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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모든 사회에 편재해 있는 관념 중에 하나는 어른들은 부모

가 될 것이며 부모라는 역할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느낄 것이,

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부모가 되는 일처럼 많은.

인내와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요구되는 경험 또한 거의 없다,

홍경자 등 아기의 출생은 가족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 2002).

안겨주는 반면 갓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 즉시부터 시간 부24

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므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되고 직접적인 아기돌봄의 책임이 많은 어머니는 아버지

보다 더 힘든 경험을 하게된다원정선 더우기 현대사( , 1990).

회에서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에 학습되는 교육의 주된 내

용은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보다는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으며 결혼후에도 핵가족화 및 출산후 조기퇴원의 경향,

으로 인해 대개는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빈약한 경험과 부

족한 정보를 가진 채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어머니가 신생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부족 및 자신감이 부족한 경

우 부모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어 어머니로서 신

생아를 돌보는 일에 두려움과 부담감을 갖게되고 어머니다운

감정에 실망을 주게되며 이것은 갈등현상을 일으켜 부모됨의,

위기에 까지 이르게 된다박영숙( , 1991).

아동의 성장과 발달은 유전적 영향보다는 출생후의 환경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

소중의 하나가 어머니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의 환경임이 강

조되어 왔다 신생아기와 영아기 동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긍정적인 양육환경을 통해 형성된 신뢰감은 그 다음

발달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며 성숙한 성인으로 성

장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과업이다 어머니와 아기가 지속.

적으로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생아의 정

신건강에 필수적이며 어머니가 제공해주는 돌봄의 결핍은 아,

동의 신체적 사회적 발달장애 및 성격발달에 크게 영향을, ,

미치게 된다김희숙 등 김태임( , 2003; , 1991).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성장과 발달특성 음식물 섭취 목욕 구강간호 등의, , ,

기본 위생관리 놀이의 중요성과 특성 타인과의 대인관계 기, ,

술 터득의 중요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요구되며 특히

출생 후 신생아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와 적절한 지원은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있어 필수적인 요인임이 많

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김희숙 등 홍경자 등( , 2003; ,

신생아는 그 의존적인 특성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2002).

의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기본 리듬을 형성

하며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양육행동에는 수유하기. ,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아주기 등 일반적인 돌보기 활동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욕구와 발달특성을 인지하고 관심을 베푸는

자세로서의 인지적 정서적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Bigner,

1986).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인식은 신생아 돌보기를

자신있게 행할 때 생기며 아기에 대한 인식이나 신념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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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 연결되어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Klaus & Kennell,

이에 관한 연구결과로는 어머니의 신생1981; Pridham, 1981).

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각각의 변수를 파악한 연, ,

구김신정 김영희 김계숙 이미자 등 이자형( , , , 2003; , 2003; ,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시행한 후 그 효과로서 자신감1986),

및 양육태도를 측정한 연구가 여러 편 수행되었으나 그 결과

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조결자 등 서영미( , 1999; ,

곽연희 또한 어머니의1998; , 1996; Camp & Morgan, 1984).

영아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는 안정된-

모아상호작용 양상에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가 수행되었으

나김태임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및 신생아 돌( , 1991)

보기 자신감과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신생아 어머니의 올바른 양육을 위한 간호교육은 신생아

간호영역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산욕기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

는 간호사는 어머니가 신생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 신,

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이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떠,

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모아 관

계 형성을 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본 연구에서

위 세 변인들 간의 관계파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및 양육태도를 파악하여 어머

니들이 신생아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과 양육에 대한 자신감

을 증진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게 하기 위한 교육 프로

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정도와의, ,∙

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

감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신생아에 대한 지

각과 돌보기 자신감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소재 종합병원 부속 산후조리원S

에 입원한 산모와 노원구 소재 개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1

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

외한 산모 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산후조리원에 입원 후159 .

산모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주어지기 전에 자료를 수

집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입원 이틀째 되는 산모에게 자료

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까2003 11 2004 3

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자들이 병원장과 산후조리,

원장을 방문하여 구두승인을 받은 후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런 후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수간호사.

및 일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재차 허락을 받

았다 담당간호사의 협조를 얻어 산모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대한 참여는 강요하지 않았으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산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본인이 직접 질문지에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어

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측정도구 문항일반 신생아에12 (

대한 지각측정항목 문항 동일문항으로서 자신의 아기에 대6 ,

한 지각측정도구 문항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측정도구6 ), 16

문항 양육태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 .

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은 신생아의 외모와∙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느낌을 의미하며(Klaus & Kennell,

와 에 의해 개발된 신생아1982), Broussard Hartner(1971)

지각목록 을 사용하였다(NPI-Neonatal Perception Inventory) .

도구의 구성은 일반 신생아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느낌

을 사정하는 일반 신생아에 대한 지각측정형태(Average

와 자기 신생아의 행동에 대한 어머Baby Perception Form)

니의 느낌을 사정하는 자신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측정형태

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측정형태의 문항구성은.

울음 구토 수유 수면 배설 수면과 수유의 안정 등 신생, , , , ,

아의 행동에 관한 개 문항의 점 척도로 되어있다 도구6 5 .

의 사용방법은 분만 후 일 된 산모에게 일반 신생아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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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각측정형태를 작성하게한 후 이어서 자신의 신생아

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은 없다 점은. 1 ‘ ’, 5

매우 많다 로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 ’

을 의미한다 점수의 합은 일반 신생아와 자신의 신생아에.

대해 각각 최저 점에서 최고 점까지의 범위이며 이 때6 30 ,

일반 신생아에 대한 지각점수에서 자신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점수의 차이를 산출하여 그 차이가 양수 인 경우는(+)

긍정적 지각으로 이나 음수 인 경우는 부정적 지각으로, 0 (-)

평가한다 김태임 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 신뢰계. (1991)

수 는 각각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Cronbach's ) .73, .79α

는 각각 로 나타났다Cronbach's .74, .77 .α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아기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 ,∙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양육적인 역할에 대하여 어머니

스스로 자신을 갖거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

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Pridham, 1981),

도구는 의 을 토대로 이Pharis(1978) Self Confidence scale

은숙 이 일부문항을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987) .

문항의 내용은 아기의 울음의미 파악하기 목욕시키기 수, ,

유하기 기저귀 갈아주기 옷갈아입히기 안아주기 아기, , , ,

상태설명 체온측정 손발톱 깎아주기 눈 코 귀 깨끗이, , ,

해주기 좋은 어머니 되어주기 배꼽돌보기 우는 아기 달, , ,

래주기 이상증상 발견 딸국질 멈추게 하기 포옹 등의, , ,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도구는 점 척도로서 매16 . 5 ‘

우 자신있다에 점 매우 자신없다에 점으로 점수가 높’ 5 , ‘ ’ 1

을수록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이은숙의 연구에서는 이었으며. Cronbach's = .85 ,α

백미례 의 연구에서는 이었고 조(1990) Cronbach's = .82 ,α

결자 등 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1999) Cronbach's = .91,α

에서의 는 이었다Cronbach's .88 .α

양육태도란 어머니가 아기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로서 본 연구에서 신생아 어머

니의 아기 기르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결자 등

의 아기 양육에 관한 개 항목의 도구를 사용하였(1999) 20

다 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에 점 전혀 그렇지 않다. 5 ‘ ’ 5 , ‘ ’

에 점을 주었고 부정문의 항목에 대해서는 역환산 하였으1

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기 양육에 관련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조결자 등의 연구에서 는. Cronbach's .87α

이었고 본 연구의 값은 로 나타났다, Cronbach's .69 .α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SPSS Win

여 대상자의 특성 및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를 구하1)

였고 로 연구변수들간의 상, 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관관계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어머. 3) ,

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양육태도와, ,

의 차이 검정을 위해 를 이용하였다t-test .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본< 1>.

연구 대상자는 총 명으로서 연령은 세의 범위로 평159 23-40

균 세이었으며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로 고졸의30.9 85.5%

보다 더 많았고 직업은 주부가 로 가장 많았다14.5% 56.0% .

종교는 기독교가 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경제수준은 중49.1% ‘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형태는’ 61.0%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159)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연령 세 이하25 5 3.1

세 이하26- 30 73 46.0

세 이하31- 35 65 40.8

세 이하36- 40 16 10.1

교육정도 고졸 23 14.5

대졸 이상 136 85.5

직업 주부 89 56.0

전문직 28 17.6

사무직 30 18.9

자영업 2 1.3

기타 10 6.3

종교 기독교 78 49.1

불교 19 11.9

천주교 20 12.6

기타 3 1.9

없음 39 24.5

경제수준 상 3 1.9

중상 97 61.0

중하 55 34.6

중하 4 2.5

가족형태 핵가족 138 86.8

대가족 21 13.2

산후 조력자 유 104 65.4

무 55 34.6

원한 출산 예 137 86.2

아니오 22 13.8

분만력 초산모 89 56.0

경산모 70 44.0

분만형태 자연분만 101 63.5

제왕절개 58 36.5

아기 성별 남아 92 57.9

여아 67 42.1

출생시 미만2.5kg 6 3.8

아기 체중 2.5- 3.4kg 119 74.8

이상3.5kg 34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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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이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산후 조력자가 있는86.8% .

경우는 로 없는 경우의 보다 많았고 대상자의65.4% 35.4%

가 원한 출산이라고 응답하였다 분만력에 있어서는 초86.2% .

산모가 로 경산모의 보다 많았으며 분만형태는 자56.0% 44.0%

연분만이 로 제왕절개보다 더 많았다 아기 성별은 남아63.5% .

가 로 여아의 보다 더 많았으며 출생시 아기 체중57.9% 42.1%

은 이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2.5-3.4kg 78.6% .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는 어머니가 보통의 아

기들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어려움의 정도에서 자신의

아기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뺀 차이 값

으로 차이 값의 점수가 양수 이면 자신의 아기에 대해서 긍(+)

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하며 이나 음수 인 경우는 부정적, 0 (-)

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가 보통의 아기에 대해 느끼고 생

각하는 정도는 평균평점 점이었으며 자신의 아기에 대해3.25

느끼고 생각하는 정도는 평균평점 점으로 나타났다 신생2.99 .

아 어머니의 보통의 아기에 대한 지각점수가 자신의 아기에

대한 지각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각의 차이는 평균평점

으로서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임을 알 수+.26

있다 또한 개 문항 모두에서 지각의 차이가 긍정적으로 나. 6

타났다.

대상자의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정도
대상자의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다음과 같

다 표 대상자의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3>. 5

점 만점에 평균평점 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가3.13

장 자신감 있는 문항은 포옹하기 가 점으로 가장 높았4.00「 」

으며 그 다음으로는 안아주기 가 점 기저귀 갈아주3.99 ,「 」 「

기 가 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감이 가장 낮은 문항3.72 .」

은 이상증상 발견 이 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2.13「 」

는 목욕시키기 가 점 배꼽 돌보기 가 점으로2.57 , 2.62「 」 「 」

나타났다.

표 대상자의신생아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정도< 3> (n=159)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배꼽 돌보기 2.62 .87

2 수유하기 2.99 .68

3 기저귀 갈아주기 3.72 .83

4 목욕시키기 2.57 1.02

5 포옹하기 4.00 .83

6 눈 코 귀 깨끗이 해 주기, , 3.10 .95

7 옷 갈아 입히기 3.57 .83

8 울음의 의미 파악하기 2.59 .79

9 이상증상 발견 2.13 .72

10 체온 측정 3.18 .85

11 안아주기 3.99 .80

12 좋은 어머니 되어주기 3.40 .77

13 우는 아기 달래주기 3.02 .72

14 손 발톱 깍아주기 3.23 .95

15 영아상태 설명하기 2.93 .76

16 딸꾹질 멈추게 하기 2.99 .82

전 체 3.13 .49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 정도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 정도는 다음과 같다 표<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 정도는 점 만점에 평4>. 5

균평점 점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3.43

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

다 가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4.58」 「

유는 분유보다 나쁠 지도 모른다 가 점 어머니는 아4.24 ,」 「

기에게 분유먹이기 보다 모유 먹이기를 좋아한다 가 점4.23」

의 순으로 나타나 양육태도 중 모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기를 돌보는 일이 너무 많아서. 「

어머니는 다른 일을 할 틈이 없다 가 점으로 가장 낮게2.67」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기는 어릴수록 돌보기가 힘들「

다 갓난 아기들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 아기들은 자, ,」 「 」 「

기만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 가 각각 점의 순으로2.74」

표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 2> (n=159)
번호 문항

보통의 아기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자신의 아기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지각의 차이

1 우는 것 3.29(.79) 2.89(.84) .40(.81)

2 젖을 먹는 것 3.84(.94) 3.62(1.07) .22(.83)

3 흘리고 토하는 것 3.11(.79) 2.64(.86) .47(.79)

4 자는 것 2.67(.95) 2.50(.93) .17(.84)

5 배변하는 것 2.84(.90) 2.71(.99) .13(.70)

6 먹고 자는 습관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 3.75(.92) 3.57(.98) .18(.68)

전 체 3.25(.61) 2.99(.64) .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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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
정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정도와의, ,

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5>.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양육태도와는 유(r=.121, p=.128),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신생아 돌보기 자(r=.176, p=.027),

신감은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r=.239, p=.002). ,

일수록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 또한 긍정적임을 알 수 있으

며 대상자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태

도가 긍정적임이 파악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6>.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는 대상자의 연령(t=-.541,

직업 유무 종교 유무p=.589) (t=1.964, p=.051), (t=1.737,

경제수준 산후 조력자 유무p=.084), (t=.146, p=.884), (t=-1.051,

분만력 분만형태 아p=.295), (t=1.172, p=.243), (t=.174, p=.862),

기 성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t=1.136, p=.258) .

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대상자의 연령(t=-1.405,

직업 유무 종교 유무p=.162), (t=1.866, p=.064), (t=1.774,

경제수준 분만형태p=.078), (t=-.169, p=.866), (t=1.191, p=.235),

아기 성별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879, p=.381)

산후 조력자 유무 분만력 에(t=2.005, p=.047), (t=-4.177, p=.000)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양육태도 정도는 대상자.

의 연령 직업 유무 종교 유(t=1.094, p=.276), (t=-.480, p=.632),

무 경제수준 산후 조력자 유(t=1.323, p=.188), (t=.029, p=.977),

무 분만력 분만형태(t=.452, p=.652), (t=.527, p=.599), (t=1.083,

아기 성별 에 따라서 모두 유의한 차p=.281), (t=1.244, p=.215)

이가 없었다 즉 대상자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정도는 산후. ,

조력자가 있는 경우가 점으로 없는 경우의 점에 비해3.18 3.02

경산모가 점으로 초산모의 점보다(t=2.005, p=.047), 3.30 2.99

표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 정도< 4> (n=159)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어머니는 아기가 웃기 시작하거나 타인을 의식하기 전 까지는 독립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3.84 1.11

2 어머니는 아기에게 분유 먹이기 보다 모유 먹이기를 더 좋아한다. 4.23 .76

3 아기는 어릴수록 돌보기가 힘들다. 2.74 1.05

4 갓난 아기들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 2.74 1.02

5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4.58 .75

6
생후 개월 내의 아이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때 매우1

좌절감을 느낀다.
3.03 .99

7 아기들은 모유 먹기를 분유 먹기보다 좋아한다. 3.30 1.21

8 아기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 2.74 1.12

9 아기를 돌보는 일은 즐겁기 보다는 힘든 일이다. 3.21 .98

10 아기를 돌보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는 다른 일을 할 틈이 없다. 2.67 .90

11 아기가 울 때마다 안아주거나 돌보아 주는 것이 좋다. 3.49 .90

12 모유를 너무 오래 계속하면 아기가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 쉽다. 3.72 .92

13 생후 개월 내의 아이는 무슨 일이 잘못되지 않는 한 울지 않는다1 . 3.37 1.13

14 아기가 우유를 반병정도 밖에 마시지 않을때는 화가 난다. 3.70 .98

15 아기들의 우유는 규정대로 정해진 시간에만 먹어야 한다. 3.87 .91

16 부모는 아기가 울 때 마다 달래주어야 한다. 3.21 .91

17
임신함으로 생기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아기 출산 전 했었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2.86 1.03

18 모유는 분유보다 나쁠 지도 모른다. 4.24 1.03

19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50 1.04

20 아기는 팔다리를 지나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않는다. 3.49 .98

전 체 3.43 .33

표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5> , ,
정도와의 관계 (n=159)

신생아에 대한

지각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양육태도

신생아에 대한
지각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r=.121 p=.128

양육태도 r=.176 p=.027* r=.239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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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177, p=.000) .

논 의

출산은 정상발달과 관련된 스트레스 중의 하나로 정상적“

위기 또는 전환의 시기 로 알려져 있다 아기” “ ” (Reeder, 1987).

의 탄생은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기쁨이며 축하와 연관되는

긍정적인 사건인 반면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으로 간주되며

양육의 책임과 더불어 부가적인 집안 일의 증가 재정적 부담,

증가 또는 여가시간의 감소 등 수많은 생활변화가 수반되어

부모가 됨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이자형 건강한( , 1994).

산모가 건강한 아이를 분만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출산

후 어머니는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 회복 외에 신생아의

관계형성과 신생아 양육을 위한 역할 습득이라는 과제를 더

갖게 된다 출생초기에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은 강하.

고 건강한 모아관계 형성에 중요하며조수현 어머니의( , 1990)

긍정적인 지각은 출생 이후 전 생애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

고 편안함을 느끼며 사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게 되므로 올바른 모아관계 형성에 필수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이자형( , 1986).

모아관계에 만족하고 보상을 느끼면 어머니는 영아를 긍정

적으로 지각하지만 기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면 어머니는

신생아에게 흥미를 잃고 부모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으

로 죄책감과 우울에 빠지게 된다한국아동학회 그러므( , 1990).

로 적절한 어머니의 역할을 위해서도 어머니가 자신의 신생

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Powell, 1981).

연구에서 파악된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은 보통의 아

기에 대한 지각점수평균평점 가 자신의 아기에 대한 지( 3.25)

각점수평균평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각의 차이는( 2.99)

평균평점 으로서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26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태임 의 연구결과 지각의 차이, (1991)

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조사대상 초산모의+.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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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박영숙 등 의 연구에서 조사대(1984)

상 산모의 에서 긍정적 지각을 나타낸 결과에 비해 높70.8%

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중 를 차지하. 44%

는 경산모의 양육경험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정도는 점 만점에5

평균평점 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신감3.13 .

있는 문항은 포옹하기 가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4.00「 」

음으로는 안아주기 가 점 기저귀 갈아주기 가3.99 , 3.72「 」 「 」

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감이 가장 낮은 문항은 이상증. 「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자신감 양육태도 정도의 차이< 6> , , (n=159)
특성 구분 실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양육태도

M(SD) M(SD) M(SD)

연령 세 이하30 78 .24(.49) 3.07(.47) 3.46(.34)

세 이상31 81 .28(.41) 3.18(.51) 3.40(.32)

t=-.541, p=.589 t=-1.405, p=.162 t=1.094, p=.276

직업 유 70 .18(.43) 3.05(.42) 3.44(.38)

무 89 .32(.45) 3.19(.53) 3.42(.29)

t=1.964, p=.051 t=1.866, p=.064 t=-.480, p=.632

종교 유 120 .30(.47) 3.17(.49) 3.45(.35)

무 39 .15(.37) 3.01(.47) 3.37(.29)

t=1.737, p=.084 t=1.774, p=.078 t=1.323, p=.188

경제수준 중상 이상 100 .27(.48) 3.14(.52) 3.43(.32)

중하 이하 59 .25(.39) 3.12(.45) 3.42(.35)

t=.146, p=.884 t=-.169, p=.866 t=.029, p=.977

산후 유 104 .31(.44) 3.18(.45) 3.44(.33)

조력자 무 55 .23(.45) 3.02(.55) 3.41(.34)

t=-1.051, p=.295 t=2.005, p=.047 t=.452, p=.652

분만력 초산모 89 .30(.45) 2.99(.48) 3.44(.35)

경산모 70 .21(.44) 3.30(.45) 3.41(.31)

t=1.172, p=.243 t=-4.177, p=.000 t=.527, p=.599

분만형태 정상분만 101 .27(.44) 3.16(.46) 3.45(.33)

제왕절개 58 .25(.45) 3.07(.54) 3.39(.34)

t=.174, p=.862 t=1.191, p=.235 t=1.083, p=.281

아기 성별 남아 92 .30(.48) 3.16(.48) 3.45(.32)

여아 67 .21(.40) 3.09(.51) 3.39(.34)

t=1.136, p=.258 t=.879, p=.381 t=1.244,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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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발견 이 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목욕시2.13」 「

키기 가 점 배꼽 돌보기 가 점으로 나타났다 조2.57 , 2.62 .」 「 」

결자 등 의 연구에서는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항목 중(1999)

옷갈아 입히기 기저귀 갈아주기 안아주기 등이 실험군과 대, ,

조군 모두 사전조사 결과에서 가장 자신감이 있는 문항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신.

생아에 대한 돌보기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어머니들이 가장 자

신있게 느끼는 부분이므로 산모교육시에 고려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신감이 가장 낮은 항목으로 이상증상발견. ,

목욕시키기 울음의 의미 파악하기 등의 항목은 본 연구결과,

와 조결자 등 의 연구결과와 일치되게 나타나 산모교육(1999)

시에 강화해야 할 항목으로 고려해야 하겠다 산모에게 신생.

아 양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산모가 신생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신생아 돌보기에 어느 정도의 자신,

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교육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이미자 등 산모교육에 앞( , 2003)

서 이러한 지각 및 자신감 정도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겠다.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양육태도와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이(r=.176, p=.027)

긍정적일수록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 또한 긍정적임이 파악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

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김태임 의 연구에서 영아에 대(1991)

한 지각이 긍정적인 경우가 부정적인 경우보다 더욱 민감한

모아 상호작용 양상을 나타내어 영아에 대한(t=2.37, p=.05)

긍정적 지각과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는 민감한 모아 상호작-

용 양상에 관계됨이 확인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

고 있다 또한 산욕초기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지각과 모아.

상호작용 양상과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용할수록 영아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어머니는 영아의 행동에 민감하고 반응,

적이며 적극적이고 영아의 행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부정적으,

로 지각한 어머니는 모아 상호작용 양상에 있어 민감성이 낮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igner, 1986; Nover, 1984; Pridham,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긍1981).

정적인 인식은 신생아 돌보기를 자신있게 행할 때 생기며 아

기에 대한 인식이나 신념은 양육태도로 연결되어 행위로 나타

나게 됨을 알 수 있다(Klaus & Kennell, 1981; Pridham, 1981) .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대하고 가르치고, ,

돌보는 양육행동에 있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서 이은수 는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영아, (1985)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신호에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관련된 연구로는 산모교육후 그 효과측정 변수로 영아돌보기

지식과 자신감을 측정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산모교육이 자신

감에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특히 자신감 변수 측정은

자가보고 형식이 대부분이었다서영미 곽연희( , 1998; , 1996;

조결자 등 의 연구에서는 산모들에게 실시Nover, 1984). (1999)

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이 어머니의 자신감과 양육태도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미경 의 연구에서는 정(1990)

상아를 분만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 신생아 돌보

기 자신감의 교육효과에 차이가 없어서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산모의 자신감과 양육태도와의 상관관.

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 가 나타나 어머니들의 신생아(r=.239, p=.002)

돌보기 자신감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이 파악

되었다 출생후 아동이 접하는 첫 인간관계인 어머니와의 관계.

는 아동의 결정적 발달시기 동안에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 ,

의 발달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김희숙 등 특히 어머니( , 2003).

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아동관계의 질을 결정해주므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게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

감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게됨이 파

악된 점은 산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증진을 위한 핵심요인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산모들이 신.

생아 돌보기에 대해 자신감이 낮은 항목이상증상발견 목욕시( ,

키기 울음의 의미 파악하기이 파악되었는데 이 결과는 선행, )

연구결과와 일치된 내용이어서 신생아 돌보기 교육내용 구성

에 중요한 자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연구 제 변수와 대상자의 특성간에 차이를 보

인 변수 중 분만력에 따라서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분만경.

험에 따라 신생아에 대한 지각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양육, ,

태도 비교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자 명중 경산모 명 초산모 명으로 분만경험에 따른159 70 , 89

비교분석을 하기에는 표본수가 적어 추가분석을 시행하지 못

한 제한점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결과의 의의를 살펴보면 산모교육 프로그램이 신생아 간,

호영역에서 주어질 때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신생아 돌,

보기 자신감 양육태도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이 본 연구를 통해 확

인되었고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구체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할 때 반영해야 할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원숙한 성인.

으로 성장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인 신뢰감은 건강한

모아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간호사는 신생아와 영

아를 돌보는 어머니들에게 건강한 모아관계형성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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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중요한 요인인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신생아 돌,

보기 자신감 양육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생아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및 양육태도를 파악하여 신생아 어머

니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

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종합병원 부속 산후조리원과 노원구 소S

재 개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 중 본 연구에 동의한1 159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외생변수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

해 산후조리원 입원 일째 되는 산모에게 자료를 수집하였고2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였다2003 11 2004 3 .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은 와Broussard Hartner(1971)

에 의해 개발된 신생아 지각목록(NPI-Neonatal Perception

을 사용하였고 어머니의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자Inventory) ,

신감 정도는 의 을 토대로 이Pharis(1978) Self Confidence scale

은숙 이 일부문항을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1987)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일치도를 보았다 양육태도측3 .

정을 위하여 조결자 등 의 아기 양육에 관한 개 항목(1999) 20

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 SPSS Win

여 실수 백분율 로 분석, ,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통의 아기에 대한 지각과 자신의 아기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양수로 나타나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26)

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 정도는 점만점에 평, 5

균평점 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고 양육태도는 대3.13 ,

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평균평점( 3.43).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

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양육태도와는(r=.121, p=.128),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신생아 돌보기(r=.176, p=.027).

자신감은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신생아에 대한(r=.239, p=.002).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신생아에 대한 양육태도 또한 긍정

적임을 알수있으며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정도가 높을수

록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이 파악되었다.

대상자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산후조력자 유무 분만,∙

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긍정

적인 지각이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신생아 돌보기에 대,

한 자신감 또한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있는 점과 산모들

이 신생아 돌보기에 취약한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출산 후 산모를 간호하는 돌봄 환경에서 주어지

는 간호중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즉 어머니가 신생.

아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돌보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신생아 어머니를 위해 양육경험 교육정도 출생시 아기체, ,∙

중에 따라 차별화된 신생아 돌보기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겠다.

양육경험에 따른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신생아 돌,∙

보기 자신감 및 양육태도 비교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양육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도구문항의 내용타당도의 재 검정 및 표본의 수를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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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perception of her own newborn, her caring-confidence

level, and her child-rearing attitude; and to provide data for developing effective nursing education programs on

maternal newborn care. Method: Explorative survey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159 married mothers of

newborns from November 2003 to March 2004.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0.0 by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 The mean scores of the mother's perception of her own newborn, her caring-

confidence level, and her child-rearing attitude were .26, 3.13, and 3.43 respectively.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perception of her own newborn and her child-rearing attitude.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others caring-confidence level and her child-rearing attitude. Score of caring-confide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of helper and history of delivery. Conclusion: Availability of

helper and history of delivery significantly affected mothers caring-confidence. This in turn, along with mothers

perception of her own newborn, enhance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Thus, an effective education for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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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include thes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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