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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피로는 정신이나 육체적인 활동이 과도한 결과 야기되는

지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Gilbert, 1971; MacBryde,

인간이면 누구나 한번 이상 경험하는 현상이Blacklow, 1970),

다 그러나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주(Potempa et al., 1986).

관적 증상으로 표현도 다양하며 그 정도를 구분하기가 어렵

기 때문에 건강간호 제공자들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

아 왔다김완신 나미나 조정진( , , , 1995).

아동에게 있어서 질병과 그에 따르는 입원은 아동 자신 뿐

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스트레스이며 특히 아동을 차1

적으로 돌보는 어머니는 이로 인해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입원한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는 어렵다 힘들다 지‘ ’, ‘ ‘, ’

친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Chan & Leff, 1982; Pringale,

이는1983; Schulman, 1976; Savdra, Telser & Ritchie, 1987)

어머니 자신의 요구 뿐 아니라 아동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질병상태로 인한.

입원이라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아동의 질병에 대한 정보의

결핍과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어 이는 피로로 이어지게 된다.

어머니는 자녀양육 및 가족 건강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어머니는 영,

유아의 주된 돌봄 제공자로서 인식되어 왔으며김신정( , 1998)

입원한 아동을 돌보는 대부분의 어머니는 심리적으로는 당황

하고 다소의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되며 신체적으로는 피로

를 경험하는데 어머니의 피로는 환아의 회복과 가족의 평형,

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아동 간호사는 입원한 아동을 간호해야 할 뿐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간호해야 하는데 입원 상황에 있는 가족의 요구,

를 사정하고 중재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오진아 그( , 1997).

러므로 간호사는 입원이라는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입원 환아

를 간호하는 어머니의 피로를 사정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로의 조기사정과 인지는 만성 피로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일 뿐 아니라 간호중재를 통해 이를 완

화 중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로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을, .

통하여 간호사는 잠재적 실제적인 문제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즉각적인 중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

여 어머니의 에너지 수준과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개별화된 중재를

고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임부나 산부 산욕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피로,

에 대한 연구김신정 김신정 정금희 김태희 김( , 1999; , , , 2000;

신정 정금희 김은하 나 영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 , 2001)

피로에 대한 연구김신정 박인숙 는 있으나 입원이라는( , , 2003)

긴장스러운 상황 하에서 아동을 돌보는데 차적 책임을 맡고1

있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피로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입원 환아나 어머니 가족의 건강측면 모두에서 중,

요시되는 입원 환아 어머니가 피로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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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조사하여 건강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함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환아를 돌보는 어

머니가 자각하는 피로정도를 알아보고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중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함

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입원 환아의 어머니가 자각하는 피로의 정도와 양상을 확∙

인한다.

입원 환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입원 환아 어머니의 피로정도를 파악하기 위하

여 점 척도로 이루어진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한 서술적4 -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 대전에 소재한 개, 3

대학병원의 소아과에 입원한 환아의 어머니 명을 대상으286

로 하였는데 이 중 표기가 불완전한 부를 제외한 부를, 3 283

연구에 사용하였다 어머니는 현재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이며.

아동은 출생시 만삭아로서 선천성 장애나 만성질환이 아닌

급성질환으로 입원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이는 아동의 선천성.

장애나 만성질환은 입원이라는 상황 이외의 다른 요소가 어

머니의 피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이었다2003 6 1 10 30 .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연구자가 자료수집 대상 병원의 허락

을 받아 소아과 병실의 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

명하였다 그런 후 연구자와 간호사는 자료수집 대상에 해당.

되는 어머니를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

았다 연구에 대한 참여는 대상자의 선택에 의하여 강요하지.

않았으며 대상자에게는 질문지를 배포하여 스스로 응답케 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어머.

니가 질문지를 시행할 때는 아동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이용

하도록 하여 대상자들이 설문지를 응답하는데 불편감이 없도

록 하였고 대상자들이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평균 분10-15

이내가 소요되었다.

연구도구
입원 환아 어머니의 피로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도구는 년 일본 산업피로 연구회가 표준화1976

시킨 질문지인 피로자각증상 조사표(Subjective Symptoms of

로 선행연구를 통해 국문으로 번역된 도구를 사Fatigue Test) ,

용하였다 이 도구는 피로에 대해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체험.

한 자각적 증상의 호소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생체의 상태나,

기능의 변화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의식되

어지는 자각증상의 호소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내용은 총.

문항으로 신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 신경 감각적 피로로30 , ,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점의 점 척도로1-4 4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도구.

의 신뢰도는 임부김신정 나 분만 후 산모김신정 정금( , 1999) ( ,

희 김태희 산욕기 어머니김신정 정금희 김은하, , 2000), ( , , ,

영 유아 어머니김신정 박인숙 를 대상으로 한2001), ( , , 2003)

선행연구에서도 각각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90, .92, .94, .93

구에서의 신뢰계수 로 높게 나타났다Cronbach's =.95 .α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사용하SPSS Win

여 입원 환아 어머니의 피로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일반,

적 특성에 따른 피로 정도의 차이는 와 를 사용t-test ANOVA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입원 환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명으로 남아가 명 으283 174 (81.6%)

로 여아의 명 보다 많았다 아동의 연령은 개월109 (38.5%) . 1 -14

세의 범위로 평균 세이었는데 발달연령별로는 학령전기3.8 ,

아동이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아가28.6% 23.0%,

학령기 아동이 이었다 아동의 순위는 첫째가 로21.2% . 53.4%

가장 많았으며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이었37.8%, 8.1%, 0.7%

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동의 성격은 순하다가 보통‘ ’ 44.9%, ‘

이다 까다롭다 로 나타났다’ 43.8%, ‘ ’ 11.3% .

아동의 진단명은 의 질병분류에 의해 개 영역으로WHO 12

구분한 결과 호흡기계질환이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37.8%

으로는 감염성질환이 소화기계질환이 의 순이었29.3%,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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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입원 전과 비교한 아동의 상태는 좋아졌다가‘ ’ 81.6%,

같다가 나빠졌다가 로 나타났다 아동의 입원일‘ ’ 17.0%, ‘ ’ 1.4% .

은 설문지 조사일을 기준으로 일의 범위로 평균 일이1-23 3.9

었으며 과거의 입원 경험은 없다는 경우가 로 있다는‘ ’ 56.9% ‘ ’

경우의 보다 많았다 병원에서 아동의 간호를 같이 도와43.1% .

주는 사람은 없는 경우가 로 있는 경우의 보다 많59.7% 40.3%

았으며 아동의 입원 후 집안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있다는‘ ’

경우가 로 없다는 경우의 보다 많았다54.8% ‘ ’ 45.2% .

어머니의 연령은 세의 범위로 평균 세이었으며 직22-47 32.9

업은 없는 경우가 로 가장 많았고 전일제가 시74.9% 19.1%,

간제가 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로 대부6.0% . 84.5%

분을 차지하였으며 가족의 월 수입은 만원이 로100-199 38.2%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만원이 만원200-299 33.2%, 300

이상이 만원 미만이 로 나타났다 환아 어머니26.1%, 100 2.5% .

의 수면시간은 설문지 조사 일을 기준으로 시간의 범위로0-10

평균 시간이었으며 아동의 입원으로 인해 밤에 수면에 방5.3

해를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 그렇다고 응답하였85.9%

다 낮잠은 가 잔다고 하였으며 낮잠을 자는 경우 낮잠. 58.3% ,

시간은 시간의 범위로 평균 시간으로 나타났다0.2-3.5 1.3 .

입원 환아의 어머니가 자각하는 피로의 정도와 양상
입원 환아의 어머니가 자각하는 피로의 정도는 다음과 같

다 표< 1>.

본 연구에서 환아 어머니의 피로정도는 최소 점에서 최1.07

대 점까지의 범위로 평균 점이었다3.43 1.94 .

표 입원 환아의 어머니가 자각하는 피로의 정도< 1>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대상자가
자각하는 피로

1.07 3.43 1.94 .48

환아의 어머니가 자각하는 피로를 영역별로 나누어보면 신,

체적 피로가 평균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2.19

로는 정신적 피로가 점 신경 감각적 피로가 점의 순1.85 , 1.79

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환아 어머니의 피로정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신체적 피로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눕고 싶다 이었으며 그 다음은 온 몸이 나른하(2.44)「 」 「

다 졸립다 의 순이었다(2.39), (2.37) .」 「 」

정신적 피로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생각이 집중되지 않는다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2.08)「 」

할 일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 매사에 걱정이 된(2.01),「 」 「

다 의 순이었다(1.98) .」

신경 감각적 피로의 경우에는 어깨가 뻣뻣하다 (2.34),「 」

그림 영역별 환아의 어머니가 자각하는 피로 정도< 1>

2.19

1.85

1.79

1.5

1.6

1.7

1.8

1.9

2

2.1

2.2

2.3

신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 신경감각적 피로

표 문항별 환아 어머니의 피로정도< 2>
구 분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신체적 피로 머리가 무겁다. 2.12 .75

온 몸이 나른하다. 2.39 .78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2.07 .85

하품이 나온다. 2.34 .68

머리가 멍하다. 2.07 .82

졸립다. 2.37 .73

눈이 피로하다. 2.29 .83

움직일 때 동작이 둔해진다. 1.96 .81

서있을 때 다리에 힘이 없다. 1.90 .80

눕고 싶다. 2.44 .80

소 계 2.19 .57

정신적 피로 생각이 집중되지 않는다. 2.08 .78

얘기하기가 귀찮다. 1.73 .66

신경질이 난다. 1.87 .72

일에 열중할 수가 없다. 1.86 .75

매사에 흥미가 없어진다. 1.79 .75

할 일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 2.01 .74

자신감이 없어진다. 1.75 .71

매사에 걱정이 된다. 1.98 .72

조용히 있을 수 없다. 1.70 .85

참을성이 없어진다. 1.74 .68

소 계 1.85 .52

신경감각적 피로 두통이 있는 것 같다. 2.06 .98

어깨가 뻣뻣하다. 2.34 .85

허리가 아프다. 2.21 .86

숨이 막히는 것 같다. 1.61 .70

입 안이 마른다. 1.64 .74

쉰 목소리가 난다. 1.42 .62

어지럽다. 1.91 .79

눈꺼풀에 경련이 일어난다. 1.51 .65

손과 발이 떨린다. 1.34 .61

어디가 아픈 것 같다. 1.85 .82

소 계 1.79 .51

전 체 1.9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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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아프다 두통이 있는 것 같다 의 순(2.21), (2.06)「 」 「 」

으로 피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항목의 경우에는 눕고 싶다 가 평균 점으2.44「 」

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온 몸이「

나른하다 가 점 어깨가 뻣뻣하다 가 점의 순으로2.39 , 2.34」 「 」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난 항목은 손과 발이. 「

떨린다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쉰 목소리가 난다(1.34)」 「 」

눈꺼풀에 경련이 일어난다 의 순이었다(1.42), (1.51) .「 」

입원 환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정도의 차이
입원 환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정도의 차

이는 다음과 같다 표< 3>.

입원 환아 어머니가 자각하는 전체 피로 정도는 아동의 성

별 아동 성격 입원 전과(t=-2.697, p=.008), (F=9.032, p=.000),

비교한 아동의 상태 아동의 입원 후 집안((F=3.523, p=.031),

일 도움의 유무 환아 어머니의 수면시간(t=-1.981, p=.049),

아동의 입원으로 인한 밤의 수면방해 여부(t=2.704, p=.007),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t=2.082, p=.038)

타났다 즉 아동의 성별이 여아인 경우가 남아보다 아동의. , ,

성격이 까다롭다 보통이다 순하다의 순으로 입원 전과‘ ’, ‘ ’, ‘ ’ ,

비교한 아동의 상태가 나빠졌다 같다 좋아졌다의 순으로‘ ’, ‘ ’, ‘ ’ ,

아동의 입원 후 집안 일 도움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환아 어머니의 수면시간이 시간 미만인 경우가 시간 이상7 7

인 경우보다 아동의 입원으로 인한 밤의 수면방해가 있는 경,

우가 없는 경우보다 피로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아 어머니의 신체적 피로 정도

는 아동의 성별 아동 성격(t=-2.638, p=.009), (F=7.446, p=.001),

환아 어머니의 수면시간 아동의 입원으로 인(t=2.367, p=.019),

한 밤의 수면방해 여부 에 따라서 정신적 피(t=2.309, p=.022) ,

로는 아동의 성별 아동 성격(t=-2.455, p=.015), (F=7.898,

아동의 입원 후 집안 일 도움의 유무p=.000), (t=-2.018,

환아 어머니의 수면시간 에 따라서p=.045), (t=2.402, p=.017) ,

신경 감각적 피로는 아동의 성별 아동 성격(t=-2.227, p=.027),

입원 전과 비교한 아동의 상태(F=6.131, p=.002), (F=4.523,

어머니의 교육정도 환아 어머니의p=.012), (t=2.145, p=.033),

수면시간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t=2.255, p=.025)

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피로는 아동의 성별이 남아보다 여아.

가 아동의 성격이 까다롭다 보통이다 순하다의 순으로, ‘ ’, ‘ ’, ‘ ’ ,

환아 어머니의 수면시간이 시간 미만인 경우가 시간 이상7 7

인 경우보다 아동의 입원으로 인한 밤의 수면방해가 있는 경,

우가 없는 경우보다 신체적 피로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신적 피로는 아동의 성별이 남아보다 여아가 아,

동의 성격이 까다롭다 보통이다 순하다의 순으로 아동의‘ ’, ‘ ’, ‘ ’ ,

입원 후 집안 일 도움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환아 어,

머니의 수면시간이 시간 미만인 경우가 시간 이상인 경우7 7

보다 정신적 피로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신경 감각적 피로는 아동의 성별이 남아보다 여아가 아동의,

성격이 까다롭다 보통이다 순하다의 순으로 입원 전과‘ ’, ‘ ’, ‘ ’ ,

비교한 아동의 상태가 나빠졌다 같다 좋아졌다의 순으로‘ ’, ‘ ’, ‘ ’ ,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환아 어머,

니의 수면시간이 시간 미만인 경우가 시간 이상인 경우보7 7

다 피로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입원 환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정도의 차이 명< 3> (n=283 )
내용 구분 빈도

신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

신경 감각적

피로
전체피로

M SD M SD M SD M SD

아동 성별
남아 174 2.12 .53 1.79 .48 1.74 .47 1.88 .43

여아 109 2.30 .62 1.94 .56 1.87 .56 2.04 .53

t=-2.638 p=.009 t=-2.455 p=.015 t=-2.227 p=.027 t=-2.697 p=.008

아동
발달연령

신생아 20 2.41 .53 1.87 .45 1.84 .58 2.04 .45

영아 57 2.25 .57 1.56 .55 1.81 .52 1.98 .49

유아 65 2.24 .48 1.93 .49 1.84 .46 2.06 .42

학령전기 81 2.10 .66 1.83 .52 1.79 .47 1.92 .45

학령기 60 2.19 .56 1.79 .52 1.71 .58 1.87 .54

F=1.438 p=.221 F=.639 p=.635 F=.552 p=.698 F=.931 p=.608

아동 순위
첫째 151 2.18 .57 1.85 .52 1.75 .52 1.93 .48

둘째 이상 132 2.21 .57 1.84 .52 1.83 .50 1.96 .48

t=.417p=.677 t=.182 p=.856 t=-1.267 p=.206 t=-.513 p=.608

아동 성격

순하다 127 2.09 .58 1.777 .49 1.73 .53 1..86 .48

보통이다 124 2.22 .55 1.84 .50 1.77 .49 1.94 .46

까다롭다 32 2.51 .48 2.17 .58 2.08 .42 2.25 .43

F=7.446 p=.001 F=7.898 p=.000 F=6.131 p=.002 F=9.032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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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및 논의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건강과 위생 담당자로서

의 역할을 하는데 자녀가 질병상태에 있을 때는 이러한 어머,

니의 역할은 과중하게 된다 특히 아동의 입원은 어머니로 하.

여금 아동 간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의 에너지는 소진하며 이는 아동

의 회복과 가족의 평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피로 정도는 가끔 피로

한 정도인 점으로 이는 김신정 이 정상 임부를 대상1.94 (1999)

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점 분만 후 일째의 정상 산모1.81 , 3

와 산욕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신정 등 김신( , 2000;

정 등 에서 나타난 점 점보다는 높은 것을 알, 2001) 1.61 , 1.70

수 있다 또한 정금희 등 의 임신기간에 따른 정상 임부. (2000)

표 입원 환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정도의 차이 계속 명< 3> ( ) (n=283 )
내용 구분 빈도

신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

신경 감각적

피로
전체피로

M SD M SD M SD M SD

아동상태

좋아졌다 231 2.15 .42 1.98 .52 2.00 .37 2.17 .52

같다 48 2.16 .566 1.90 .64 1.98 .58 2.02 .32

나빠졌다 4 2.37 .59 1.82 .51 1.74 .49 1.91 .46

F=2.700 p=.069 F=1.954 p=.144 F=4.523 p=.012 F=3.523 p=.031

입원일
일 이하3 167 2.17 .61 1.83 .51 1.76 .54 1.93 .50

일 이상4 116 2.23 .50 1.86 .53 1.83 .46 1.96 .42

t=-.832 p=.406 t=.458 p=.647 t=-1.217 p=.224 t=-.527 p=.599

입원경험
유 122 2.21 .55 1.87 .55 1.84 .51 1.97 .47

무 161 2.18 .58 1.83 .50 1.74 .51 1.92 .48

t=.364 p=.716 t=.764 p=.446 t=1.556 p=.121 t=.934 p=.351

아동간호
도움

유 114 2.15 .58 1.78 .48 1.76 .51 1.90 .48

무 169 2.22 .56 1.90 .54 1.80 .51 1.97 .47

t=-927 p=.355 t=.-1.788 p=.075 t=-.631 p=.528 t=-1.227 p=.221

집안일
도움

유 155 2.13 .56 1.79 .50 1.76 .52 1.89 .47

무 128 2.26 .57 1.92 .53 1.82 .50 2.00 .47

t=-1.916 p=.056 t=-2.018 p=.045 t=-1.118 p=.264 t=-1.981 p=.049

어머니
연령

세 이하32 141 2.26 .52 1.85 .49 1.83 .53 1.98 .46

세 이상33 142 2.13 .60 1.84 .55 1..75 .49 1.90 .49

t=1.926 p=.055 t=.212 p=.832 t=1.242 p=.215 t=1.340 p=.181

직업
유 71 2.18 .59 1.78 .52 1.78 .54 1.91 .49

무 212 2.20 .56 1.87 .52 1.79 .50 1.95 .47

t=-.150 p=.881 t=-1.253 p=.211 t=-.233 p=.816 t=-.549 p=.583

어머니
교육정도

고졸 이하 169 2.20 .59 1.89 .57 1.84 .55 1.97 .52

대졸 이상 114 2.18 .54 1.79 .43 1.72 .45 1.89 .40

t=.226 p=.822 t=1.760 p=.079 t=2.145 p=.033 t=1.483 p=.139

가족형태
핵가족 239 2.21 .57 1.87 .52 1.79 .51 1.96 .48

대가족 44 2.10 .53 1.72 .51 1.75 .50 1.86 .47

t=1.185 p=.237 t=1.754 p=.081 t=.508 p=.612 t=1.255 p=.211

월수입
만원( )

미만200 115 2.20 .64 1.86 .58 1.85 .58 1.97 .55

이상200 168 2.19 .52 1.84 .48 1.75 .46 1.92 .42

t=.159 p=.874 t=.323 p=.747 t=1.532 p=.127 t=.751 p=.453

수면시간
시간 미만7 221 2.23 .58 1.89 .53 1.82 .51 1.98 .48

시간 이상7 62 2.04 .511 1.71 .46 1.66 .49 1.80 .43

t=2.367 p=.019 t=2.402 p=.017 t=2.255 p=.025 t=2.704 p=.007

수면방해
받음 243 2.22 .56 1.87 .53 1.80 .51 1.96 .47

받지않음 40 2.00 .57 1.70 .44 1.69 .49 1.80 .47

t=2.309 p=.022 t=1.961 p=.051 t=1.346 p=.179 t=2.082 p=.038

낮잠
유 165 2.22 .56 1.86 .50 1.79 .48 1.95 .46

무 118 2.16 .58 1.83 .54 1.79 .55 1.92 .50

t=.871 p=.384 t=.514 p=.608 t=.053 p=.958 t=.482 p=.630

낮잠시간
시간 미만1 141 2.22 .61 1.85 .54 1.81 .55 1.96 .51

시간 이상1 142 2.17 .53 1.84 .50 1.77 .47 1.92 .44

t=.743 p=.458 t=.155 p=.877 t=.683 p=.495 t=.683 p=.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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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로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임신 기의 평균, 1

점 임신 기의 평균 점 임신 기의 평균 점보다1.90 , 2 1.54 , 3 1.73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점 보다 높은 수준이다 즉 입원 환1.81 . ,

아 어머니의 피로 정도는 전체 임신기간 분만 후 산욕기 영, , ,

유아 양육 시기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이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아의 어머니가 자각하는 피로를 영역별로 살펴볼 때 신,

체적 정신적 신경 감각적 피로의 영역에서 신체적 피로가, ,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학생이나 교사 간호사 임부 분만, , ,

후 산모 산욕기 어머니 영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결과, ,

와도 일치한다곽영주 민은숙 김신정 성명숙( , 1982; , 1984; , ,

김신정 정금희 등 김신정 등 김신1998; , 1999; 2000, , 2000;

정 등 김신정 박인숙 즉 이러한 결과는 피로, 2001; , , 2003). ,

의 자각증상은 신체적 피로에서 시작된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또한 정신적 피로에 있어서는 아동의 입원이라는 사실로 인

해 공포 불안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

된다.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정도의 차이에서는

피로의 모든 영역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

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

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이 있어김희숙 등 남아를( , 2003)

간호하는 어머니가 피로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짐작하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를 통한 재검증을 통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아동의 발달연령에 따라서는 신생아인 경우가 어머니의 피

로 정도가 가장 높고 학령기인 경우가 피로 정도가 가장 낮

게 나타났는데 신생아는 발달연령상 다른 시기에 비해 어머,

니의 보살핌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며 또한 신생아의 어머

니는 분만 후 아직 산욕기에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므로 피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

한다 반면 학령기 아동은 다른 발달연령의 아동에 비해 자발.

성이 있어 어머니의 관심을 덜 요구하므로김희숙 등( , 2003),

어머니의 피로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아동 성격에 따라서는 전체 피로와 신체적 피로 정신적, ,

피로 신경 감각적 피로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는데 이를 통해 아동의 성격은 어머니의 피로에 전반적으,

로 매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성격이 까다. ,

로울 경우 어머니는 입원이라는 상황에 부가하여 아동의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이러한 요소가 어머

니의 피로를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입원 전과 비교한 아동의 상태에 따라서는 전체 피로와 신

경 감각적 피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아동의 상,

태가 입원 전과 비교하여 같거나 나빠진 경우는 당연히 나타

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동의 입원 후 집안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

는 경우에 비해 전체 피로와 정신적 피로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통해 어머니에게 있어서 집안 일 같은

역할 부담의 압력은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야기시킬 것으로 고

려된다 등 도 많은 역할부담을 보고한 여성은 더. Libbus (1995)

많은 피로를 경험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영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피로에 대한 연구결.

과김신정 박인숙 에서는 남편이 가사 일을 도와주는( , , 2003)

정도와 영 유아 돌보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에 있어서는 도와

주지 않는 편 보통 도와주는 편의 순으로 어머니의 피로에, ,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는 어머니의 피로를 완,

화시키는데 배우자의 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등 도 피로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대표적인 문제Milligan (1996)

는 가족관리 로 일차적으로 그들 가족을(family management) ,

관리하는 어머니의 생활을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는 가사일 배우자 지지의 부족 다른 아동들에 대한 책임같은, ,

요소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에게 있.

어서 지지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피로에 대한 중재계

획 시 어머니만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가족지,

지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아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

으나 오히려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전체 피

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활동이 피로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 하루 종일 아동 간호에 매달리기보다는 퇴근 후에만 아,

동 간호를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통.

해 사회적 활동보다는 아동 간호가 어머니에게 더 피로를 유

발시키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인 경우가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신경 감각적 피로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 유

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교육 정도만이 아닌 사회,

적 지지나 연령 등과 같은 요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핵가족인 경

우가 대가족에 비해 어머니의 피로 정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현대사회에서 어머니 혼자서 아동 양육과 간호를 책임지게

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환아 어머니의 수면시간에 있어서는 시간 미만인 경우가7 7

시간 이상인 경우보다 모든 영역에서 피로 정도가 높아 유의

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분만 후 일째의 산모를, 3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김신정 등 에서도 시간미만 수( , 2000) 6

면을 취한 경우가 전체 피로 정신적 피로 신경 감각적 피로,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보고와 일치하며 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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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도 같은 결과로 보고되었다 즉.

이러한 결과들은 수면이 피로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음

을 나타낸 것으로 수면을 통해 신경중추에서 자연적인 균형

으로의 복구를 하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수(Hart el al., 1990) .

면동안에는 호르몬의 분비 생화학적 변화와 세포에 영양공급,

이 일어나 다음날 신체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스,

트레스와 불안 긴장을 완화시켜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의 회,

복이 일어난다.

아동의 입원으로 인해 밤에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고 한 경

우는 그렇지 않다고 한 경우에 비해 전체 피로와 신체적 피

로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수면을 방해 받는,

사람은 피로를 느낄 뿐 만 아니라 신체의 회복이 약화되고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매일의 삶의 질이 저하되며

특히 밤의 수면 방해는 낮 동안 졸림의(Clark et al., 1995)

증가와 피로를 가져온다 와 는(Piper, 1987). Lee DeJoseph(1992)

어린 아동을 돌보는 책임 때문에 수면을 취할 수가 없어 많

은 어머니들이 만성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높은 피로감을 느

낀다고 하였으며 지익성 은 건강한 남자 대학생을 대상(1992)

으로 연구한 결과 부분적 수면 박탈기간에서 유의하게 심한

피로감을 느껴 부분적 수면 박탈이 피로에 영향을(P<0.001)

미친다고 하였고 등 은 건강하다고 생각되나 지Libbus (1995)

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성인 여성 명을 대상으로 한 연155

구에서 피로정도와 수면형태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수면방해를 받는 군이 수면방해를 받지 않는 군에(p<.004),

비해 피로정도가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수면과 관련되어 김완.

신 등 의 연구에서는 피로군에서 절반 이상이 불면증을(1992)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아의 어머니는 여러 가지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정

도의 피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경험하는 피로는 어,

머니 뿐 아니라 입원 환아와 가족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피로는 입원 환아나 가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등 은 피로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지는 않지Libbus (1995)

만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대상자를 무능하게 하며 고통을 주

는 심각한 증상이라고 제시하면서 피로는 건강간호 대상자에

의해서 관찰되기보다는 대상자에 의해서 지각되는 주관적인

경험이므로 건강간호 제공자들은 피로를 인식하고 진단하며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피로는 대.

상자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증상 중의 하나로 건강간호 제

공자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

다(Bensing et al., 1996).

대부분의 입원 환아 어머니는 큰 문제없이 환아를 간호하

고 퇴원하지만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입원이라는 상황은 어,

머니에게 압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입원 환아 어머니의 피로

에 대한 사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입원 환아 뿐 아니라 환아를 차적으로 돌보는 어머니의1

피로에 대한 사정과 피로의 특성과 관련된 자료는 아동 간호

사에게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철저하고 정확한

사정을 통해 피로를 중재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 한다 또.

한 환아를 간호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피로 정도를 확인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확인함으로써 환아

간호제공자에게 피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예

측하고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이들에게

가능한 피로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가

자각하는 피로정도를 알아보고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중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함이다.

자료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서울과2003 6 1 10 30

경기도 대전에 소재한 개의 대학병원에 급성질환으로 입원, 3

한 환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명의 자료를 연구283

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피로 측정도구는 일본 피로연구회가 표준화시킨

피로자각증상 조사표를 이용하여 신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 ,

신경 감각적 피로 등을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아 어머니의 피로 정도는 평균 점이었으며 이를 영1.94 ,∙

역별로 나누어보면 신체적 피로가 평균 점으로 가장, 2.19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적 피로가 점 신경1.85 ,

감각적 피로가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1.79 .

입원 환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정도는∙

아동의 성별 아동 성격(t=-2.697, p=.008), (F=9.032, p=.000),

입원 전과 비교한 아동의 상태 아동의((F=3.523, p=.031),

입원 후 집안일 도움의 유무 환아 어머(t=-1.981, p=.049),

니의 수면시간 아동의 입원으로 인한 밤(t=2.704, p=.007),

의 수면방해 여부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t=2.082, p=.038)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성별이 여아인 경. ,

우가 남아보다 아동의 성격이 까다롭다 보통이다 순, ‘ ’, ‘ ’, ‘

하다의 순으로 입원 전과 비교한 아동의 상태가 나빠졌’ , ‘

다 같다 좋아졌다의 순으로 아동의 입원 후 집안 일’, ‘ ’, ‘ ’ ,

도움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환아 어머니의 수면시,

간이 시간 미만인 경우가 시간 이상인 경우보다 아동의7 7 ,

입원으로 인한 밤의 수면방해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

다 피로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아 어머니의 신체적 피로 정도

는 아동의 성별 아동 성격(t=-2.638, p=.009), (F=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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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어머니의 수면시간 아동의p=.001), (t=2.367, p=.019),

입원으로 인한 밤의 수면방해 여부 에 따(t=2.309, p=.022)

라서 정신적 피로는 아동의 성별 아동, (t=-2.455, p=.015),

성격 아동의 입원 후 집안 일 도움의 유(F=7.898, p=.000),

무 환아 어머니의 수면시간(t=-2.018, p=.045), (t=2.402,

에 따라서 신경 감각적 피로는 아동의 성별p=.017)

아동 성격 입원 전과(t=-2.227, p=.027), (F=6.131, p=.002),

비교한 아동의 상태 어머니의 교육정도(F=4.523, p=.012),

환아 어머니의 수면시간(t=2.145, p=.033), (t=2.255, p=.025)

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아동 간호사는 입원 환아 어머

니를 대상으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중재를 계

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만성질환아와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아동의 어머니가 자각∙

하는 피로를 조사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질병상태에 있는 아동의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시∙

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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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tigue of the mothers of the hospitalized children's

mothers in descriptive study. Method: Two hundred eighty three mothers who take care of the hospitalized

children in three University hospitals were enrolled from June, 1 to October, 30, 2003.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titled "Symptom Table on Fatigue Perception" designed by the Fatigue Research Committee of Japan,

consisted of a total 30 items categorized into three sub-dimensions: the physical, the psychological and the

neuro-sensory. SPSS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data with 0.05 of significance. Result: 1) The mean average

fatigue score of subjects was 1.94(SD:.48): the physical fatigue revealed the highest value with a mean of

2.19(SD:.57), followed by psychological fatigue with a mean score of 1.85(SD:.52), neuro-sensory fatigue with a

mean of 1.79(SD:.51). 2) With the respect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ized children and mother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others' fatigue perception by the child sex(t=-2.697, p=.008), the

character of child(F=9.032, p=.000), the child condition compared to pre-hospitalization(F=3.523, p=.031), with or

without support in domestic households(t=-1.981, p=.049), the amount of sleeping time(t=2.704, p=.007), and with

or without of night-time sleep disturbance because of the child hospitalization(t=2.082, p=.038).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health care professional need to be aware of the persistent presence of the maternal fatigue

related to the child hospitalization and the factors worsen the degree of the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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