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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신과 분만, 산욕은 여성의 정상적인 발달과업 중 중

요한 과정으로 이러한 생식과정은 정상의 생리적 변화이

나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기 때

문에 이 시기에 산모에게 적절한 간호를 시행하지 않으

면 건강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신혜숙, 김숭희, 권숙희,

2000). 뿐만 아니라 각 사회마다 문화적으로 정도의 차

이는 있으나 아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많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새로 출생한 아

기와 적응하는데 있어 어머니는 더 많은 부담감을 안게

된다(이혜란, 1984).

특히 갓 태어난 신생아는 인생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

의존적이고 어머니의 돌보는 양식과 질에 따라 평생의

건강상태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신생아 관리에 있어 산

모가 성취해야 할 산욕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지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어머니 능력을 획득하여 신

생아를 적절히 돌봄으로써 신생아가 생리적, 심리적, 정

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산욕기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과거 전통적인

대가족 구조에서는 출산과 양육이 가족 전체의 일로서

산모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

다. 그러나 현대 핵가족 구조에서 산모들은 가족내 역할

모델과 지지들이 사라짐에 따라 신생아 양육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모성역할에 대해 불안감과 당혹감

을 갖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산후 즉각적

인 신체간호만 산모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모자의 분리

수용, 조기퇴원, 간호사의 인력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신생아 간호에 대한 교육을 충분하게 제

공하지 못하고 있고(신혜숙 등, 2000; 이봉숙, 1989),

일부병원에서 산모들을 대상으로 퇴원당일 신생아 간호

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 산모의 특성에 맞

고 산모가 요구하는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보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교육내용들을 구성함으로

써 개별 산모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신생아 간호교육

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안혜숙, 1976; 성미

혜, 1983). 그러나 Marecki (1979)는 건강요원들이

산모들에게 추후관리 및 교육을 실시할 때 비슷한 요구

를 가진 산욕기 산모를 모아서 집단교육을 하는 것이 보

다 효율적임을 강조하고 산모의 요구별 교육을 제안하였

으며, 하영수(1979) 역시 산모의 지적 수준, 태도 및 요

구도, 요구의 우선순위에 따라 산모의 개별적인 교육활

동을 계획한 후 요구별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였

다. 이러한 산모의 요구별 교육은 특히 초산모와 경산모

에게 요청되는 바, 몇몇 연구에서 초산모와 경산모간에

신생아 간호요구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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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는 경산모와 달리 처음으로 경험하는 자신의 신체,

심리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신생아를 돌보아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하

게 되어 경산모보다 월등히 많은 간호요구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산모의 경우에는 이미 출산과

양육의 경험을 하여 초산모보다 간호교육요구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유연자와 이은주, 1999; 이경혜, 1982;

이광옥, 1992; 이혜경, 1992; 최정, 2001). 뿐만 아니

라 이광연(1995)은 산모교육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에서

초산모의 87.2%가 산전에 육아 서적을 접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초산모에게 제공하는 신생

아 간호교육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

하여야 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경산모의 경우에도 이전 경험

의 인지정도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신체, 심리적 회복

정도에 따라 어머니 역할학습이 지연되기도 하며, 초산

모의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가 경산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경산모 역시 신생아 간호에 대한 잘못된 정보

를 가지고 있거나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는

초산모, 경산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방미란 등, 2000; 이광옥, 1992).

이와 같이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차

이에 대해서 여러 상반된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 간호교

육 요구도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다만

정상신생아와 미숙아 어머니의 간호교육요구와 관련된 신

생아 돌보기 지식(김봉선, 1994), 자신감(백미례, 1990;

이미경, 1991), 퇴원후 시기별 교육요구도(Judith,

1994), 간호사와 어머니의 간호교육요구도 비교(Beger와

Cook, 1998) 등의 연구들이 일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산모, 경산모의 신생아 간호에 관한 교육요구

도를 구체적으로 비교조사함으로써 산모의 특성과 요구에

근거한 개별화된 요구별 신생아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를 파악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대상자의 특

성과 요구에 근거한 신생아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를 비교한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초산모, 경산모의 신생아 간호

교육 요구도를 비교한다.

Ⅱ. 문헌 고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가장 중요한 발달적 시기는 산

욕초기로, 산욕초기 산모의 간호요구는 분만 후 신체․

정서․심리․사회적 건강의 회복증진과 모성전환과정에

서 충족되지 못한 요구나 간호문제로부터 비롯됨을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산모의 배우려는 의욕에

따라 산모가 요구하는 건강교육을 제공하고 모아관계를

긴밀하게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이미경, 1991).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모들은 산후 즉각적인 신체간호만

제공받고 있으며, 실제로 산모가 원하는 신생아 간호에

대한 교육은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봉숙, 1989). 특히 신생아 간호는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기술과 이해로서, 어머니 역할을

획득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

되는 것이며, 신생아 간호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산모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산모들보다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지

식이 높고, 신생아에게 건강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더 쉽

게 해결한다(김문실, 이자형, 1983; Bull &

Lawrence, 1985). 그러므로 퇴원후 가정에서 신생아

돌보기를 할 수 있도록 산모에게 신생아 간호기술과 지

식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분만후 4주동안 산

모는 신생아 양육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므로 이에 대

한 지지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Summer,

1977).

이러한 산모의 신생아 간호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안전

관리, 응급처치, 육아, 목욕시키기, 아기 울음의 의미 파

악 및 달래기, 이유식 준비 및 젖떼기 등이 있으며, 이상

의 내용들에서 산모의 간호교육요구는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혜, 1982; 주숙남, 1983). 뿐만 아니라,

이광옥(1992)의 연구에서는 신생아 관리에 대한 20개

문항 중 신생아의 이상 증세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

해 대상자의 80.56%가 모른다고 응답함으로써 신생아

이상 증세에 대한 간호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신생아 관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산모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낮게 나타나 신생아 관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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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반적인 교육요구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Marecki(1979)는 산모의 요구별 교육을 제안

하면서 건강요원들이 추후관리를 할 때 비슷한 요구를

가진 산욕기 산모를 모아서 집단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

적임을 강조하였고, 하영수(1979)는 산모의 지적 수준,

태도 및 요구도, 요구의 우선순위에 따라 산모의 개별적

인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산모의 배우려는 의욕에 따라

지시와 건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모와 아기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관찰하고 지도, 발전시키는 개별적인 교

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산모에게 제공하는 교육은 산모의 개별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산모의 교육 요구등이 반영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특히 분만경험을 가진 경

산모와 그렇지 않은 초산모간에는 간호교육 요구에 상당

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초산모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자신의 신체, 심리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신생아를 돌보아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 특히 아기 돌봄과 어머니로서의 새

로운 역할과 자녀와의 관계형성을 잘해 나갈 수 있을 지

에 대해 당황감과 긴장감, 불안감을 느껴 경산모에 비해

월등히 많은 간호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자와 이은주, 1999; 이경혜, 1982; 이명숙, 이선

자, 정문희, 1990; 이혜경, 1992). 뿐만 아니라, 초산

모는 분만 후 병원에서 신생아가 퇴원하면 그때부터 전

문적인 간호를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에(이재숙,

1998) 아기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아기의 양육에 대한 궁금점과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에 대하여 걱정과 불안으로 여기저기 문의하

지만 주위 친지나 친척 등의 권유가 너무 많아 어떤 것

이 옳은지 혼동을 경험하기도 한다(박영숙, 1991). 또한

초산모의 87.2%가 산전에 육아 서적을 접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

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육아 서적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광연, 1995), 최정(2001)의

산후조리원 프로그램에 대한 산모의 요구도 및 만족도

연구에서도 초산모의 산후조리원 프로그램 요구도가 경

산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산모

가 경산모보다 더 높은 간호교육 요구도를 나타낸 교육

내용은 아기 젖먹이기 및 젖짜기, 우유 타기 및 먹이기,

트림시키기, 잠재우기, 목욕시키기, 실내 온도 및 습도

유지, 아기울음의 의미 파악 및 달래기, 젖떼기 및 이유

식 준비, 예방 접종, 장난감 선정, 아기 상태 파악하기,

아기의 정상 성장발달, 병이 났을 때의 증상,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아기가 병원에 즉시 와야 할 증상, 배꼽 관리

법, 배고프거나 배부를 때의 반응, 아기가 보고 듣는 것

에 대한 반응 등이다(이경혜, 1982; 이자형, 1996; 전

영자, 1997).

한편, 방미란 등(2000)은 경산모의 경우 이미 출산과

양육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경험에 대한 인지

정도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신체, 심리적 회복정도에 따

라 어머니 역할학습이 지연되어 초산모와 같이 어머니로

서의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신생아 간호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에 경산모가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광옥(1992) 역시 산모

교육요구 조사를 통해 초산모와 경산모간의 교육적 요구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더 알고 있다고 한 경산

모도 잘못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

가 있으므로 교육적 요구가 같다고 하였으며, Moss

(1981)는 경산모도 초산모와 마찬가지로 분만 후 모성

자신의 건강문제보다는 신생아 돌보기 간호교육 내용에

더 관심을 나타내며, 경산모를 대상으로 목욕시키기, 수

유, 아기 다루는 법 등의 신생아 간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 외, 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를 살펴보면 조결자 등(1997), 최선정

(2000)의 연구에서는 산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교육요구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박영숙과 변희재(1984)는 산모

의 학력이 높을수록 신생아 돌보기 지식 정도가 더 높다

고 했다. 산모의 연령에 따른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를 살펴보면, 이경혜(1982)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신생아 간호에 더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조결

자 등(1997)의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지만,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령이 적을수록 경험과 지식이 적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간호교육 요

구도 차이에서 핵가족의 산모가 확대가족의 산모보다 더

많은 간호요구를 나타내지 않은 연구결과에 대해, 이경

혜(1982)는 우리나라 가족은 비록 주거는 핵가족의 형

태를 취한다 할지라도 출산 등 가내의 길흉사에는 시어

머니 또는 친정어머니 등 전가족이 돕기 때문으로 설명

하였다. 산후관리 조력자에 따른 간호교육요구도의 차이

는 이광옥(1992), 조결자 등(1997), 최선정(2000)의

연구에서 산후관리 조력자가 시어머니보다도 친정어머니

의 경우에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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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 조력자인 경우 계속해서 함께 기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기의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친정어머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산후조리기간

이 지나면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 산모가 혼자서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는 아기 양육법

을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모들은 자신보다 아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신생아 간호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

으며, 특히 아기의 신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정상 성장

발달에서부터 아기의 행동특성, 질병이 발생했을 때의

증상과 안전관리, 응급처치법과 예방접종, 아기의 전반적

인 안녕에 이르기까지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러한 산

모들에게 효과적인 신생아 간호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지적 수준, 태도 및 요구도와 산모의

일반적 특성, 산과적 특성등이 고려된 개별적인 교육활

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분만과 신생아 돌보기를 처

음 경험하는 초산모와 이미 출산과 양육을 경험한 경산

모가 요구하는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산모가 더 높다는 주장과 초산모와 경산모

간 차이가 없다는 주장 등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제시되

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비교조사 연구

는 과학적이고 개별화된 산모의 신생아 간호교육 프로그

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를 파악하고 비교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D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 병원과 일개 산

부인과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2001년 2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 정상분만 또는 제왕절개수술 분만한 20세에서

40세까지의 산모 71명으로 초산모 31명, 경산모 40명

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의 재태 기간이 38-42주이었고

2) 출생시 체중이 2.5kg이상-4.0kg미만인 신생아로서

3) 임신, 분만, 산욕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합병증이

없었고,

4) Apgar score가 출생후 5분에 7점 이상인 신생아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최선정(2000)이 개발한 저출생 체중아 어

머니의 간호교육요구도 도구를 선행연구 문헌과 전문가

의 자문을 받아 2문항을 제외하여 작성하였으며, 도구의

내용타당도는 모성간호학 교수 1인, 아동간호학 교수 1

인에게 검증받았다. 본 도구의 내용은 신생아 돌보기 13

문항, 이상 행동 2문항, 섭식 5문항, 질병 관리 12문항,

부모․자녀관계 1문항, 환경문제 4문항으로 총 5개 영

역, 3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간호교육요구도의 측정도구

는 Likert Scale의 4점 척도로 각 문항마다 1점에서 4

점까지 척도화하였으며, 1점은 ‘전혀 알고 싶지 않다’, 2

점은 ‘알고 싶지 않다’, 3점은 ‘알기를 원한다’, 4점은 ‘매

우 알고 싶다’로 최저 37점에서 최고 148점의 범위를 가

지며 도구의 결과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교육의 요

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최선정(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7이었

으며,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

과 C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2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D시 일개 대

학병원과 일개 산부인과 병원에 병원장, 간호부장, 수간

호사를 찾아가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승락서를 받은 후, 분만실과 신생아실 진료기

록부를 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

하였다. 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구자는 직접 산과 병실로

대상자를 찾아가거나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퇴원 교육시

간에 참가하여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대해 설명

을 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동

의를 얻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

요시간은 10분 정도였으며, 총 96명이 참여했으나 설문

내용이 누락되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7명의 설문지를 탈

락 처리하여 89부(92.7%)를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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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초산모(n=31) 경산모(n=40)

χ2 p
실수(백분율) 실수(백분율)

연령(세) 21-25 7(22.6) 0( 0.0) 24.90 .000**

26-30 21(67.7) 15(37.5)

31-35 3( 9.7) 19(47.5)

36-40 0( 0.0) 6(15.0)

학력 고졸이하 13(41.9) 16(40.0) 0.03 .869

대졸이상 18(58.1) 24(60.0)

종교 불교 13(41.9) 10(25.0) 3.87 .276

기독교 6(19.4) 7(17.5)

천주교 4(12.9) 4(10.0)

기타 8(25.8) 19(47.5)

직업유무 유 10(32.3) 12(37.5) 0.04 .838

무 21(67.7) 25(62.5)

가족형태 핵가족 26(83.9) 33(82.5) 0.02 .878

확대가족 5(16.1) 7(17.5)

어머니 건강 20(64.5) 21(52.5) 2.25 .324

건강상태 보통 9(29.0) 18(45.0)

불건강 2( 6.5) 1( 2.5)

결혼생활 만족 26(83.9) 25(62.5) 3.94 .047*

만족도 보통 5(16.1) 15(37.5)

*p<.05 **p<.005

5.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1) 초산모와 경산모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두 집단간 동질성 확인을 위해 χ2 검증을 하였다.

2)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및 각 영

역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평균 평점, 표준편차,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초산모와 경산모의 특성에 따른 신생아 간호교육 요

구도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초산모와 경산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1>과 같으

며, 일반적 특성 중 초산모와 경산모 집단 간에 연령(χ2

=24.90, p=.000)과 결혼생활 만족도(χ2=3.94, p=

.04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초산모

는 26-30세가 67.7%로 가장 많았고, 경산모는 31-35

세가 47.5%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초산모, 경산모

모두 대졸이상이 각각 58.1%, 60.0%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초산모의 경우 불교가 41.9%, 경산모는 기타가

47.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직업유무는 초산모, 경산

모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가 각각 67.7%, 62.5%로 가

장 많았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인 경우가 초산모, 경산

모 각각 83.9%, 82.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산모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초산

모 64.5%, 경산모 52.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결혼

생활 만족도는 초산모의 경우 만족이 83.9%, 보통이

16.1%, 경산모는 만족이 62.5%, 보통이 37.5%로 나타

났으며, 두 집단 모두 불만족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2)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은 <표 1-2>와 같으며 초산모,

경산모 두 집단간에 임신희망 여부(χ2=4.44, p=.03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그 밖의 산과

적 특성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먼저 분만형태를 살펴보면, 초산모의 경우 제왕절개

분만이 54.8%, 자연분만이 45.2%, 경산모의 경우 제

왕절개 분만 62.5%, 자연분만 37.5%로 두 집단 모두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만경험에

대한 산모의 지각을 조사한 결과, 순산이라고 응답한 경

우가 초산모 71.0%, 경산모 85.0%로 나타났다.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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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

특 성 구 분
초산모(n=31) 경산모(n=40)

χ2 p
실수(백분율) 실수(백분율)

분만 형태 자연분만 14(45.2) 15(37.5) 0.42 .515

제왕절개분만 17(54.8) 25(62.5)

분만경험지각 순산 22(71.0) 34(85.0) 2.06 .151

난산 9(29.0) 6(15.0)

유산횟수 0 24(77.4) 23(57.5) 3.99 .136

1-2 6(19.4) 11(27.5)

3-4 1( 3.2) 6(15.0)

산후관리 조력자 없다 16(51.6) 16(40.0) 4.63 .201

시댁식구 7(22.6) 6(15.0)

친정어머니 6(19.4) 8(20.0)

기타 2( 6.5) 10(25.0)

산후조리 장소 친정 14(45.2) 15(37.5) 5.34 .254

본인집 8(25.8) 16(40.0)

조리원 5(16.1) 8(20.0)

기타 4(12.9) 1( 2.5)

산전관리의 규칙성 규칙적 21(67.7) 24(60.0) 0.45 .502

비규칙적 10(32.3) 16(40.0)

임신희망 여부 유 30(96.8) 32(80.0) 4.44 .035*

무 1( 3.2) 8(20.0)

희망성별의 아기출산 유 22(71.0) 26(65.0) 0.28 .594

무 9(29.0) 14(35.0)

*p<.05

<표 2> 초산모와 경산모의 각 영역에 대한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 (N=71)

영 역
초산모(n=30) 경산모(n=41)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교육 요구도 3.28±0.30 3.13±0.34 1.954 .055

영아돌보기 3.29±0.31 3.02±0.48 2.803 .007**

섭식 3.20±0.45 2.95±0.58 1.978 .052

이상행동 3.45±0.37 3.53±0.48 -0.702 .485

질병관리 3.43±0.37 3.41±0.32 0.155 .877

부모와 자녀관계 3.19±0.83 2.70±0.85 2.442 .017*

환경문제 2.85±0.70 2.74±0.50 0.785 .435

*p<.05 **p<.01

횟수는 0회인 경우가 초산모 77.4%, 경산모 57.5%로

가장 많았고, 산후관리 조력자는 없는 경우가 초산모

51.6%, 경산모 40.0%로 가장 많았으며, 산후조리 장

소는 초산모의 경우 친정이 45.2%로 가장 많았고, 경산

모는 본인집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산전관리

의 규칙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초산모, 경산모 각각

67.7%, 60.0%로 규칙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임

신희망 여부 역시 초산모, 경산모 모두 희망한 경우가

각각 96.8%, 80.0%로 높게 나타났다. 희망성별의 아

기출산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초산모 71.0%, 경산모

65.0%가 희망한 성별이라고 응답하였다.

2.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비교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는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은 최저 37점에서 최고

148점의 범위를 가진다. 초산모의 총점평균은 121.35

점이었으며, 경산모는 115.73점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의 평균평점을 살펴보면, 초산모는 3.28(±0.30)점, 경

산모는 3.13(±0.34)점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초산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의 하부영역별 점수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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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초산모, 경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 (N=71)

특 성 구 분
초산모(n=31) 경산모(n=40)

평균±표준편차 t or F p Duncan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연령(세) 21-25 3.15±0.26 0.720 .495 0.00±0.00 0.815 .450

26-30 3.31±0.33 3.10±0.30

31-35 3.33±0.11 3.19±0.27

36-40 0.00±0.00 2.99±0.59

학력 고졸이하 3.28±0.29 -0.051 .959 3.15±0.28 0.364 .718

대졸이상 3.28±0.32 3.11±0.38

종교 불교 3.13±0.23 3.448 .030* ①<② 3.28±0.44 1.448 .245

기독교 3.57±0.29 3.03±0.27

천주교 3.29±0.39 3.26±0.29

기타 3.29±0.30 3.05±0.30

직업유무 유 3.20±0.28 -0.978 .336 3.19±0.36 0.768 .447

무 3.32±0.31 3.10±0.34

가족형태 핵가족 3.27±0.33 -0.711 .487 3.13±0.35 0.132 .895

대가족 3.33±0.12 3.11±0.35

어머니 건강 3.25±0.33 0.242 .787 3.13±0.32 0.493 .615

건강상태 보통 3.33±0.23 3.11±0.38

불건강 3.28±0.30 3.46±0.00

결혼생활 만족 3.28±0.33 0.033 .974 3.24±0.28 2.899 .006**

만족도 보통 3.28±0.17 2.94±0.36

*p<.05 **p<.01

면 초산모의 경우, 이상행동 3.45(±0.37), 질병관리

3.43(±0.37), 영아돌보기 3.29(±0.31), 섭식 3.20

(±0.45), 부모와 자녀관계 3.19(±0.83), 환경문제

2.85(±0.70) 순으로 이상행동에 대한 간호교육 요구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산모의 경우 이상행동 3.53

(±0.48), 질병관리 3.41(±0.32), 영아돌보기 3.02

(±0.48), 섭식 2.95(±0.58), 환경문제 2.74(±0.50),

부모와 자녀관계 2.70(±0.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산

모와 동일하게 이상행동에 대한 간호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간 각 영역별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를

살펴보면, 영아돌보기(t=2.803, p=.007)와 부모와 자

녀관계(t=2.442, p=.017) 영역에서 초산모가 경산모

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는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산모, 경산모의 간호교육 요구

도 차이는 <표 3-1>과 같으며, 초산모의 경우 종교에 따

라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초산모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불교인 경우보다 더 높

은 점수를 나타냈다(F=3.448, p=.030). 경산모는 결

혼생활 만족도에 따라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결혼생활에 만족한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t=2.899, p=006).

그 밖에 연령, 학력, 직업유무, 가족형태, 어머니 건강상

태에 따른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는 초산모와 경

산모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초산모는 결혼생활

만족도, 경산모는 종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산과적 특성에 따른 초산모, 경산모의 간호교육 요구

도 차이는 <표 3-2>와 같으며, 초산모의 경우 산후조리

장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산

후조리 장소가 본인집인 경우 친정인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F=5.760, p=.004). 그 외 분만경험

지각, 유산횟수, 산후관리 조력자, 산전관리의 규칙성,

임신희망 여부, 희망성별의 아기출산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경산모는 모든 산과적 특성

에서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Ⅴ. 논 의

본 연구에서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점수는 초산모의

경우 3.28(±0.30)점, 경산모의 경우 3.13점(±0.34)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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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초산모와 경산모의 산과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 (N=71)

특 성 구 분
초산모(n=31) 경산모(n=40)

평균±표준편차 t or F p Duncan 평균±표준편차 t or F p

분만경험지각 순산 3.29±0.30 0.159 .874 3.09±0.27 -0.483 .632

난산 3.27±0.31 3.15±0.38

유산횟수 0 3.30±0.32 0.553 .582 3.12±0.33 0.331 .720

1-2 3.16±0.26 3.19±0.25

3-4 3.27±0.00 3.05±0.53

산후관리 없다 3.25±0.33 0.118 .948 3.03±0.35 0.837 .483

조력자 시댁 3.33±0.20 3.18±0.25

친정어머니 3.28±0.41 3.14±0.31

기타 3.34±0.60 3.24±0.40

산후조리 친정 3.09±0.25 5.760 .004* ①<② 3.11±0.30 0.475 .702

장소 본인집 3.35±0.14 3.14±0.34

조리원 3.41±0.35 3.08±0.44

기타 3.62±0.28 3.51±0.00

산전관리의 규칙적 3.35±0.32 1.915 .065 3.16±0.36 0.726 .472

규칙성 비규칙적 3.14±0.22 3.08±0.32

임신희망 유 3.30±0.29 1.718 .096 3.17±0.35 1.520 .137

여부 무 2.78±0.00 2.97±0.24

희망성별의 유 3.30±0.27 0.530 .600 3.12±0.38 -0.281 .780

아기출산 무 3.23±0.39 3.15±0.27

*p<.01

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t=1.954, p=.055),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더 높은 점

수를 나타냈다. 이는 이경혜(1982)와 이광옥(1992),

유연자와 이은주(1999), 최정(2001)의 연구에서 초산

모의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가 경산모보다 더 높게 나

타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초산모에게서 신생아에 대

한 간호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혜경

(1992) 의 주장처럼 초산모는 처음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적응해야 할 뿐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상

태에 있는 신생아를 돌보아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산모의 87.2%가 산전

에 육아서적을 접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신생아 돌보기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신생아 돌보기

와 관련된 부담감과 어려움이 경산모보다 초산모에게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광연(1995)의 주장도 본 연구결

과를 뒷받침해준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 동

질성 검증에서 결혼생활 만족도와 임신희망 여부에서 초

산모와 경산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

한 대상자의 특성이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초산모의 신생

아 간호교육 요구도가 경산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분

만경력 차이에 의해서만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초산모와 경산모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가 나타난

것도 아니므로 차후 대상자의 분만경력을 근거로 하여

신생아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본 연구의 결과

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본 연구에서 초산모는 전체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 중에서 영아돌보기 영역과 부모와 자녀관계 영역에

서 경산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

경혜(1982), 이자형(1996), 박영숙(1991), 전영자

(1997)의 연구에서도 영아돌보기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

에서 초산모의 간호교육 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나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

녀관계영역의 문항에서도 초산모의 간호교육 요구도가

경산모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첫 아기인 만큼

산모의 아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더욱이 초산모의

96.8%가 임신을 희망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점들도 결과

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초산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

고 제공할 시 영아돌보기 영역과 부모 자녀관계 영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내용들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초산모와 경산모의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영

역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초산모, 경산모 두 집단 모두

에서 이상행동, 질병관리, 영아돌보기, 섭식 등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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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방미란 등(2000)과

이광옥(1992), Moss(1981)의 주장처럼 육아에 대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산모라 할지라도 신생아 간호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산모에게도 초산모와 유사하게 목욕

시키기나 수유, 아기 다루는 법 등의 신생아 간호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는 초산

모의 경우 종교(F=3.448, p=.030)와 산후조리 장소

(F=5.760, p=.004)에 따라, 경산모 경우 결혼생활

만족도(t=2.899, p=.006)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먼저 초산모의 경우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가 불교

인 경우보다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종교에 따라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차

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반복

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산후조리 장소에

따른 차이를 보면 본인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경우 친정

에서 산후조리를 할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시 친정가족으로부터 정서

적 지지를 많이 받게 되고 정서적 안정감이 강화되어 불

안감이 감소될 뿐 아니라 신생아 출산과 양육에 대해 친

정 어머니로부터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가족내에

서 역할 모델을 용이하게 선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또한 경산모는 결혼생활 만족도에 따라 신생아 간

호교육 요구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결혼

생활에 만족할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아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더 나아가 신생아 간호에 대해 배우고

자 하는 열의까지 강화시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라 신생아 간호교육 요

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비

해 조결자 등(1997), 최선정(2000), 박영숙과 변희재

(1984)의 연구에서는 산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복연구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나이에 따라서

는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31-35세일 때 두 집단 모두에서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

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경혜(1982)와

조결자 등(1997)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므로 산모의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와 산모의 나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반복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가족형태에 따른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는 초산모,

경산모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이경혜(1982)의 주장처럼 우리나라 가

족은 비록 주거는 핵가족 형태를 띠지만 출산등 가내 길

흉사에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산후관리 조력자에 따

른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도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인 경우가 친정어머니인 경

우보다 교육요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광옥

(1992), 조결자 등(1997), 최선정(2000)의 연구결과

와 상반되는 것으로써 산모는 아직까지 문화적으로 시어

머니보다 친정어머니로부터 더 편안하고 쉽게 육아에 대

한 정보를 획득할 뿐 아니라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를

역할모델로 더 용이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초산모와 경산모

의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지만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특히 영아돌보기와 부모와 자녀관계 영역에서는 초

산모와 경산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신생

아 간호교육 프로그램 마련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산모와 경산모

각각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계획시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들이 반영된다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더

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산모, 경산모의 신생아 간호에 관한 교육

요구도를 비교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개별적이고 체

계적인 산모의 신생아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

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된 서술적 비교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D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 병원과 일개 산

부인과 병원의 분만실에서 정상분만 또는 제왕절개 수술

로 분만한 20세에서 40세까지의 건강한 산모 71명으로

초산모 31명, 경산모 40명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1

년 2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

구자가 분만실과 신생아실 진료기록부를 보고 대상자 선

정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직접 산과 병실

로 대상자를 찾아가거나 신생아실의 신생아 퇴원 교육시

간에 참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연구도구는 최선정(2000)이 개발한 간호교육요구도 도

구로써,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구하였고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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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χ2 검증, 평균 평점, 표준편차,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는 초산모의 경우 총점평균

121.35점, 경산모의 경우 115.73점으로 나타났으

며, 두 집단의 평균평점을 살펴보면, 초산모는 3.28

(±0.30)점, 경산모는 3.13(±0.34)점으로 두 집단간

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초산모의 점수

가 경산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하부영역별 점수를 살펴보

면, 초산모의 경우 이상행동 3.45(±0.37), 질병관리

3.43(±0.37), 영아돌보기 3.29(±0.31), 섭식 3.20

(±0.45), 부모와 자녀관계 3.19(±0.83), 환경문제

2,85(±0.70) 순으로 이상행동에 대한 간호교육 요

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산모의 경우는 이상행

동 3.53(±0.48), 질병관리 3.41(±0.32), 영아돌보

기 3.02(±0.48), 섭식 2.95(±0.58), 환경문제

2.74(±0.50), 부모와 자녀관계 2.70(±0.85) 순으

로 나타났으며, 초산모와 동일하게 이상행동에 대한

간호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초산모와 경산모간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 각 영역

별 차이를 살펴보면, 영아돌보기(t=2.803, p=

.007)와 부모와 자녀관계(t=2.442, p=.017) 영역

에서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더 높은 간호교육 요구도

를 나타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산모, 경산모의 신생아 간호교

육 요구도는 초산모의 경우 종교(F=3.448, p=

.030)에 따라, 경산모의 경우 결혼생활 만족도

(t=2.899, p=006)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으며, 산과적 특성에 따라서는 초산모의 경우 산후조

리 장소(F=5.760, p=.00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초산모가 경산

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산모의 경우 영아

돌보기와 부모와 자녀관계 영역에서 경산모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간호교육 요구를 나타내고 있으

므로 초산모를 대상으로 신생아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계

획할 때 영아돌보기와 부모와 자녀관계 영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한된 여건으로 초산모와 경산모

두 집단 모두에게 동시에 신생아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할 때에는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낸 이상행동, 질병관리, 영아돌보기, 섭식 등의 영역

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

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초산모와 경산모 각 집단의 신생아 간호교육 요구에

근거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대

해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초산모, 경산모 두 집단 모두에게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된 신생아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

과에 대해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초산모, 경산

모 통합교육 프로그램과 각 집단별 간호교육 요구에

근거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비용효과측면에

서 비교 분석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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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Primipara, Multipara, Educational

needs for the infant care

A Comparison of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Mothers' for the

Infant Care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Koh, Hyo-Jung*․Lim, Kyung-Hee**

This study is designed to compare differences

of the infant mothers' nursing educational needs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And also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Infant care educational programs

ba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1

infant-mothers who just experienced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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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ere selected from a collage hospital and a

obstetric hospital in D city, Korea. The tool

used in this study was educational need scale

developed by Choe, SeonJeong(2000), and

modified by researchers. The subjects were

requested to check complete the questionnaires

by self-report method at the time of hospital

discharg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7 to April 10, 2001. and were

analysed by descriptive statistics, mean, std

deviation, t-test, ANOVA with SPSS 10.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differences of the infant mothers' nursing

educational needs were not significantly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2. In the each category of the infant mothers'

nursing educational needs, we could see the

differences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as following ; Infant care(t=2.803, p=.007),

Attachment between parents and infant

(t=2.442, p=.017).

3. In accordance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the infant mothers' nursing educational

needs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religion in primipara and according to

satisfaction of marriage in multipara.

4. In accordance with obsterical characteristics,

the infant mothers' nursing educational

needs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places of postpartum care in primipara.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nursing educational needs of the mother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However, two

subareas' parts of the infant mothers' nursing

educational needs, infant care and attachment

between parents and infa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And the infant mothers' nursing

educational needs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according to several

pers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might give some re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fant Care Programs ba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