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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저출생체중아는 재태 기간에 관계없이 출생시 체중이

이하인 영아로 호흡기 질환 감염성 질환 등에2500gm ,

의 이환율과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홍창의( , 1997),

신경학적 장애와 발달 장애의 빈도가 높다(Ross, et

al., 1985; Vohr & Coll, 1985).

따라서 저출생체중아는 출생 후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인공호흡기와 인큐베이터 등의 의료장비를 사용한 의학

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집중 관리는 저출생체중.

아를 어머니와 분리시키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

를 감소시킨다 또한 어머니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의료.

기구와 장비에 놀라움을 느끼고 자신의 신생아에게 부,

착된 많은 감시 기구와 정맥관에 당혹감을 느낀다

(Miles, et al., 1993; Whaley & Wong, 1997).

저출생체중아는 정상아와는 다른 집중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겪는 경험은 정상아 어머니의 경,

험과 다르고 모아 상호작용과 어머니가 느끼는 역할 수,

행에 대한 만족감도 정상아 어머니와는 다르다권미경과(

한경자 권인수 백미례 조결자, 1991; , 1993; , 1990; ,

따라서 저출생체중아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편안1993).

함을 느끼고 어머니 역할 수행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

질 수 있는 간호 중재가 요구된다.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영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모아 관계 형성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캉가루식 돌보기(kangaroo care ;

kangaroo mother method ; skin-to-skin contact)

는 기저귀와 모자만 착용한 영아를 부모의 맨 가슴에 똑

바로 세워 안는 피부 접촉 방법이다(Whitelaw &

Sleath, 1985).

캉가루식 돌보기는 의료 설비 및 인력의 부족과 병원

내 교차 감염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서,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인큐베이터 관리를 보완하는 간호

중재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Anderson, 1989).

에서는 저출생체중아에게 캉가루식 돌보기를 시행하여

어머니의 정서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연구가 없

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캉가루식 돌보기가 저출생체중아 어머

니의 불안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캉가루식 돌보기를,

시행한 저출생체중아 어머니군이하 캉가루식 돌보기군( )

과 시행하지 않은 어머니군이하 대조군의 불안 어머( ) ,

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을 비교하고자 하

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의 불안을 파악하고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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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의 어머니 역할 수행에2)

대한 자신감을 파악하고 비교한다.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의 어머니 역할 수행에3)

대한 만족감을 파악하고 비교한다.

어머니의 불안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4) ,

만족감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 가설2.

가설 1)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의 불안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의 어머니 역할 수행2)

에 대한 자신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의 어머니 역할 수행3)

에 대한 만족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어머니의 불안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

감 및 만족감간에는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용어 정의3.

캉가루식 돌보기1)

캉가루식 돌보기는 기저귀와 모자만 착용한 영아를 부

모의 맨 가슴에 똑바로 세워 안는 피부 접촉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Whitelaw & Sleath, 1985). Bell

의 캉가루식 돌보기 방법을 의미한다McGrath(1996)

연구 방법 참조( ).

저출생체중아2)

저출생체중아는 재태 기간에 관계없이 출생시 체중이

이하인 영아를 말한다홍창의 본 연2500gm ( , 1997).

구에서는 출생시 체중이 이하이고 재태 기간2500gm ,

이 주 이전이며 선천적 결함이나 질병이 없는 영아를37 ,

의미한다.

불안3)

불안은 긴장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

행동적 반응과 관련된 과정으로 측정 순간에 경험하는,

주관적인 긴장감이나 염려를 나타내는 상태 불안과 비교

적 안정되고 뚜렷한 개인차를 지닌 기질 불안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Spielberger, et al., 1977).

는 김정택 이 번안한 의 상태(1978) Spielberger(1972)

기질 불안 자가 평가 도구로 측정한 상태 불안을 의미-

한다.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4)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은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역할 획득의 지표로 발달 과업 능력

에 대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자기 효능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Lederman, Weigarten, Lederman

이 개발한 산욕기 자가 평가 도구 중에서 제 번(1981) 5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자신감을 측정하는 도구를,

이영은 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한 자신감을(1991)

말한다.

어머니 역할 수행 만족감5)

어머니 역할 수행 만족감은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고 신생아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등 이 개발. Lederman (1981)

한 산욕기 자가 평가 도구 중에서 제 번 만족감 측정6

도구를 이영은 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한(1991)

만족감을 말한다.

Ⅱ 문헌 고찰.

저출생체중아의 신체적 허약함과 이로 인한 집중 관리

의 필요성 때문에 어머니가 경험하는 정서 상태는 정상

아 어머니와 다르다 저출생체중아 어머니는 영아의 작.

고 약한 상태 성장과 회복에의 가능성 생존 여부에 관, ,

해서 걱정을 하며 저출생체중아 출산을 자신의 부주의,

와 지식 부족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죄책감을 느낀다 이(

자형 또한 저출생체중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 1994).

서 의학적 관리를 받게 되므로 영아와의 분리감을 느끼

고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낯선 환경에 대해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Miles, et al., 1993).

저출생체중아의 재태 기간이 짧고 모아 분리 기간이,

길수록 어머니와의 모아 상호 작용이 낮았던 연구 결과

와조결자 미숙아 어머니가 만삭아 어머니보다( , 1993)

영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어머니 역할 전환에,

대한 어려움이 컸던 연구 결과백미례 는 저출생( , 1990)

체중아 어머니의 모아 상호 작용을 증진시키고 자신감,

과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간호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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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지지와 돌보기 교육 등을 시행한 여러 연구들이 보

고되고 있다왕임순 임지영 이 중 캉가( , 1986; , 1996).

루식 돌보기는 어머니와 영아가 피부 접촉을 통해 함께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준다.

캉가루식 돌보기는 년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처1979

음 시행되었는데 그 당시 콜롬비아에서는 의료 설비와,

인력의 부족 병원 내 교차 감염의 증가로 저출생체중아,

를 비롯한 고위험 신생아를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컸

고 모아 분리로 인해 모아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아 유기가 빈번하였으며 신생아 사망률이 높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 Dr. Martinez

는 캉가루를 비롯한 유대류가 미숙아로 태어난 새끼Rey

를 돌보는 방법에 착안하여 캉가루식 돌보기를 고안하였

다 저출생체중아 어머니는 상태가 안정된 영아를 맨 가.

슴에 안고 퇴원하여 가정에서 돌보며 추후 관리를 받았,

다 인큐베이터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음 시행된 캉가.

루식 돌보기는 저출생체중아의 성장을 돕고 상태를 안정

시켜 생존률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모아 관계,

를 증진시켜 영아 유기가 감소하였다(Anderson, et

al., 1986; Affonso, et al., 1989; Whitelaw &

Sleath, 1985; Whitelaw, et al., 1988).

인큐베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음 시행되었

던 캉가루식 돌보기는 모아 애착을 증진시키고 모유 수,

유를 촉진시키는 효과 등으로 인해 현재는 서유럽과 미

국에서 인큐베이터 관리를 보완하는 간호 중재로 시행되

고 있다 캉가루식 돌보기는 어머니(Anderson, 1989).

의 자아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Curry, 1982),

자신감을 증진시키며 모아 유(Tessier, et al., 1998),

대 형성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Feldman & Eidelman, 1998).

저출생체중아의 모아 상호작용은 모아 생활 기간이 경

과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조결자 모아 접촉( , 1993),

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생체중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있는 동안 시행되는 캉가루식

돌보기는 어머니와의 조기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캉가.

루식 돌보기는 어머니가 영아 돌보기에 참여하도록 격려

할 뿐 아니라 (Hamelin & Ramachandran, 1993),

영아 돌보기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어머니와 영아와의

친밀감을 강화시킨다(Ludington-Hoe & Swinth,

이러한 캉가루식 돌보기의 효과는 저출생체중아1996).

어머니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영아를 돌보는 역,

할 수행에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연구 설계1.

본 연구는 캉가루식 돌보기가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불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이다.

연구 대상2.

표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 영아의 일반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캉가루식 돌보기군

(Mean±SD or n)

대조군

(Mean±SD or n)
χ2 or t P

재태기간주( ) 30.63±2.13 30.71±2.67 0.102 0.920

출생시 체중(gm) 1412.94±210.59 1377.71±204.20 0.464 0.647

분 점수1 Apgar 5.33±0.98 5.23±2.01 0.176 0.862

분 점수5 Apgar 6.47±0.99 6.62±1.85 0.270 0.789

연구 시작 시 나이일( ) 22.63±12.93 22.07±15.06 0.122 0.904

연구 시작 시 체중(gm) 1394.81±163.94 1421.36±188.19 0.413 0.683

퇴원 시 나이일( ) 48.31±14.39 52.29±22.55 0.583 0.565

퇴원 시 체중(gm) 2073.44±80.58 2115.14±120.17 1.129 0.268

성별 남 9 9 0.201 0.654

여 7 5

출생 순위 첫째 7 5 0.603 0.740

둘째 8 7

셋째 1 2

특이 사항 유 9 9 0.201 0.654

무 7 5

특이사항 태아 질식 아두골반 불균형 둔위 조기양막파열 태변이 착색된 양수: , cord nec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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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위치한 두 개의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저출생체중아 중 흉관 삽입 제대 동정맥 주입, ,

개방 상처 피부 장애 선천성 기형 등이 없는 영아와 전, ,

염성 질환 경련성 질환 피부 질환 및 피부 상처가 없, ,

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 쌍을 대상으로 선정하, 32

였다 짝짓기 방법으로 할당하여 캉가루식 돌보기군. 16

명에게만 캉가루식 돌보기를 시행하였고 어머니의 개인,

사정으로 탈락한 명을 제외하여 캉가루식 돌보기군2 16

명 대조군 명이 연구 대상이었다, 14 .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 영아의 재태 기간 출생시,

체중 분 점수 분 점수 연구 시작 시, 1 Apgar , 5 Apgar ,

나이와 체중 퇴원 시 나이와 체중 성별 출생 순위 특, , , ,

이 사항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캉가루식 돌보기< 1>.

군과 대조군 어머니의 나이 종교 교육 가족 월수입 분, , , ,

만 형태 특이 사항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 2>.

연구 방법3.

실험 처치 캉가루식 돌보기1) :

과 의 캉가루식 돌보기는 모아Bell McGrath(1996)

피부 접촉 방법으로 다음과 같다 사전 준비로 어머니는.

손과 가슴 부위를 깨끗이 씻고 준비된 가운으로 갈아입,

은 후 팔걸이가 달린 의자에 편안히 앉아 가운의 앞섶을

열고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다 이 때 어머니는 손과, .

가슴 부위에 오일 로션 향수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캉, , .

가루식 돌보기로써 어머니는 기저귀와 모자만 착용한 영

아를 자신의 맨 가슴에 세워 안고 피부 접촉을 분 간40

하는데 한 손으로 영아의 엉덩이와 등을 지지한 채 다,

리를 구부려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영아의 머리와 목을,

지지한다 영아의 보온 유지를 위해서 담요나 어머니가.

입은 가운을 사용하여 영아의 등을 덮어 준다 어머니는.

영아를 안고 있는 동안 영아와 눈을 맞추거나 손을 바꾸

어 안을 수 있으나 영아에게 자극을 적게 주기 위해서,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노래를 불러주거나 세게 흔들지

않도록 한다 캉가루식 돌보기가 끝나면 영아를 인큐베.

이터에 눕힌다.

연구 절차2)

연구 시작 시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에게 상태

불안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실험 처치 전,

대상자의 상태 불안을 측정하였다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은 어머니가 영아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자신감 및 만

족감이므로 영아가 입원해 있는 동안인 연구 시작 시에,

는 측정하지 않았다.

캉가루식 돌보기군에게는 연구자가 캉가루식 돌보기

방법에 대해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였다 어머니는 수유.

분 후인 오전 시 분에서 오후 시 사이에 회30 11 30 2 1

분간 주 회씩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캉가루식 돌40 3

보기를 시행하였다 캉가루식 돌보기군의 평균 입원 기.

간은 일이었고 연구를 시작하여 캉가루식48.31±14.39 ,

돌보기를 시행한 기간은 일이었으며 어머25.69±8.18 ,

니의 개인 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평균 시

행 횟수는 회였다 대조군의 평균 입원 기간9.06±2.02 .

은 일이었고 연구 시작 시부터 퇴원 시까52.29±22.55 ,

지의 기간은 일이었다30.21±9.8 .

표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2>

특성
캉가루식 돌보기군

(n)

대조군

(n)
χ2 P

나이 세21-30 9 7 0.117 0.732

세31-40 7 7

종교 유 8 9 0.621 0.431

무 8 5

교육 고졸이하 12 10 0.049 1.000

대졸 이상 4 4

가족 월수입 만원이하200 13 10 0.403 0.526

만원 이상201 3 4

분만 형태 조산 6 6 0.089 0.765

제왕절개 10 8

특이 사항 유 9 5 1.265 0.261

무 7 9

특이사항 간염 갑상선질환 성전파성질환 임신으로 인한 고혈압 전치태반 난소종양 자궁근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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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주 후 어머니가 영아와 함께 지내며 영아를 돌2

보는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상태 불안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퇴.

원 주 후에 어머니가 영아와 함께 지내는 동안 어머니2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자신감 및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만족감에 대한 설문

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도구3)

불안(1)

상태 불안은 김정택 이 번안한(1978) Spielberger

의 상태 기질 불안 자가 평가 도구로 측정하였(1972) -

다 점 척도로 문항 최저 점에서 최고 점으로. 4 20 ( 20 80 )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 불안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반분법을 이용한 신뢰도 점수는 이0.850

었고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학 교수 인과, 2

해당 분야 간호사 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2 .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측정도구(2)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등 이 개발한 산욕기 자가평가 도구Lederman (1981)

중에서 제 번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자신감을 측정5 ,

하는 도구를 이영은 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1991) .

이 도구는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어머니의14 ,

부모 역할 및 영아 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영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걱정이나 의심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형 점 척도로 각 문항마. Likert 4

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점 에서부터 항상 그렇다‘ (1 )’ ‘ (4

점 로 측정되며최저 점에서 최고 점 점수가 높)’ ( 14 56 ),

을수록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반분법을 이용한 신뢰도 점수는 이0.822

었고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학 교수 인과, 2

해당 분야 간호사 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2 .

어머니 역할 수행 만족감 측정도구(3)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등 이 개발한 산욕기 자가평가 도구Lederman (1981)

중에서 제 번 만족감 측정 도구를 이영은 이 번6 (1991)

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모성기 및13 ,

영아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감을 측정하도록 고안되

었다 형 점 척도로 각 문항마다 거의 그렇지. Likert 4 ‘

않다 점 에서부터 항상 그렇다 점 로 측정되며최(1 )’ ‘ (4 )’ (

저 점에서 최고 점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감이 높13 52 ),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반분법을 이용한 신뢰도 점수는 이0.788

었고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학 교수 인과, 2

해당 분야 간호사 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2 .

자료 분석4.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캉Social Sciences) .

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의 불안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의 차이는 검정Mann-Whitney

법으로 검정하였고 불안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 ,

감 및 만족감간의 상관 관계는 의 순위상관계Spearman

수로 검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의 불안 어머니 역할1. ,

수행 자신감 및 만족감 비교

가설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의 불안은 유의‘ 1)

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는 표 과 같다’ 3 .

연구 시작 시 상태 불안은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퇴원 주 후 상태 불안은, 2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캉가루식 돌보기군의 경우 더 낮

았다 따라서 가설 은 지지되었다(p=0.029). 1 .

가설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의 어머니 역할‘ 2)

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

정한 결과는 표 과 같다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3 .

신감은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캉가루식 돌보기군의 경우 더 높았다(p=

따라서 가설 는 지지되었다0.012). 2 .

가설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의 어머니 역할‘ 3)

수행에 대한 만족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

정한 결과는 표 과 같다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만3 .

족감은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캉가루식 돌보기군의 경우 더 높았다(p=

따라서 가설 은 지지되었다0.01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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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2. ,

간의 상관 관계

가설 어머니의 불안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 4) ,

신감 및 만족감간에는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

한 결과는 표 와 같다 퇴원 주 후 상태 불안은 연< 4> . 2

구 시작 시 상태 불안과 어머니 역0.576 (p=0.001),

할 수행 자신감과 어머니 역할 수-0.366 (p=0.047),

행 만족감과 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0.452 (p=0.012)

며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은 만족감과, 0.663 (p=

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가설 는 지지되0.000) . 4

었다.

Ⅴ 논 의.

본 연구 결과에서 연구 시작 시 캉가루식 돌보기군의

상태 불안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퇴원, 2

주 후 캉가루식 돌보기군의 상태 불안은 대조군보다 유

의하게 낮았다 즉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저출생체.

중아를 방문하여 캉가루식 돌보기를 시행했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던 어머니보다 퇴원 주 후 가정에서 영아를2

돌보면서 불안을 덜 느꼈다.

캉가루식 돌보기는 어머니와의 피부 접촉을 통해 저출

생체중아를 편안하게 해준다 즉 저출생체중아는 캉가루.

식 돌보기를 하는 동안 친숙한 어머니의 심박동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가슴이 호흡으로 오르내림에 따라 가볍,

게 흔들리게 되는데 촉각 자극과 함께 청각전정 자극,

은 저출생체중아를 달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Ludington-Hoe, 1990; Becker, et

캉가루식 돌보기를 하는 동안에 미al., 1991, 1993).

숙아의 생리적 상태가 안정되어 심박동 호흡 산소 포화, ,

도 심부 체온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행동 상태가 안, ,

정되어 조용한 수면을 취했던 연구 결과도구현영( ,

캉가루식 돌보기가 저출생체중아에게 안전한 중1999)

재임을 알려준다 캉가루식 돌보기를 하는 동안 저출생.

체중아의 안정된 상태는 영아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편안함을 느끼도록 한다.

저출생체중아는 집중 관리를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함으로써 어머니와 분리되고 접촉의 기회도 감소된,

다 이러한 영아의 특수 상황은 어머니의 불안을 가중시.

키므로소영희 저출생체중아가 입원해있는 동안( , 1988),

어머니의 불안 감소를 위한 간호 중재가 요구된다 또한.

저출생체중아는 일일 정도로 지속적인 체중 증20-30gm

가를 보이고 인큐베이터 밖에서도 체온을 유지하며 체, ,

중이 이 되면 퇴원을 하는데홍창의2200gm ( , 1997),

어머니는 여전히 작고 야윈 저출생체중아의 외모를 보면

서 영아의 건강 상태와 돌보기 방법에 관해 걱정을 한다.

따라서 퇴원 시에도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가 요구된다 캉가루식 돌보기는 어머니와 영.

아의 분리를 감소시키고 피부 접촉을 하도록 함으로써,

어머니가 영아와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증진시킨다 이.

러한 입원 기간동안의 접촉과 상호작용의 경험은 퇴원

표 캉가루식 돌보기군과 대조군의 불안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및 만족감 비교< 3> ,

캉가루식 돌보기군

Sum of Rank

대조군

Sum of Rank
U P

연구시작 시 상태 불안 254 211 106.0 0.803

퇴원 주 후 상태 불안2 195.5 269.5 59.5 0.029*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308.50 156.50 51.5 0.012*

어머니 역할 수행 만족감 310.00 155.00 50.0 0.010*

* p<0.05 ** p<0.01

표 불안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간의 상관 관계< 4> ,

연구 시작 시

상태 불안

퇴원 주 후2

상태 불안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퇴원 주 후 상태 불안2
0.576

(0.001**)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0.062

(0.743)

-0.366

(0.047*)

어머니 역할 수행 만족감
0.070

(0.713)

-0.452

(0.012*)

0.663

(0.00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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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영아를 돌보면서 어머니가 불안을 덜 느끼도록 하고,

영아를 돌보는 데에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다.

본 연구 결과에서 캉가루식 돌보기군의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 즉 캉가루식 돌보기를 시행했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던 어머니보다 퇴원 후 가정에서 영아를 돌보면서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해 자신감과 만족감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캉가루식 돌보기가 어머니의 자신감을 증

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연구 결과와 (Tessier,

일관되며 캉가루식 돌보기가 영아 돌보et al., 1998) ,

기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어머니와 영아와의 친밀감을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 (Ludington-Hoe & Swinth,

및 어머니의 자존감과 능숙성을 증가시키는 효1996),

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Affonso, et al., 1993)

관련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퇴원 주 후 어머니의 상태 불안은2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만족감과 역상관 관계,

가 있어서 저출생체중아 어머니가 퇴원 후 가정에서 영,

아를 돌보면서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경우에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낮았다 또한 어머니 역.

할 수행에 대한 만족감은 자신감과 순상관 관계가 있었

는데 이는 이영은 과 한명은 의 연구 결, (1991) (1998)

과와 일치한다 즉 저출생체중아 어머니가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낮은 경우에는 불안이 높으므로,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간호 중재를 시행하여 불안을 낮출 수 있고 역으로 저,

출생체중아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간호 중재를 시

행하여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캉가루식 돌보기는 저출생체중아의 생리적 반응이 안

정 상태로 유지되는 안전한 방법으로 (Bosque, et al.,

저출생체중아 뿐 아니라 극저출생체중아 지속적1995), ,

인 산소 투여와 인공호흡기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신생

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Anderson, et al., 1986).

따라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모든 영아들에게 모

아 조기 접촉의 기회를 증가시켜 모아 관계의 형성을 도

울 수 있는 캉가루식 돌보기를 비롯한 다양한 간호 중재

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간호 중재는 어머니의 불안.

을 감소시키고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

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결론1.

본 연구는 캉가루식 돌보기가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불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천에 위치한 두 개의 대학부속,

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저출생체중아의 어머니

명 캉가루식 돌보기군 명 대조군 명을 대상으30 ( 16 , 14 )

로 실시하였다 캉가루식 돌보기군은 기저귀와 모자만.

착용한 저출생체중아를 자신의 맨 가슴에 접촉시켜 안아

주는 캉가루식 돌보기를 매 분씩 평균 일간 회 시40 26 9

행하였다 연구 시작 시 어머니에게 상태 불안 측정 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퇴원 주 후 상태 불안 어머, 2 ,

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 측정 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캉가루식 돌보기를 시행한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던1)

어머니보다 퇴원 주 후 영아를 돌보면서 느끼는 상2

태 불안이 더 낮았다.

캉가루식 돌보기를 시행한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던2)

어머니보다 퇴원 주 후 영아를 돌보면서 느끼는 어2

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았다.

캉가루식 돌보기를 시행한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던3)

어머니보다 퇴원 주 후 영아를 돌보면서 느끼는 어2

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았다.

퇴원 주 후 어머니의 상태 불안이 높을수록 어머니4) 2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은 낮았으며 어머,

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만족감이 높

았다.

이상의 결과로 캉가루식 돌보기는 저출생체중아 어머

니의 상태 불안을 감소시키고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의 향상을 돕는 간호 중재 방법인 것으

로 사료된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캉가루식 돌보기가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정서 상태에1)

미치는 효과에 관한 장기간의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저출생체중아 어머니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어머니 역2)

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다양한 간호 중재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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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Kangaroo care, Low birth weight

infant, Anxiety, Confidence of

mothering role, Gratification of

mothering role

The Effects of Kangaroo Care on

Anxiety and Confidence and

Gratification of Mothering Role in

Mothers of Low Birth Weight

Infants

Moon, Young Im*Koo, Hyun Young**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kangaroo care on anxiety and

confidence and gratification of mothering role in

mothers of low birth weight infants. The

subjects were 30 mothers of low birth weight

infants, sixteen for the kangaroo care group and

fourteen for the control group, whose infants

hospitalized in two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t two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The kangaroo care was applied 9 times during

the twenty six days with 40 minutes for each

session. The kangaroo care provides the

skin-to-skin contact during which a low birth

weight infant wearing a diaper and a hat is

placed on its mother's chest. The questionnaire,

state anxiety was completed before beginning

the first intervention. The questionnaire, state

anxiety and confidence and gratification of

mothering role were completed at 2 weeks after

*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Taegu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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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 The data were analyzed by a SPS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ate anxiety between the kangaroo care and

the control group before beginning the first

intervention. The state anxiety was

significantly lower in kangaroo care group

than in control group.

2. The confidence of mothering rol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kangaroo care group

than in control group at 2 weeks after

discharge.

3. The gratification of mothering rol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kangaroo care group

than in control group at 2 weeks after

discharge.

4. In mothers of low birth weight infants, the

state anxiety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the

confidence of mothering role and the

gratification of mothering role at 2 weeks

after discharge. And the confidence of

mothering role in mothers of low birth weight

infa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gratification of mothering role at 2 weeks

after dischar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kangaroo care i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mothers of

low birth weight infants in reducing the state

anxiety, improving the confidence and

gratification of mothering ro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