417

면회횟수
하루 회2
하루 회1
주 회미만3

55(91.7)

3( 5.0)

0( 0 )

22(53.7)

13(31.7)

6(14.6)

6.248 .098

예후인지
유
무

8(13.3)

45(75.0)

8(19.5)

28(68.3)
1.416 .493

모유수유
유
무

29(48.3)

28(46.7)

20(48.7)

19(46.3)
.789 .374

임신횟수
회1
회2
회이상3

18(30.0)

31(51.7)

7(11.7)

19(46.3)

16(39.0)

6(14.6)

2.635 .268

재태기간

주미만30

주31-33

주34-36

주37-42

0( 0 )

0( 0 )

1( 1.7)

43(71.7)

2( 4.9)

4( 9.8)

6(14.6)

25(61.0)

13.835 .003*

분만형태
정상분만
제왕절개
기타

25(41.7)

20(33.3)

1( 1.7)

20(48.7)

16(39.0)

3( 7.3)

2.704 .439

출생체중
(gm)

이하2000

2001-2500

2501-4000

이상4000

0( 0 )

1( 1.7)

48(79.9)

2( 3.3)

3( 7.3)

23(56.1)

11(26.8)

2( 4.9)

13.582 .035*

입원기간

일이내3

일3-7

일8-14

주이상2

25(41.7)

20(33.3)

1( 1.7)

0( 0 )

14(33.6)

14(33.6)

11(26.4)

2( 4.8)

19.322 .013*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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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종교유무 교육수준 직업, , , ,

월수입 자녀수 면회횟수 아기의 예후인지 여부 모유수유, , , , ,

임신횟수 재태기간 분만형태 출생시 체중 입원기간을 조사, , , ,

하였다 표 조사 결과 정상신생아 어머니와 고위험 신생아< 1>.

어머니 집단간에 일반적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대 초반이 정상신생아 어머니 와 고위험신생아 어머30 56.7%

니 로 가장 많았고 대 후반 대 후반65.9% , 20 28.3%, 30 13.3%

순으로 나타났다 정상 신생아 어머니를 기준으로 결과를 살.

펴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교가 없는 사람, 48.3%,

은 로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은 대졸51.7 .

이상이 로 많았으며 고졸은 이었다 직장을 다니56.7% 43.3% .

는 어머니는 전업주부는 이었다 가정의 월수입70.0%, 28.3% .

은 만원이 로 가장 많았으며 만원 이상150 300 58.3% 300～

만원 미만은 이었다 자녀수는 명과 명이26.7%, 150 11.7% . 1 2

로 같았으며 명 이상은 이었다 아기 면회 횟수는45.0% , 3 1.7% .

정상 신생아 어머니의 경우 하루 회가 이었으나 고위2 91.7% ,

험 신생아는 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입원53.7%

기간이 길어지면서 엄마가 퇴원한 후에 면회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상신생아 어머니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 집단간에 재태기간과 출생시 체중 입원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위험신생아는 신(p<.05).

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재태기간 주 미만의 미숙아로 저체37

중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만삭인 경우에는 감염 선천, ,

성질환 황달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정상 신생아에 비하,

여 입원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기의 예후를 알고 있는 경우는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가

로 정상 신생아 어머니 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68.3% 75.0%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고위험.

신생아가 로 정상 신생아 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48.7% 48.3%

다 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의 어머니들이 어려.

운 상황에서도 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 모유수유를 실천하

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 신생아 어머니는 임신횟.

수가 회인 경우가 로 가장 많았으나 고위험 신생아2 51.7% ,

어머니는 회가 회 로 나타났다 분만형태는 정1 46.3%, 2 39.0% .

상신생아인 경우 정상 분만이 제왕절개 로 나타41.7%, 33.3%

났으며 고위험 신생아인 경우는 정상 분만이 제왕절, 48.7%,

개 로 두 집단 모두 정상 분만이 가장 많았다 출생시39.0% .

체중은 정상 신생아는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상체중이었으1

며 고위험신생아는 출생시저체중 인, (Low Birth Weight)

미만이 이었으며 나머지는 정상 체중이나 치료2500gm 63.4% ,

를 받는 신생아였다 입원기간은 정상 신생아는 일 이내가. 3

일이 이었으며 고위험 신생아는 일 이내41.7%, 3 7 33.3% , 3～

일 일 주 이상은 로 나33.6%, 3 7 33.6%, 8 14 26.4%, 2 4.8%～ ～

타나 치료로 인하여 입원기간이 긴 것으로 보인다.

정상신생아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
지각 차이도
일반적으로 산욕 초기 정상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이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보다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통상적인 신생아에 대한 지각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일,

반적인 신생아들에 대한 지각은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에 대하여 자신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신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정상신생아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교육요구도 비교
정상신생아 어머니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교육요구도 결

과를 보면 정상신생아 어머니는 평균 이고 고위, 109.55±17.13 ,

험 신생아 어머니는 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어머니114.22±22.50

의 교육요구도가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3>.

표 정상신생아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교육요구도< 3>
비교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p

정상신생아 어머니 60 109.55 17.13
-1.183 .240

고위험신생아 어머니 41 114.22 22.50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비교•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를

비교하여 보면 정상신생아 어머니는 종교유무와 임신횟수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정상 신생아 어머니 집단에서.

종교를 가진 어머니 집단이 종교가 없는 어머니들 보다 신생

표 정상신생아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차이도< 2>
신생아에 대한 지각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df

일반적 아기
정상신생아 어머니 60 3.06 1.31

1.811 .073
고위험신생아 어머니 41 2.46 1.63

자신의 아기
정상신생아 어머니 60 2.88 .29

-1.436 .058
고위험신생아 어머니 41 2.9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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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관리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교육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신을 한번 한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교.

육요구도가 더 높았다표 사후검정을 한 결( 4, p<.05). Scheffe

과 제 에서는 제 에서는 로 유의한 차1 subset .155, 2 subset .195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는 종.

교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임신횟수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두 집단 모두 다른 여( 5, p<.05),

러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내용별 요구도 순위 비교•

정상신생아 어머니 집단의 신생아에 대한 교육내용별 요구

도 순위를 보면 구토시 관리법이 으로 가장 높고 피부질, 3.70

환 관리법 안전하게 다루는 법 애착증진법3.68, 3.67, 3.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질병시 신호나 증상 발작시 관리법, 3.63,

청색증시 관리대처법 복부팽만시 대처법 생3.63, 3.63, 3.62,

식기부위 관리법 울음 구별법 등도 교육요구도가3.62, 3.58

높았다.

그리고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 집단의 신생아에 대한 교육내용

표 정상신생아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비교< 4>
특 성 구 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세20-24

세25-29

세30-34

세35-39

1( 1.7)

17(28.3)

34(56.7)

8(13.3)

115.00±0

110.00± 8.95

108.70±20.01

111.50±19.71

.095 .962

종교
유
무

29(48.3)

31(51.7)

114.86±17.57

104.58±15.36
2.417 .019*

교육수준
고졸
대졸이상

26(43.3)

34(56.7)

108.38±21.47

110.44±13.16
-.458 .649

직업
유
무

17(28.3)

42(70.0)

108.82±15.90

110.02±17.93
-.240 .811

월수입
만원미만150

만원150-300

만원이상300

7(11.7)

35(58.3)

16(26.7)

111.42±11.19

107.80±14.28

113.18±24.79

.556 .557

자녀수
명1
명2
명이상3

27(45.0)

27(45.0)

1( 1.7)

110.66±12.83

106.77±13.19

108.00±0

.604 .550

면회횟수
하루 회2
하루 회1
주 회미만3

55(91.7)

3( 5.0)

0( 0 )

110.54±16.76

91.66±22.23

-

3.511 .066

예후인지
유
무

8(13.3)

45(75.0)

101.12±21.09

109.26±12.94
-1.057 .322

모유수유
유
무

29(48.3)

28(46.7)

108.20±22.21

110.25±10.58
-.441 .661

임신횟수
회1
회2
회이상3

18(30.0)

31(51.7)

7(11.7)

117.11±10.01

108.41±20.60

98.85±10.90

3.248 .047*

재태기간

주미만30

주31-33

주34-36

주37-42

0( 0 )

0( 0 )

1( 1.7)

43(71.7)

-

-

94.00±0

110.86±17.57

.899 .348

분만형태
정상분만
제왕절개
기타

25(41.7)

20(33.3)

1( 1.7)

112.20±18.77

108.70±15.62

109.00±0

.228 .797

출생체중
(gm)

이하2000

2001-2500

2501-4000

이상4000

0( 0 )

1( 1.7)

48(79.9)

2( 3.3)

-

109.00±0

109.52±13.42

110.50±21.92

.565 .689

입원기간

일이내3

일3-7

일8-14

주이상2

20(33.3)

20(33.3)

20(33.3)

0( 0 )

115.83±19.95

104.20±24.27

102.70±15.27

-

1.788 .13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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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요구도 순위를 보면 애착증진법이 로 매우 높았으며, 3.789 ,

울음구별법 질병시 신호나 증상 피부질환 관리법3.76, 3.73,

구토시 관리법 발작시 관리법 예방접종3.73, 3.71, 3.71, 3.71,

감염예방법 발열시관리법 복부팽만시 대처법3.68, 3.68, 3.68,

안전하게 다루는 법도 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표3.68 < 6>.

논 의

어머니의 신생아 지각은 모아관계를 형성하는 시작 단계로

애착 행위와 관계가 있고 어머니와 신생아의 접촉 발달에 중

요하며 애착의 진행에 큰 영향을 준다 출생 초기에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모아관계의 건전한 유대 형성에 중요

하고어머니의 긍정적인 지각은 출생 이후 전 생애를 통해 신

뢰감을 형성하고 편안함을 느끼며 사물의 관계를 배울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올바른 모아관계 형성에 매우 중

요하다 또한 간호 대상자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

상자가 알고 있는 정도와 교육 요구도를 규명하고 이에 맞추

어 환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리라 생각된다.

표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 비교< 5>
특 성 구 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세20-24

세25-29

세30-34

세35-39

3( 7.3)

9(22.0)

27(65.9)

1( 2.4)

113.00±19.92

117.00±10.13

112.51±26.43

125 ±0

.160 .923

종교
유
무

22(53.7)

19(46.3)

120.54±22.89

106.89±20.18
2.029 .049*

교육수준
고졸
대졸이상

18(43.9)

22(53.7)

113.16±16.14

116.22±26.78
-.425 .673

직업
유
무

11(26.8)

29(70.7)

117.54±35.92

112.48±15.74
.626 .535

월수입
만원미만150

만원150-300

만원이상300

6(14.6)

25(61.0)

9(22.0)

122.00± 4.69

112.64±27.07

112.33±15.72

.428 .655

자녀수
명1
명2
명이상3

21(51.2)

14(34.1)

2( 4.9)

113.33±14.89

113.21±34.39

118.50± 7.77

.044 .957

면회횟수
하루 회2
하루 회1
주 회미만3

22(53.7)

13(31.7)

6(14.6)

110.68±18.88

115.92±31.41

122.66± 6.11

124.33± 0.57

.530 .664

예후인지
유
무

8(19.5)

28(68.3)

121.00± 9.92

114.57±24.85
.709 .483

모유수유
유
무

24(58.5)

16(39.0)

114.41±26.90

113.18±15.13
.166 .869

임신횟수
회1
회2
회이상3

19(46.3)

16(39.0)

6(14.6)

116.15±14.75

106.12±18.55

129.66±41.50

2.740 .077

재태기간

주미만30

주31-33

주34-36

주37-42

2( 4.9)

4( 9.8)

6(14.6)

25(61.0)

120.50± 4.94

115.25± 6.50

104.16±25.00

117.96±25.02

.584 .630

분만형태
정상분만
제왕절개
기타

20(48.7)

16(39.0)

3( 7.3)

121.00±27.15

109.87±16.75

115.33± 9.60

1.175 .333

출생체중
(gm)

이하2000

2001-2500

2501-4000

이상4000

3( 7.3)

23(56.1)

11(26.8)

2( 4.9)

120.33±7.23

112.71±13.23

125.45±30.55

102.50±19.09

.713 .642

입원기간

일이내3

일3-7

일8-14

주이상2

14(33.6)

14(33.6)

11(26.4)

2( 4.8)

111.44±19.75

117.00± 5.03

112.28±14.17

-

.946 .488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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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정상신생아 어머니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

집단간에 일반적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일반적 특성에서 아기 면.

회 횟수는 정상 신생아 어머니보다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먼저 퇴원한 후

에 아이의 입원이 지속되면서 면회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에서 두 집단간재태기간.

과 출생시 체중 입원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들이 주 대상이며 만삭인 경우,

에는 감염 선천성질환 황달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정, ,

상 아기에 비하여 입원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상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이 고

위험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보다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일반적,

인 신생아에 대한 지각에 대한 차이 및 자신의 아기에 대한

지각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등 은 미숙아. Weingarten (1990)

어머니들의 지각이 만삭아 어머니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하였으며 반면 는 영아의 건강상태가 영아에 대한, Curry(1983)

어머니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도 영, Phillips(1980)

아에게 있어 선천적 결함이나 손상이 어머니의 수용이나 거

절과 관계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대상자인 고위험 신생아들이 주로 재태기간 주34

이상으로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지

속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가 정상신생아 어머니보다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요구도가 더 높았다 조결자 등의 연구에. (1997)

서도 미숙아 어머니는 아기 간호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므로

교육요구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에서 정상 신생아

어머니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 두 집단에서 종교를 가진 어

머니군이 종교가 없는 어머니들 보다 아기 관리에 대하여 알

고 싶어하는 교육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 정상신생아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교육내용별 요구도 순위 비교< 6>
항 목

정상 신생아

어머니군(n=60) 순위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군(n=41) 순위

평 균 평 균

구토시 관리법
피부질환 관리법
안전하게 다루는 법
애착증진법
질병시 신호나 증상
발작시 관리법
청색증시 관리대처법
복부팽만시 대처법
생식기부위 관리법
울음 구별법
발열시 관리법
지능발달
대소변의 정상여부판독
감염 예방법
유방관리법
황달구별법
예방접종
적정 수유량
신체 성장과 발달
실내온도습도유지법/

수유종료 신호
제대관리법
선천성질환 검사
트림시키기
체온측정법
인근 의료자원
딸꾹질시 관리법
정규적인 병원방문
아기목욕법
우유준비법
인공수유법

3.70

3.68

3.67

3.67

3.63

3.63

3.63

3.62

3.62

3.58

3.57

3.55

3.53

3.52

3.48

3.48

3.43

3.42

3.40

3.38

3.33

3.32

3.28

3.25

3.23

3.23

3.20

3.20

3.18

2.95

2.87

1

2

3

3

5

5

5

8

8

10

11

12

13

14

15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

27

27

29

30

31

3.71

3.73

3.68

3.78

3.73

3.71

3.54

3.68

3.61

3.76

3.68

3.54

3.66

3.68

3.61

3.66

3.71

3.59

3.61

3.56

3.59

3.56

3.37

3.49

3.34

3.46

3.59

3.49

3.51

3.10

3.02

5

3

8

1

3

5

22

8

14

2

8

22

12

8

14

12

5

17

14

20

17

20

28

25

29

27

17

25

24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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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 아기의 상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처음 임신한 초산모가 경산모 보다 교육에 관심이 더 많아

초산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신생아에 대한 교육내용별 요구도에서 정상신생아는 구토

관리 피부질환 관리 안전하게 다루기 등으로 자주 발생하는, ,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반면 고위험신생아의 경우 어.

머니와 아이와의 상호작용의 기회 감소로 모아애착을 증진시

키기 위한 교육이 특히 필요하며 주로 울음구별 질병 증상, ,

발작시 관리 예방접종 감염예방법과 같은 질병상태에 대한, ,

관심이 크므로 입원 중간이나 퇴원시에 비정상 상태에 대한

대상자의 수준에 따른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위험신생아 초산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아기간,

호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며 정상신생아 부모에게는 일반적인,

아기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고위험신생아,

부모에게는 응급상황과 비정상상태에 대한 상세한 지도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환.

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청각교재 개발 및

활용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한 교육과 함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중재연구를 시도하는 과학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생아실에 입원한 정상 신생아 어머니와 신생

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 지각과 교

육요구도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신생아 어머니의 간호 교육에

효과적인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시도된 조사 연구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일개 종합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와 신생아실에 입원한 정상신생아 어머니 중 본 연

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101 .

연구도구는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인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대상자 명에게 예비3 , 5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 2002 4 8 5 12

지 수집하였다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은. Broussard

가 개발하고 이자형 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으(1979) , (1986)

며 교육요구도는 조결자 정연 이군자 가 개발한 교육, , , (1997)

요구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프로그. SPSS win 8.0

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검증 로 분석, x2 , t-test, ANOVA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상 신생아 어머니군과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군 두 집단∙

의 일반적인 아기에 대한 지각 및 자신의 아기에 대한 지

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상 신생아 어머니군과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군 두 집단∙

의 교육요구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상 신생아 어머니군에서는 초산모일 경우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상 신생아 어머니군과 고위험(p<.05),

신생아 어머니군 모두 종교를 가진 경우 교육요구도가 유

의하게 높았다(p<.05).

교육내용별 요구도 순위는 정상 신생아는 구토시 관리 피,∙

부질환 관리 안전하게 다루는 법 순이었으며 고위험 신생, ,

아는 애착증진법 울음구별 질병시 증상 순으로 나타났다, , .

결론적으로 고위험 신생아 초산모를 대상으로 신생아간호,

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정상 신생아 부모는 일반,

적인 아기관리에 대한 내용 고위험 신생아 부모는 응급 상황,

과 비정상 상태에 대한 상세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은 환아 어머니를 위하

여 지지적 간호와 정보 제공을 하여 미숙아 부모의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고 모아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 부모 모임 및 토론과 같은 다양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퇴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고위험신생아 부모에게 적합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그 효

과에 대한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

∙ 퇴원 후 경과기간에 따른 교육요구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신생아 지각에 대한 다각적인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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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al Needs and Perception of the Mothers
of High Risk Infant and Normal Ne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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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ducational needs and perception of mothers of normal neonates

and high risk infants. This research was designed as a descriptive study. Data were collected for two months from

April 2002 to March 2002. Subjects were 41 mothers of high risk infants and 60 mothers of normal neonates in

one general hospital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study. Measurement tool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educational

needs scale developed by Cho Kyoul Ja et al and the neonatal perceptive inventories scale developed by Broussard.

They ask mothers to rate each item on a four point Likert type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8.0 program. The variables were listed as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X2 test, t-test,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mothers of primi pregnancy was higher than the mothers of multi pregnancy. The

educational needs on management of diseases such as prevention of infection, symptoms of disease, mental

development, attachment promotion, congenital metabolism test, management of convulsion, care of vomiting and

fever were higher than general care of infants such as immunization, measurement of temperature, hiccough care,

follow up care. The informations must be included in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o reduce the mothers' stress

level.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mote positive mother infant relationship, nurse need to give information and

educate the mothers of high risk infant and normal ne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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