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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숙아 출생률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점차 증가추세에 있

어 최근의 출생률은 에서 로 보고되고 있으며안영6.4% 9.8% (

미 신생아학의 발달과 함께 극소 저체중아의 생존률은, 2003),

증가 되어 에 입원한 미만의 저체중아의 생존률NICU 1500g

이 로 보고되고 있다 고위험 신생아를80-90% (Lawhon, 2002).

돌보는 간호사는 미숙아 발달증진을 위한 집중적 간호 제공

과 함께 미숙아 부모의 적응을 위한 간호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아기의 출산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시기로.

극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위기 또는 전환기로 불리운다박영(

숙 은 모성역할획득을 학습되어 일어나는, 1991). Rubin(1967)

복합적이고 사회적이고 지적인 과정으로 보았으며 임부에서

어머니 역할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흉내내기 역할극(Mimicry),

환상 함입투사거절(Role play), (Fantasy), - - (Introjection-

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projection-rejection) . Rubin

은 여성이 자신의 아이에게 결속되고 어머니가 되게(1984)

하는 모성 정체감 형성은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는데 모성 정체감 발달은 주위 역할모델을 따라 반복하, “

고 역할을 수행하고 아이의 존재에 대한 환상과 경험 안에서

탐색하고 새로운 결속에 순응하기 위해 기존의 결속을 늦추

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정체감 형성 전의 마지막 단계는 모

델로부터의 재분화 라고 하였다 한편 는” (P.39). , Mercer(1985)

모성역할 획득은 어머니가 역할에서 자신감을 성취하고 그녀“

의 확립된 역할 장에서 모성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어머니로서

의 그녀의 정체감에 편안하게 되는 과정 이라고 정의”(P.198)

하였다 한편 은 모성역할. , Walker, Crain & Thompson(1986)

획득과 모성 정체감의 상호교환적 사용에 반대 입장을 가지

고 있어 모성역할 획득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의해 확인된

역할수행을 의미하는 반면 모성정체감은 모아관계의 인지적,

이고 정서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연구에서 모.

성역할 획득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 모아분리 지지체계 어머니의 질환 육아태도 아기 기, - , , , ,

질 등이 보고되었다 이혜경 은 초산모를(Mercer, 1981). (1992)

대상으로 모성역할획득 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에서

모성 역할 획득은 모성역할 긴장이 적을수록 아기양육 준비,

도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잘되었다고 하,

였다.

그 동안 미숙아 어머니의 교육요구조결자 정연 이군자( , , ,

최선정 권미경 나 스트레스정경화 에 대한1997; , , 2000) ( , 1999)

연구와 함께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자신감 증진을 위한 조산

후 이행과정에서의 간호중재이인혜 채선미 에( , 1999; , 2001)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미숙아를 조기 분만한 어머니

의 모성역할 획득 경험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져있

지 않다 이전 연구에서 미숙아나 고위험 신생아의 갑작스런.

출산은 어머니와 가족에게 큰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며 또

한 모성역할 획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이(

선아 이러한 현상의 실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 1999)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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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세계를 탐구하여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획득과정

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서 모성 역할획득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중재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

의 모성역할 획득과정은 어떠한가 조기분만 후 어떻게 대처?

해 나가는가?

연구 방법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의 모성역할획득과정을 탐구하기 위

해 자료로부터 개념을 도출하고 이론화하는 근거이론방법을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도시 소재 종합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c

한 저 체중 출생아 어머니 명이었으며 자료수집 전 연구자8 ,

가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본 연구의 목적 연구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다 개인 심층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미숙아 출산의 경험에 대해 얘기해 주“

시겠습니까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로서의 느낌은 어떠합?” “

니까 아기 입원동안 힘든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는?” “

지 말씀해 주십시오 등의 질문을 통한 반구조적 면담법을.”

이용하였다 면담횟수는 연구자 의도에 의해 자료가 포화될때.

까지 회 실시하였으며 면담시간은 분에서 시간이었다1-3 30 -1 .

면담은 병원의 에 부속된 상담실과 연구자의 연구실에NICU

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의 허락을 받고 녹음을 시작하였으며

현장노트를 가지고 기록을 병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

년 월부터 월까지였다5 10 .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학력은.

전문대졸이상 명 고졸이 명이었으며 연령은 세에서 세5 , 3 24 39

까지였다 종교는 기독교 명 천주교 명 불교 명 무종교. 4 , 1 , 1 ,

명이었다 아기성별은 남아 명 여아 명이었으며 미숙아의2 . 5 , 3

출생시 체중은 에서 이었으며 재태기간은 주에709g 1740g 26+3

서 주였다 출생 순위는 첫째 명 둘째 명 셋째 명이었34 . 3 , 3 , 2

다 자료수집은 출생 후 일부터 일까지의 시점에서 이루. 7 115

어졌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현실은 내부자적 관점 에서 탐색되며(emic point) ,

비구조적이고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정보제공자의 실제적인

경험느낌 생각 통찰 행위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근거로 이( , , , )

론화를 추구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실시되었다신경림( , 1997).

에 의해 소개된 근거이론의 목적은Glaser & Strauss(1967)

정보에 토대를 둔 인간행위에 대한 설명적인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근거이론에서는 이론을 위해 의도적인 표본 추.

출을 하며 자료를 수집하며 분석하는 지속적인 비교법을 사

용한다 일차적으로 개방적 부호화를 실시하고 두 번째 단계.

에서 범주의 속성과 범주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선택적 부

호화를 시행한다 이 단계에서 핵심범주가 결정된다 또한 범. .

주간의 상호연관성은 어떤 유형과 연결상태가 확인될 때 형

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유형을 축코딩이라고 부른다 축코딩

에서 이들 자료들이 연결되도록 조직하고 분류하는 틀을 사

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를 패러다임이라고한다(Strauss

본 연구에서 범주간 상호연결성을 설명하기& Corbin 1998).

위해 자료는 인과적 조건 핵심현상 맥락 중재요인 작용상, , , , /

호작용 전략 결과 등의 틀에 의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의, .

타당성을 고려하여 이 제시한 기준인Guba & Lincoln (1982)

자료의 신빙성 을 높이기 위해 반복적 관찰과 이론(Credibility)

적 표출을 실시하였다 감사가능성 을 위해 근거이. (Auditability)

론방법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헌고찰과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메모를 통해 자료를 체계화하였다.

연구 결과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 정체성에 대한 파라다임 모형
명의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이8

용하여 분석한 결과 핵심현상은 불안정한 모성정체성 으로“ ”

나타났으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파라다임을 이용하여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자한다.

인과적 조건•

조기분만과 관련한 통제감 상실 은 핵심현상인 불안정한< > “

모성정체성 에 원인적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분만직 후 시기에”

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질문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원“ ”

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강한 느낌과

함께 의료진에 대한 원망감을 표현하였다.

통제감 상실의 하위범주는 갑작스런 분만에 대한 당혹감,

죄책감과 후회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나타났다.

즉 미숙아의 어머니는 예기치 못한 분만으로 현재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으며 통제감 상실 지각이 정상적인 모

성정체성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원에 가니 집에서 쉬라고 해서 조산을 할꺼란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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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에 그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조산할

거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더라고

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수술하는 순간까지도 가슴이 벅차. .

고 두렵고 수술실 들어가는 자체가 이 아이들쌍둥이을 제. ( )

대로 살릴 수 있을까....

제가 아기를 갖기 전 개월 전에 자연유산 됐었어요 그리3 .

고 좀 있다가 가져야하는데 개월 안되어서 지금 그 아기가3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기 못 가질 줄 알고 걱정했었.

는데 좋아서 잘 챙겼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에는 차를 타.. ..

고 다녀서 애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매일 갔었는데 볼 때마다 애가 고통스러워하니깐 기계 달

고 몸무게가 빠지고 나 때문에 그러니깐 눈물흘림.. .. ( ).

진료 받을 때 그때부터 조산기미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는 말씀이 없었는데 조산하고 난 뒤에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때 몸 상태를 체크해주었으면...

맥락적 조건•

현상이 발생하는 일련의 구조적 장으로 현상에 대한 인과

적 조건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변화시키는 조건(Strauss &

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협 으로 나타났다Corbin, 1998) < > .

이에 대한 하위범주는 아기상태의 심각성 생존의 불확실성,

으로 이루어졌다.

미숙아 어머니는 아기의 상태변화로 인한 생존과 장애의

위험 지각과 아기 생존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 위협감을 느

끼게 되는데 이것이 불안정한 모성정체감 형성의 맥락적 조

건으로 나타났다 즉 이것은 대상자가 작용반작용을 통해. “ /

반응을 일으키게하는 문제 또는 상황을 생성하는 조건의 유

형 으로 지각된 위협의 정도는”(Strauss & Corbin, 1998, p.132)

모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호전됐어요 미숙아 망막증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레.

이저 치료로 완전히 고쳐지고 뇌검사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이 없는 거 보니깐 버둥거리고 울고 잘 노는 것 보니까 맘.

이 놓이고 첫아이를 맡겨놓고 출발하니깐 분주하기는한데...

일단 여기와서 보게되면 맘도 놓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개월 후 망막이상으로 실명위험 진단 받고 면담시(1 )

눈에 망막이상 시신경의 이상 그런 것들이 만성으로 가게,

되면 애도 문제지만 키워야하는 저 자신도 그런 문제 이상,

한 시선과 부딪혀야 하는데 아직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가 없어서 미리 겁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헤치고 나아갈 것.

이냐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거죠. .

집에 있으면 더 가슴이 아파요 날마다 전화를 해요 그럼( ) . .

좋아지면 한 고개 넘은 것 같고요 아프면 같이 힘들고 상태. ..

가 나쁘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은 분 차 타고 집에 가.. 30

는 동안까지 서로 남편과 얘길 한마디도 안 했어요( ) .

핵심현상•

본 연구의 핵심현상은 불안정한 모성정체성 으로 나타났다< > .

불안정한 모성정체성은 아기에 대한 양가감정 부정적“ ”, “

정서 아기에 대한 몰입 의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아기에 대한 양가감정 은 출산의 기쁨 과 안쓰러움의 하위“ ”

범주로 이루어졌다.

막상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믿기지도

않고 살아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

간호사들이 이상하다고 할만큼 저희 내외는 굉장히 즐거움이

었어요.

처음엔 괜히 제 잘못 때문에 애기가 그런 것 같아 애기 처

음 본 날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 느낌은 미안하면서도 되.

게 좋았어요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 이쁘단 느낌만 들.

었지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처음에는 애기 봤을 때 표현을

잘 못했는데 몇 번 왔다가고 나서 보면 볼수록 예쁘고요 집

에 가면 눈앞에 아른아른 거려요.

애가 고통받는 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굉장히 아파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현대의학으로 치료..

를 못 할꺼라면 이 선에서 놔 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생각

까지했어요.

일 되었을 때 갔는데 볼 맛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안3 .

하더라고요 내가 왜 잘못해서 벌써 태어나게했나 안타까. ( )

웠어요.

부정적정서 가 또 다른 속성으로 나타났는데 아기가 살 수“ ”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어머니로서의 실감을 못느끼며

아기 상태에 의해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기의 미래 장애가능성 때문에 지속적 고통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로는 막막함 긴장감 절망감이. , ,

나타났다.

여기 병원 있을때는 같은 공감대가 있어서 제 문제가 큰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혼자 있다보니까 공감

대가 끊어진 상태로 이 모든 문제가 저 만의 문제로 다가오

기 때문에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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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데리고 가면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무서울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깐 혼자라 겁이 날 것 같아요.. .

심적으로 뭐해서 주위에서 전화 오면 받지를 못했어요 병.

원 전화일까 깜짝깜짝 놀래고 혹시하는 맘에.. .. ..

지금 상태는 끝이 없는 늪에 빠진 느낌이예요 자신을. ( )

추스리고자 마음 먹지만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

요 겉은 평온한 바다같지만 수면 속에 태풍 회오리가 몰아.

친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아기에 대한 몰입 의 하위범주는 돌보기 강한 유대감 양“ ” , ,

육 준비로 이루어졌다 분만 후 아이와 분리되어 정상분만에.

서처럼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아기를

위한 돌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내 아기 라는 소유감을“ ”

느끼게되며 퇴원 후 혼자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유는 직접 못하고 지금도 젖병으로 담아서 먹이는데 오

늘 처음 해봤어요 먹일 때 반응이 처음엔 괜찮았는데 아직.

은 숨 쉬는게 어려워서 정도 밖에 못 먹여요5cc .

제가 걱정하는건 워낙 장시간 있다보니깐 하루에 잠깐와서

하는데 애착이 원만하게 생겨야할텐데 아이가 심리적으.. ( )

로 불안하거나 하면 어쩔까 그래서 하루라도 안 오면 맘이

불안해요 손이나 발이라도 하루에 한번씩 만져주고 내가..

네 엄마니라 인지시켜주고..

집에 있을 때 기도하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제 맘속에는

아이가 항상 있어요 발 다리 움직이는 거 제 맘속에는( ) . ,

항상 생각이나더라구요.

며칠 전에 컴퓨터를 새로 구입했어요 아이에 대한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서 미숙아관련.. (

사이트도움도 많이 받아요 맘의 준비를 하고있죠 공기청) .. .

정기 디지털체온계나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 .

중재요인•

상호작용 전략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요인은 자신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가족적사회적지지로 나타났다, , / .

미숙아 어머니가 임신중독증이나 갑상성기능항진증 등 질환

이 있는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로 인해 모성역할 획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선생님이 물이 너무차서 애기가 안보인다고 하더라고

요 좀 기다리다가 담당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위험성이 크. .

다고 혈압도 높고 당도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입. .

원보다는 수술해야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수술.

한거예요 그러니깐 병원가기 아틀전부터 하루는 눈이 아침.

에 일어났는데 시력이 안보이는 거예요 일단 우울증이 생...

겼죠 애기낳고 난 뒤에 눈이 안보였어요 그래서 짜증 엄청. .

냈어요 걱정이 되는거죠 애기는 쪼그만데 제 나이는 있고. . .

시력이 보이지 않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일단 내가 튼튼해야지 애기를 볼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또한 많은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이 큰 문제임을 나타냈고 이

것은 모성역할 획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고 문제가 경제적인 거예요 여유있는 사람이야 걱정하.

지 않겠지만 경제적인 게 일차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의료.

보험이 완전히 된다면 상관하지 않겠는데 영세민이 아닌 저

같은 경우에 법으로 정해진 삼백만원이 소용이 없는거예요.

모든 미숙아들에게 보장이 된다면 모를까..

언론에 보면 저희보다 못사는 나라도 한 달에 만원 보조30

해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주일에 만원 넘게 드는데 노인1 100

복지도 중요하지만 영유아복지도 많이 바뀌어야할꺼라고 봐

요..

년까지 휴직인데 수시로 들락날락하며 치료를 해야하는데3

그게 걱정이예요.

남편의 지지는 조기분만 후 적응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확대가족은 때로는 적응과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 미숙아 분만을 한 사람들의 지지가.

위안이 되고 중요한 대응자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애 아빠가 협조적이예요 굉장히 이런 문제를 부. ..

딪혔어도 따지고 보면 우리부부만의 문제니깐 제일 든든한..

지원병이 있어서 모든 문제를 의논해가면서 같이 서로 짐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별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댁식구들도 나이가 많아서 애를 그렇게 낳았나 하고 생

각하는 등 스트레스 같은 건 없어요 저희 집안엔 아들만 있.

어요 우리 애기만 딸인 거예요 형님들이 그러세요 자네. . .

그런 귀한 딸 낳느라고 고생했다고 어머니는 시댁식구니깐..

경제적인 게 들어가니깐 언제 애기 나오느냐 그런 소리는 하

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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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임신때 친정식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니까 자연

임신처럼 시험관시술함 저만 따로 살기도하고 볼 기회도.. ( )

많지 않은데 신경을 써주지 않아서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저 생각해서 하는 얘기래도 작은 말에도 저는 상처

를 받게 되고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안하게되요..

요즘은 미숙아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도 부모만이 탓이 아

니고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탓도 있다는 걸 아니깐 서로 고충

이나 경험담 같은 걸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 미숙아사이( )

트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작용상호작용전략/•

어떻게 개인이 그들이 맞닥뜨리는 상황 또는 문제를 다루

는가하는 것인데 모성역할 획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

로 정서적 대처 마음 다스리기 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획득< : >

과정동안 나타나는 우울 안타까움 후회감 등을 극복하고 심, ,

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신앙에 의지 감정해소, ,

이웃에 의지하기 등이 사용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

니깐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자식 때문에 힘들면. .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로 힘드니까 제 짐이 그렇게 무

겁지는 않아요.

일기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친구같이 느껴져.

요 쓰다보면 마음이 풀어지고 긍정적이 되요. ...

너무힘들 때는 한번 크게 울고나면 마음이 후련해져요.

상황 재정의 는 현재 상황에 긍정적 사고를 함으로써 좋< >

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미숙아 어머니에서 또 다른 대처

전략으로 나타났다.

남의 불행을 보고 안도하는 게 잘못된 건데 다른 미숙아

아이는 수술하는 아이도 많고 굉장히 힘든 아이도 많더라고

요 그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까지.. ..

순탄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한테 어려운 일은 닥치지 않을 거

라 생각해요.

문제해결적 대처 은 의료진을 신뢰하고 최선의 치료를 위< >

해 따르며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휴직하는 등 역할

조정을 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봐주시니깐 애기 걱정은 없어요 우리 애기를 매주 보.

면 제가 처음 갖는 느낌이 우리 애기를 언제 내 품에 안아서

젖을 물릴 수 있을까 그걸 최고 먼저 생각하고 병원에 대..

해서는 제가 믿음이 가요.

직장 휴직의 아쉬움도 있지요 그런 맘이 조금은 있는데.

첫 아이와는 다르게 힘들게 저한테 온 애기라 일단은 아기.

가 문제지 제 인생이 먼저는 아닌 것 같애요 일부러 운동...

을 열심히 해요.

마지막으로 정보 탐색 이 대처전략으로 이용되었는데 주위< >

비슷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나 인터넷카페 그리고 책,

을 통해 양육경험을 나누고 많은 사실에 대해 알고자 하였다.

웹 싸이트에 미숙아사랑이란 곳에 들어가서 에게 많은000

위로를 받았어요 그 사람에 대해 얘기도 듣고해서 굉장히.

진정이 됐어요 그 카페에 들어가면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우리 애기는 행.

복하구나 그 사람들도 희망 갖고 사니깐 정상적으로 크는.

애기도 있고 대학까지 간 사람도 있으니깐 단지 남들보다.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애기한테 별문제가

없을꺼다..

제가 많이 알아야지 최대한 알아야한다고 관심을 갖고 있

어요 첫 아이때도 육아 책을 끼고 살았지만. ..

결과•

미숙아 어머니는 조기 분만 후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상호

작용전략을 통해 아기 상태를 수용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을 갖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대처과정을 통해. ,

어머니로서 아기수용과 편안함과 능력감을 갖추는 모성역할

획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

심히 살아야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낳을 수 없다고 생각.

하니까 더 귀하게 느껴지고 즐거움이 커요...

빨리 우리집에 데려가서 안아보고 싶어요.

본 연구를 통해 불안정한 모성정체성 이 핵심현상으로 도“ ”

출되었다.

미숙아 출산은 기쁨과 함께 준비 안된 출산으로 인한 당황

함으로 인해 가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된다 자료에 나타난.

현상은 아기에 대한 양가감정 부정적 정서 아기에 대한“ ”, “ ”, “

몰입 으로 불안정한 모성정체성 으로 범주화되었다 상황에” < > .

대한 통제감 상실은 불안정한 모성정체성의 원인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모성정체성의 맥락적 조건은 아기의 상태.

에 따른 위협 지각정도로 나타났다 미숙아모의 건강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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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갈등경험 경제적 상태 사회적지지 정도는 상호작용 전, ,

략이 핵심현상인 불안정한 모성정체성 에 미치는 영향에 매“ ”

개요인으로 나타났다 미숙아모의 대처전략은 정서적대처 상. ,

황재정의 문제해결적 대처 정보 탐색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 , .

한 대처과정을 통해 나타난 긍정적 결과는 아기상태를 수용

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갖게되는 모성역할획득

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진술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중심현상과 인과적 조건 맥락,

적 조건 중재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그리고 결과 사이의, , / ,

가설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관계진술로 도출하였다.

통제감 상실 지각이 클수록 모성정체성의 불안정성이 증∙

가할 것이다.

아기 상태의 심각성은 불안정한 모성정체성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미숙아 어머니 자신의 건강상태는 대처 전략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미숙아 어머니에 대한 가족적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대처/∙

전략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조기분만에 대한 긍정적 대처전략은 모성역할 획득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논 의

모성정체감은 임신기동안 시작되어 주위 모델을 통해 배우

고 계속되는 과정 으로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갑(Rubin, 1967)

작스런 출산으로 인한 통제감 상실과 모성역할에 대한 준비

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모성정체성 형성과정에 방해가

일어난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미숙아 어머니는 행복감 대신에 아기에 대한“

양가 감정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에 대한 기” . ,

쁨이 있지만 아기에 대한 안쓰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나 이러한 것이 긍정적으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기분만 후.

위기시기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감정은 지속되는 불안 으로“ ”

이것은 미숙아 출산으로 인한 통제 상실감에 대한 지각과 미

래를 예측하기 어려움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Zabielski,

1994).

또한 미숙아 어머니는 막막함 긴장감 절망감 등 정상분만, ,

에서와는 다른 유형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아기와의 상호작용은 아기의 입원과 질환으로 인해,

제한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실제 수행하고 주위로부터 역

할을 보고 배우는 기회가 없어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막막함 무력감 등 부정적 정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 ”

볼 수 있다 문진하 는 미숙아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연. (2002)

구결과 저체중 출생아 어머니는 조기분만 후 불안 슬픔 두, , ,

려움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체중아와 관련한 적절한 정보와 의료서비스 부족으로 어려

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양육 자신감이 어머니의 스.

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미숙아 부모는 질병과 미

숙상태에 적응해야하므로 부모역할에 자신감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요인(Bialoskurski, Cox & Hayes, 1999)

맥락적 조건
지각된 위협
아기 상태의-

심각성
생존 불확실성

인과적 조건
조기 분만으로
인한 통제감
상실

핵심 현상
불안정한 모성정체성
아기에 대한 양가감정-

부정적 정서-

아기에 대한 몰입-

작용상호작용전략/

정서적 대처 마음:

다스리기
상황 재정의
문제 해결적 대처:
순응 역할조정,

정보탐색

결과
모성역할 획득
능력감-

아기수용-

양육 기대감-

중재적 조건
자신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가족적사회적 지지/

그림 미숙아 분만으로 인한 불안정한 모성정체성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1>



에 입원한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정체성NICU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1), 2004 1 123

이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분만초. ,

기에 온전한 아기의 출산에 대한 상실감과 생명보존에 대한

위협감으로 슬픔반응이 지속되고 생존이 확신될 때까지는 아

기로부터의 퇴축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withdrawal”( )

있어 이러한 현상이 부정적 정서에 관련된다(Zabielski, 1994),

고 보겠다.

아기와의 상호관계 설립이 정서적 연결감(emotional linkage)

과 경계 를 설정함으로써 모성정체성을 증진시키고(boundaries)

확고히 하는데 미숙아 어머니에서는 아기(Walker et al., 1986)

의 입원과 치료과정으로 인해 이러한 과정에 방해를 받게된

다고 볼 수 있다 아기 상태의 심각성이 모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기의 통합성 또는 기능에서의,

문제는 그곳에 중심화 현상을 야기하고 문제가“centration”( )

지속되는 동안 역할 형성 과정이 멈추게된다고 하여(Zabielski,

심각성에 따른 위협 지각은 불안정한 모성정체성 현상1994),

을 일으키게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성과 더불어 미숙아.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인식과 함께 아기에 대해 강

한 유대감을 느끼며 실제 아기를 돌보기를 수행하고 앞으로

양육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기에“

대한 몰입 으로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몰입은 어머니로서의” .

자신감과 능력감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적응적 모성역할 획

득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혜원과 홍경자 는 모성 의 중심개념으로(1996) (motherhood)

모성정체성은 모성역할획득수행과 모아애착등의 용어와 명( )

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여성의 자아세계로 전인격적으로 통합

되는 의지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임부의 모성,

정체성의 하위개념으로 어머니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

는 것 어머니로서 자신을 심상적으로 적용해보는 것 어머니, ,

로서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 아기태아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 ) ,

부정적 정서경험을 제시하여 미숙아를 분만한 경우 모성정체

성은 좀 더 다른 유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조기 분. ,

만으로 인한 죄책감 후회감 등 부정적 정서가 어머니로서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자신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가족적, , /

사회적 지지가 모성역할 획득 과정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이전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에서 재인용은 사회적. Crnic et al.(1983, Zabilski, 1994 )

지지가 모성에 대한 태도 와 모아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효과“ ”

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고위험임부의 모성역할획득.

에 관한 연구이선아 에서 모성역할 획득인자는 산후( , 1999) 1

개월에는 모성애착 남편과의 관계 우울 아기의 건강상태였, , ,

고 개월에는 남편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교육수준으로 나타4 , ,

났다고 하여 남편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기분만시 모성역할 획득을 위한 적응과정에서 상호작용

전략으로 정서적 대처 상황재정의 문제해결적 대처 정보탐, , ,

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암환자의 대처양상에 관한

연구에서김복련 김영혜 김장순 정인숙 김주성 순응( , , , , , 2003) ,

긍정적 사고 사회적지지신앙포함에 의존 정보탐색이 주요, ( ) ,

대처전략으로 나타난 것과 크게 상이하지 않았으며 뇌성마비

어머니의 대처양상에 관한 연구이화자와 이지원 에서( , 1997)

문제해결 중심의 대처 와 긍정적 관점과 가족의 통합성유“ ” “

지 와 관련된 대처양상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유사하다.

는 미숙아 분만 후 적응하는 과정으로 입원McHaffie(1990)

기 동안을 예상슬픔 불안스런 기대 긍정적 기대 시기로“ ”, “ ”, “ ”

범주화하였는데 퇴원전의 어머니는 아기의 퇴원준비를 긍정적

으로 수용하고 아기를 다루는 것에 대한 기쁨과 자신감이 증

가한다고 보았다 간호사는 모성역할획득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적절한 시점에 중재를 통해 적응적 모성역할획득 과정을 이루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한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에 입원중인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획NICU

득과정을 탐구하기위해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현상에 대

한 개념화와 실체적 이론 개발을 추구하였다 연구대상은 명. 8

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 어머니였다 본 연구.

에서 핵심 현상은 불안정한 모성정체성 으로 나타났다“ ” .

불안정한 모성정체성 의 속성은 아기에 대한 양가감정< > “ ”

부정적 정서 아기에 대한 몰입 으로 나타났다 상황에 대“ ” “ ” .

한 통제감상실은 불안정한 모성정체성의 원인적 요인으로 나

타났다 불안정한 모성정체성의 맥락적 조건은 아기의 상태에.

따른 위협 지각정도로 나타났다 미숙아 어머니의 건강상태. ,

경제적 상태 가족적사회적지지 정도는 상호작용 전략이 핵, /

심현상인 불안정한 모성정체성 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요인으“ ”

로 나타났다 미숙아 어머니의 대처전략은 정서적 대처 상황. ,

재정의 문제해결적 대처 정보탐색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 .

대처과정을 통해 나타난 긍정적 결과는 아기상태를 수용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갖게 하게되는 모성역할획득

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좀 더 많은 표집 수를 대상으로 퇴원 후 기간을 포함하는∙

연구를 통해 모성 정체성 속성 뿐 아니라 모성 역할 획득

과정에 대한 이론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대처전략과 중재요인에 따른 모성역할 획득과정에∙

차이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중재방법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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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f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admitted in NICU and to conceptualize the phenomena. Method: The grounded theory method

was utilized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8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were selected and in-depth interview

was performed. Paradigm model was utilized for data analysis and presentation. Result: The central category was

"unstable maternal identity". The properties of the core phenomena was "ambivalent feeling to baby" "negative

emotion" "commitment to baby". The loss of control due to premature delivery was the causal condition. contextual

condition was the "perceived threats" due to severity of the premature infant and uncerainty of the baby's life. The

mother's health status, economic status, and familial and social support was recognized as intervening conditions

during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The strategic action/interactions were emotion-focused coping,

reappraisal of the situation, problem-focused coping, and information seeking. The consequence was the maternal

role attainment with competence and expectation. Conclusion: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was affected

by threats due to severity of the baby and intervening factors and interaction strategy. Further research is

recommended to develop adequate intervention method during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Key words : Premature, Maternal identity, Maternal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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