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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nd test a home-based discharge program. Methods: The study design

was a pretest-posttest nonequivalent nonsynchronized quasi-experimental design. Participants were mothers of prema-

ture infants on oxygen therapy at home. The participants, 49 mothers, were assign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

(24) or control group (25).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008 through February, 2009. Maternal confi-

dence and anxiety were measured using a questionnaire. Chi-square test, t-test and Repeated Measures ANOVA were

used to analysis the data. Results: Two hypotheses, “Maternal confidence in the experimental group will be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and “Perceived anxiety level in the experimental group will be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were set up and both hypotheses were supported a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It suggests that the discharg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is an efficient intervention method to boost

maternal confidence of the mothers with premature infants and to decrease their anxiety; therefore, this program is expected

to be of use in nursing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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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합계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숙

아 출산율은 3.8% (00‘년)에서 4.4% (06’년)로 매년 0.1%의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2008). 전체 신생아 출생률 중 미숙아가 차지하는 비

율이 8.4% 정도에 이른다(Shin et al., 2005). 또한 다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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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율도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다태아 중 미숙아

의 출생비율은 단태아보다 무려 14배 이상 높은 39.9%를 차지

하는데(Shin et al., 2005) 이것은 혼인 및 출산연령이 늦어지

고 환경오염과 약물의 오남용 등에 의한 불임인구 증가와 맞물

려 시험관아기 시술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Lee, Lee, & Shin,

2009). 우리나라의 아 사망률은 2007년 OECD 국가의 평균

5.1%보다 낮은 3.5%로 감소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위험

신생아(미숙아, 저체중출생아, 선천성 이상아) 사망률의 감소에

기인한다(Lee et al., 2009). 근래 신생아 집중치료기술의 발달

로 과거 생존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출생 시 체중 1,500g 미만

의 극소미숙아의 생존율도 76.7% 이상으로 향상되었고 24주

미만의 초극소 저 출생 체중아들이 소생함으로써 생존한계를

극복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숙아의 획기적인 생존율 향상은 미숙아 망

막증, 기관지 폐 이형성증, 신경발달장애, 뇌성마비 및 성장장

애 등의 후기 합병증을 야기하고 있으며(Chae, 2001), 그 중에

서도 폐조직의 미숙, 장기적인 인공호흡기 의존에 의한 높은 산

소분압에서 오는 폐조직의 섬유화, 감염, 과다한 수액공급 등

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간헐적 혹은 지속적인 산소흡입이 필

요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들이 증가하고 있다(Adankim,

2006; Kelly, 2006). 한편 의공학의 발달로 가정에서도 산소치

료와 심전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병원경 의 효율성 증

를 위한 재원일수 단축에 따라 조기퇴원이 활성화되고 있다

(Lee et al., 2009). 

그러나 산소요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에서 조기 퇴원하

는 미숙아 어머니는 아기가 입원해있는 동안에 신생아집중치

료실이라는 잘 통제된 환경에서 아기의 관리를 의료진에게 전

적으로 의존하 던 것과는 달리 가정으로 아기가 퇴원할 때는

아기 양육의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부여됨에 따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Kenner & Lott, 1990; Kwon & Kwon, 2007;

Lee & Shin, 2007). 또한 미숙아 퇴원과 관련하여 미숙아 어

머니들의 불안과 우울증이 높으며(Brooten et al., 1998), 이는

퇴원 후 열악한 부모의 양육태도로 이어져 퇴원 후 재입원율이

증가하게 된다(Kim, 1997). 이러한 호흡기 질환을 가진 미숙아

들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다는 것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부터 새로운 개념의

치료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Ahn, 2004). 따라서 퇴원을 앞

둔 환아의 어머니에게 퇴원 전에 아기돌보기에 한 일관된 교

육내용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아기에게 적절

한 돌봄이 제공되어 퇴원 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건강문제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Kwon & Kwon, 2007).

미숙아 부모를 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동향

을 살펴보면 국외의 경우는 퇴원 시 단순한 정보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가족지지 간호사, 소아과 의사, 소아물리치료사, 임상

심리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퇴원 팀이 조직되어 있어

환아의 상태와 부모의 준비상태 및 지지 자원 등을 사정하여 퇴

원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환아 개개인

에 맞는 개별교육을 실시한다(Broedsgaard & Wagner, 2005;

Robison, Pirak, & Morrell, 2000). 또한 이전까지 퇴원계획

을 세우는데 있어 전적으로 의료진의 결정이 우선시되어 왔으

나 입원기간 동안 부모들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유도하

여 효과적인 퇴원교육과 퇴원 후 아기 돌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연구(Griffin & Abraham, 2006)를 통해 재원일수를 단

축, 재입원율 및 응급실 방문율의 감소 효과를 보고 있으며 보

호자가 아기의 퇴원 후 가정에서 보다 즐겁고 안락하고 안전하

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연구

들을 살펴보면, 퇴원 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정보제공과

지지, 교육, 전화상담 및 직접 아이 돌보기에 참여하기 등을 통

해 미숙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불안, 모성역할 자신감에 한

효과를 확인하 다(Ahn, 2004; Lim, 1996; Song, 2005). 그

러나 이들 연구의 부분이 워크북이나 책자를 통한 일회성의

교육에 그쳤으며, 최근 멀티미디어 또는 웹기반을 통한 동 상

을 이용한 교육자료 개발연구(Lee, 2007)가 있으나 교육 자료

가 주로 병원환경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퇴원 후 병원환경과는

다른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아기를 돌보고 적용하기에는 부족

한 점이 있었다(Kwon & Kwon, 2007).

이에 본 연구는 가정환경을 배경으로 한 재가 돌봄 퇴원프로

그램의 개발을 통해 가정에서 산소요법을 적용한 미숙아 어머

니에게 퇴원 전에 미숙아의 전반적인 특성과 아기돌보기에

한 교육을 제공하여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모성

자신감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미숙아의 건강과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산소요법 적용 미숙아 어머니를 상으로 역할증

진을 위한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을 개발, 운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된 연구로써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을개발한다.

둘째, 개발된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의효과를 검증한다.

연구가설

가설 1.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미숙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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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공받지않은 미숙아 어머니보다불안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2. 재가돌봄퇴원프로그램을제공받은미숙아어머니는

제공받지않은미숙아어머니보다모성자신감정도가높을것이다.

용어정의

미숙아 어머니

미숙아란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아기를 의미한 것으로

(Nurcombe et al., 1984). 본 연구에서는 재태 기간 34주 미만

중 출생 시 체중이 1,000-2,000 g으로 퇴원 시 산소요법을 적

용한 미숙아의어머니를 말한다. 

산소요법

산소결핍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공기 중에 함유된 산소 농도

(21%)보다높은농도의산소를흡입시키는방법을말한다(Kelly,

2006).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혹은 간헐적인 산소포화도의 저

하로 퇴원 후 가정에서 산소발생기, 산소탱크, 산소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산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

불안은 긴장을 초래하는 상황에 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

적 반응과 관련된 과정으로, 특정 순간에 경험하는 주관적인 긴

장감으로(Spielberger, 1972). 본 연구에서는 Kim (1978)이 번

안한 Spielberger (1972)의 미숙아 어머니 상태불안 자가 평가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모성자신감

모성자신감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역할 획득

의 지표로 발달과업 능력에 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자기효

능감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돌보고 이해하는

능력에 해어머니가지각하는정도를뜻한다(Parker & Zahr,

1985). 본 연구에서는 Parker와 Zahr (1985)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산소요법을 적용한 미숙아 어머니에게 적용한 재

가 돌봄 퇴원프로그램의 효과(불안과 모성자신감)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유사 실험 연구로 비동등성 조군 전후시차설계

를 적용하 다.

연구 상및기간

본 연구의 상은 서울에 소재한 S종합전문병원에서 미숙아

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간호를 받은 후 연구기간

중 퇴원하는 미숙아 어머니를 상으로 하 다. 기준에 적합한

미숙아 부모에게 본 연구에 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하고 참

여를 허락해준 상자로 선정하 다. 연구기간은 2008년 9월

부터 2009년 2월까지 6개월 동안이었다. 보호자들끼리 정보교

환에 의한 실험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반기에 조군 25명을

조사한 후 후반기 동안 실험군 24명에게 프로그램을 적용 후

평가 하 다. 구체적인 미숙아 기준은 재태 기간이 34주 미만

중 출생 시 체중이 1,000-2,000g이며, 출생 5분 후 아프가

(Apgar) 5점 이상,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7일 이상 입원 치료

하 으며 퇴원시 산소요법을 적용한 미숙아의 어머니를 상

으로 하 다. 이들은 임신과 분만과정에 심각한 합병증이 없고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직접 면회를 올수 있으며, 자녀양육에

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직접 양육에 참여하는 어머니를 연

구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의 표본에 크기는 집단의 평균에

한 차이 검정을 위해 효과크기는 불안 0.8, 모성자신감 1.0, 유

의수준 .05, 검정력 80%에서 각각 20명으로 충족되었다.

연구도구

불안

불안은 긴장을 초래하는 상황에 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

적 반응과 관련된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Kim (1978)이 번안

한 Spielberger (1972)의 미숙아 어머니 상태불안 자가 평가도

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4점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단히 그렇다’4점으로

하 고, 이중긍정적인항목인1, 2, 3, 8, 10, 11, 15, 16, 19, 20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Kim (1978)이번안시Cronbach’s a=.92이 고, Song

(2005)의연구에서는.92 으며, 본연구에서는.89 다.

모성자신감

모성자신감은 어머니가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역할획득

지표로 발달과업 능력에 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자기 효능

감을 의미한다. Parker와 Zahr (1985)이 개발하 으며 Chae

(2001)가 번안 수정한 도구로‘거의 자신이 없다’1점에서‘아

주 많이 자신감이 있다’5점까지 측정하는 5점 척도의 14문항

으로 최저 14점 최고 70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미숙아 부모

를 상으로 어머니의 양육기술과 아요구를 인지하는 어머

니의 능력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자신감이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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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Cronbach’s a=.89이며, Chae (2001)

의 연구에서는 .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연구진행절차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 개발

미숙아 어머니를 위한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 개발은 교육

요구도 조사, 예비프로그램 개발, 내용타당도 검정, 최종 프로

그램 확정 및 동 상 제작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요구도조사

㉮ 문헌고찰을 통한 교육요구분석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미숙아 어머니가 겪는 어려움에

해 분석하 다. 그 내용으로 미숙아 어머니와 미숙아 간의 긍

정적인 모아관계나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미숙아가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갈 경우 미숙아의 성장발달을 위한

최고의 역할자인 어머니는 미숙아의 요구에 적절히 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정서적 불안정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결국 미숙아의 신체적, 정서적 및 지적 발달에 향을 미

친다(Affonso et al., 1992). 미숙아 퇴원 후 첫 주 동안 미숙아

어머니의 48%가 가정에서의 첫 주가 힘들었다고 하 고, 그 힘

든 이유로 미숙아에게 익숙해지기, 부모역할에 적응하기, 아기

의 미래에 한 불안과 공포가 어려움을 느낀 주요 내용으로 나

타났다. 미숙아 퇴원교육은 아기의 건강 유지, 질병 이환과 더

불어 부모역할 자신감과 능력의 최 화, 가정으로의 이행에 따

른 스트레스 감소 등이 요구되어 진다(McKim, 1993). 시점에

따라 미숙아 어머니는 퇴원당일 아기의 상태호전에 한 기쁨

의 감정과 퇴원 후 가정에서 아기를 혼자 돌봐야 한다는 사실에

한 자신감 부족으로 양가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퇴원 1일째

는 아기양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직접 양육에 참여하면

서 익숙하지 못한 아기돌보기에 한 불안이 증가한다. 퇴원 후

7일째는 아기를 양육하면서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어머니

역할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Chae, 2001; Zelkowitz, Pa-

pageorgiou, Bardin, & Wang, 2009). 이를 근거로 중재시점

을 반 하 다. 

㉯ 재가방문 심층면담에 의한 교육요구 분석

상자의 재가 돌봄 요구 조사를 위해 2008년 10월 13일부

터 17일까지 연구 상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상자

중 본 연구의 조건에 만족하는 4명을 임의로 정하여 연구의 목

적 및 방법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후 퇴원 7일째 연구팀이 가

정방문을 하여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면접법을 시행하 다. 가

정방문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하 다. 질문내용은

“퇴원 후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

까?”, “아기가 미숙아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점은 무엇입니

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기를 돌보는데 가장 필요한 정보

는 무엇입니까?”등과 같은 질문을 이용하 다. 면담내용은 녹

음하여 어머니가 말한 그 로 필사한 후 유사한 내용끼리 분류

및 정리하고 부모의 공통된 의견을 추출하는 내용분석법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한 내용은 미숙아 이해하기, 미숙아돌보기, 미숙아 건강

문제, 특수교육 요구 등이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숙아 이해하기는 퇴원 후 부분의 미숙아 어머니들이

아기 울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빠르게 아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미숙아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아기에게 접근하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으로 인해 아기를 양육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저

하되어 있었다. 그리고 교정연령에 한 이해 부족으로 교정연

령 40주 이전의 아이에게 정상 환아의 발달수준에 미치지 못하

는 것에 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 다. 둘째, 미숙아 돌보기

는 수유하기와 목욕하기에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

다. 그중에서도 수유나 수유 후 트림시키기 같은 방법, 수유량

조절, 미숙아 분유에서 일반분유로의 이행 및 모유수유의 시도

시기에 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변구분 방법, 눈,

귀, 코 관리에 한 요구와 투약에 있어서 적은 양을 재서 먹이

는데 어려움을 표현했다. 셋째, 미숙아 건강문제는 미숙아의

퇴원이 병원에서 가정으로 치료환경이 변화하는 것인 만큼 어

머니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었다. 건강문제 발생 시 처

방법에 한 교육요구가 부분이었다. 그리고 아기들의 이상

징후 알아차리기, 위험상황에 한 불안감 특히 응급실을 방문

해야 할 상황에 한 교육요구도 있었다. 넷째, 특수교육 요구

사항으로 활력징후 모니터 시 3-4일 동안 알람의 의미를 파악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 으며, 산소탱크 작동법이 익숙하지

않아 응급 처가 늦어진 어려움을 제시하 다. 또한 장루교환

관리에 한 교육요구가 있었다. 

심층면담을 통한 재가 돌봄 요구에 한 내용분석을 통해 특

수교육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추가하 다. 심전도 모니터의 알

람의미 해석, 산소관련 기기 작동법, 산소 끊기 연습, 장루관리,

위관 양과 관련된 부분을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에 추가 하

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후 불안감을 호소하여 동

상에서는 제외하 으나 교육이 필요한 미숙아 어머니에 한

해서 개별교육을 실시하고 워크북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도록 구성하 다. 

산소요법 적용 미숙아 어머니에 한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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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의내용분석을 통한 교육 요구도 분석

2008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연구 상 신생아중

환자실에서 퇴원한 미숙아 어머니로부터 전화문의 내용을 조사

하기 위해 신생아 전문 간호사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후 문의사

항에 한 응답 후 내용을 분석하 다. 내용은 총 48건으로 미

숙아의 건강문제 관련 문의가 22건(45.8%)으로 가장 많았으

며, 세부내용으로 제 탈장과 변비, 구토 시 처 방법이었다.

다음으로 수유관련 문의가 17건(35.4%)으로 수유량 늘리기와

먹지 않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그 외 아기다루기(6.2%),

미숙아의 기질이해(6.2%) 및 미숙아의 양육환경(6.2%)이었다. 

예비재가돌봄퇴원프로그램개발

재가 돌봄 퇴원교육 프로그램은 동 상과 워크북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전체구성은 미숙아 이해하기, 미숙아 돌보기, 미숙

아 건강관리, 퇴원 후 관리 및 특수 교육 역으로 세부항목은

35개로 구성되어있다. 동 상은 총 50분으로 1부 28분 동안 미

숙아 돌보기와 미숙아 건강관리를, 2부 22분 동안 지속적인 산

소치료, 위관 양 및 장루관리와 관련한 특수교육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세부적으로 미숙아 돌보기의 양에서 수유준비와

관련하여 분유준비 방법, 모유해동 및 모유 강화제 함유방법 및

모유 데우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 다. 집에서 가능한 수

유자세와 트림시키는 방법을 종류별로 소개하고 수유 후 역류

나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수유 후 눕히는 자세를 포함하 다.

기본 돌보기는 목욕시키는 방법과 목욕 후 체온관리, 아기 감싸

주기, 옷 입히기, 눈∙귀∙코, 손∙발톱 관리, 약 먹이기를 포함

하 다. 미숙아 건강관리는 딸꾹질 멈추는 방법으로 우유먹이

기와 아기 울리기로 보여주었고, 기저귀 발진관리 방법, 정상적

인역류와구토구별방법, 변비예방법제 탈장양상및 처방

법에 해 보여 주었다. 모든 동 상의 시뮬레이션은 가정환경

에서 직접 촬 하여 집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은제시하 다. 

워크북은 동 상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이나 동 상으

로 설명이 되었으나 인지적인 강화가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미숙아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데 지침서

가 될 수 있도록 하 다. 총 46페이지 컬러로 구성되었다. 워크

북이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점은 미숙아 이해하기에 교정연령

에 한 이해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 고,

특수교육에서 심전도 모니터 작동 및 오작동시 처방법, 산소

관련기기(산소발생기, 산소탱크, 산소스프레이), 산소요법 종

류, 장∙단점 및 산소 끊기 연습에 해 사진과 함께 구체적이

고 자세하게 언급하 다. 프로그램 개발은 신생아중환자실 간

호 관리자 1명, 신생아 전문 간호사 1인과 5년 이상 경력의 간

호사 3인이 참여하 다(Table 1).

재가돌봄퇴원프로그램내용타당도검증및확정

개발된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 초안은 신생아중환자실 전

문의 1인, 전임의 1인, 간호 관리자 1인, 신생아 전문 간호사 1

인 및 신생아 중환자실 5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 4인으로 구성

된 전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보호자는 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에 협조할 것을 동의한 미숙아 어머니

1인에게 문장의 이해정도와 난이도에 한 검토를 받은 후 최

종교육 자료를 개발하 다. 

재가돌봄퇴원프로그램동 상제작

병원과는 상이한 환경인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아기를 돌보

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퇴원 후 가정에서의 초기적응에 한

불안감을 낮춰주고 자신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동 상은 가정에서 촬 하 다. 확정된 재가 돌봄 프로그

램을 중심으로 연구팀이 퇴원 후 아기 돌봄과 관련한 사진과 동

상 자료를 얻기 위하여 보호자 3명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각

각의 가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로 촬

을 하 다. 촬 한 화면은 집필 내용에 따라 사진과 동 상으로

구성하고 그림과 배경음악을 삽입하여 편집하 다. 총 상 시

간은 50분이다. 제작된 동 상의 내용을 전문가팀과 보호자에

게 한 번 더 확인하고확정하 다.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 적용

실험처치 적용 전에 연구팀이 중재방법, 전화방문 방법 및

설문지 회수 과정에 한 숙지를 하 다. 프로그램 적용방법은

개발에 참여한 신생아전문 간호사가 교육용 동 상과 워크북

을 가지고 프로그램진행절차에 따라 실험처치를제공하 다. 

프로그램 운 은 연구 상자에게 퇴원 5일전과 퇴원당일에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을 2회 반복적용

하고 퇴원 후 1일과 7일째에 전화 상담을 제공하 다. 퇴원 5일

전에는 미숙아 어머니에게 혼자서 동 상을 시청하게하고 워

크북을 제공하여 가정에 돌아가 읽도록 하 다. 이후 면회시간

을 통해 기저귀 갈기, 수유하기, 트림시키기, 아기 안기, 아기

감싸기 및 모니터 알람에 처하기 등의 아기돌보기에 참여하

게 하 다. 연구팀 간호사가 이 과정을 관찰하고 문제점을 교정

해 주었다. 응급상황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험하고 문제를 해

결하게 하 다. 퇴원 당일에는 연구팀 신생아전문 간호사가 동

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상 미숙아의 퇴원 시 상황에 맞는 개

별교육을 하 다. 워크북에 설명하는 세부적 내용을 기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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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참고하도록 하 다. 이때 미숙아 양육에 한 어려움을 표

현하도록 격려하고 경청하 으며 의문점에 한 문제해결 방

안을 제시해주었다. 퇴원 후 1일과 7일째에 연구팀이 전화를

통한 육아상담을 제공하 다. 

조군은 퇴원 당일 1페이지 분량의 퇴원교육안내문을 이용

하여 퇴원 시 체중과 수유량, 예방접종, 실내온도 및 습도, 퇴원

후 검사, 투약방법 및 외래방문 일정에 해 담당간호사가 구두

설명하는통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 상 병원의 IRB의 승인(2008-10-054)을

받은 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연구 진행 절차, 신분보장,

사생활 보호 및 자료보호에 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한 동

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실험군 24명의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

었으며 조군은 26명 중 1명(3.8%)이 탈락되어 25명을 상

으로 하 다. 퇴원 7일 전에 연구 상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모성자신감과 불안에 해

설문지를 통해 사전조사하 다. 사후조사는 퇴원 후 1일째 1차

를 7일째 2차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설문지 회수는 외

래 방문 시 연구팀이 직접 찾아가 육아상담을 겸하여 격려하고

회수하 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평

균 및 백분율로 분석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EKG=Echocardiogram;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PD=Out of patient department.

Contents Time (min) Intervention Videos Workbook

Is premature Understanding prematurity 0
Premature’s development 0
Calculation of correcting age 0

General care 22′ Nutrition Symptoms of hunger 0
Feeding preparation 0 0
Feeding 0 0
Belching 0 0
Position after feeding 0

Primary care Bathing 0 0
Clothing 0
Baby hug 0
Diaper change 0
Eyem ear, nose and nail care 0
Body temperature control 0 0
Medication 0 0

Nurturing environment 0
Health care 6′ Diaper rash 0

Hiccup 0 0
Pattern of defecation 0 0
Regurgitation 0
Hernia 0
Fever 0
Respiratory infection 0
Normal symptoms 0
Abnormal or emergency sign 0

Special education 22′ EKG & SPO2 monitoring 0 0
Purpose of O2 Supply 0 0
Operation of O2 supply device 0 0
O2 Weaning 0 0
Tactile method (if decreased SpO2) 0 0
Ostomy care 0 0
Gastric tube feeding 0 0
Neonatal CPR 0

Follow up care Vaccination schedule 0
Visit of OPD 0

Table 1. Home- based Discharge Program for Premature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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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test와 t-test로, 모성자신감과 불안은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a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동질성검정

미숙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실험군 24명, 조군 25명으로 총 49명

이었다. 미숙아 어머니에 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

령은 실험군 32.0세(±4.6), 조군 32.2세(±4.1)로 차이가 없

었다. 졸 이상의 학력은 실험군이 21명(87.5%), 조군은 23

명(92.0%)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전업주부의 경우 조군

이 64%로 실험군(41.7%)보다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실험군은 62.5% 조군은 56%로

나타났다. 평균 결혼기간은 실험군이 5.37년(±4.5)이었으며

조군은 3.88년(±3.3)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경제

상태는 두 군 모두 중정도가 가장 많았다. 결혼생활의 만족도는

실험군의 79.2%가 조군의 68.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한 명도 없었다. 남편 및 가족의 지지 정

도는 두 군 모두 많이 도와준다가 가장 많았다. 상자의 일반

적 특성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군으로 나타났다

(Table 2).

미숙아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 미숙아에 한 일반적인 특성으로 출생 시 평균

재태 기간에서 실험군은 31.2 (±2.4)주 으며 조군은 30.2

(±2.4)주 다. 출생 시 평균체중이 실험군은 1,561 (±338.2)

gm, 조군은 1,444 (±335.7) gm이었다. 성별에서는 남아가

실험군은 50%, 조군은 52%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로 보면 실

험군은 첫째, 둘째가 22명으로 91.6%를 조군은 88%로 나타

났다. 평균입원 일수는 실험군 45.7 (±12.8)일, 조군 53.2

(±14.0)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퇴원 시 환아

상태를 분석한 결과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진단받은 경우가 실

험군3명(12.5%), 조군4 (16%)로나타났다. 산소요법중 산소

탱크를 가지고 퇴원하는 경우가 실험군은 50%, 조군은 60%

으며,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실험군 4.2%, 

조군 4.0%로 부분 수유 시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Variables c2 p

Age (yr) Below 30 10 (41.7) 8 (32.0) 0.650 .723
31-35 10 (41.7) 11 (44.0)
Above 36 4 (16.6) 6 (24.0)
Mean±SD 32.0±4.6 32.2±4.1

Education High school 3 (12.5) 2 (8.0) 0.271 .667
Above College 21 (87.5) 23 (92.0)

Job House keeper 10 (41.7) 16 (64.0) 2.790 .248
Officer 8 (33.3) 4 (16.0)
Professional 6 (25.0) 5 (20.0)

Religion Yes 15 (62.5) 14 (56.0) 0.214 .644
No 9 (37.5) 11 (44.0)

Period of marriage (yr) Below 1 7 (29.2) 4 (16.0) 4.458 .108
2-5 13 (54.2) 10 (40.0)
Above 5 4 (16.6) 11 (44.0)
Mean±SD 5.37±4.5 3.88±3.3

Salary High 0 (0.0) 1 (4.0) 1.335 .513 
Middle 22 (91.7) 22 (88.0)
Lower 2 (8.3) 2 (8.0)

Satisfaction of marriage Very satisfaction 19 (79.2) 17 (68.0) 0.783 .376
Satisfaction 5 (20.8) 8 (32.0)
Not satisfaction 0 (0.0) 0 (0.0)

Support of husband Very supportive 17 (70.8) 17 (68.0) 1.266 .531
Supportive 6 (25.0) 8 (32.0)
Not supportive 1 (4.2) 0 (0.0)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ther of Premature Infants (N=49)

Experimental G
(n=24)

Control G
(n=25)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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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를 가지고 퇴원하는 경우가 실험군 2명(8.4%) 조군 1명

(4%)로 나타났다. 미숙아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군으로 나타났다(Table 3). 

가설검정

불안

가설 1.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

받지 않은 조군보다 불안 정도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집단 간 차이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709.864, p=.010), 측정 시점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F=10.445, p<.001). 그리고 집단과 측정시점 간의 교호작용

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F=10.709, p<.001) 가설 1은 지지되

었다. 또한 실험군과 조군의 각 시점별 불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퇴원 후 1일(t=-3.479,

p=.001)과 퇴원 후 7일(t=-3.816, p<.001)은 두 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모성 자신감

가설 2.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

받지 않은 조군보다 모성자신감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

Variables c2 p

Gestationalage (week) Below 30 9 (37.5) 13 (52.0) 3.471 .062
30-34 15 (62.5) 12 (48.0)
Mean±SD 31.2±2.4 30.2±2.4

Birth weight (g) 1,000-1,300 6 (25.0) 8 (32.0) 2.858 .240
1,300-1,600 6 (25.0) 10 (40.0)
1,600-2,000 12 (50.0) 7 (28.0)
Mean±SD 1,561±338.2 1,444±335.7

Sex Male 12 (50.0) 13 (52.0) 0.020 .889
Female 12 (50.0) 12 (48.0)

Birth order 1st 11 (45.8) 12 (48.0) 2.072 .558
2nd 11 (45.8) 10 (40.0)
3rd 2 (8.4) 3 (12.0)

Hospital day Below 40 11 (45.8) 6 (24.0) 2.196 .334
40-60 8 (33.2) 10 (40.0)
Above 60 5 (21.0) 9 (36.0)
Mean±SD 45.7±12.8 53.2±14.0

O2 therapy Method O2 Spray 11 (45.8) 9 (36.0) 1.446 .485
O2 tank 12 (50.0) 15 (60.0)
O2 bubble 1 (4.2) 1 (4.0)

Time Only feeding 23 (95.8) 24 (96.0) 2.084 .891
Continuous 1 (4.2) 1 (4.0)

BPD* No 21 (87.5) 21 (84.0) 1.962 .746
Yes 3 (12.5) 4 (16.0)

Ileostomy* No 22 (91.6) 24 (96.0) 1.657 .475
Yes 2 (8.4) 1 (4.0)

Table 3.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emature Infants (N=49) 

Experimental G
(n=24)

Control G
(n=25)

n (%) n (%)

*at discharge.
BPD=Broncopulmonary dysplasia.

Time t p Source F p

7 days before discharge 2.28±0.57 2.32±0.49 -0.278 .782 Group 709.864 .010
1 day after discharge 1.98±0.39 2.46±0.55 -3.479 .001 Time 10.445 <.001
7 days after discharge 1.82±0.33 2.30±0.52 -3.816 <.001 Group*Time 10.709 <.001

Table 4. Effect of Home-based Discharge Program for Mothers of Premature on Anxiety (N=49) 

Experimental
(n=24)

Control
(n=25)

M±SD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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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검정한 결과, 집단 간 차이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F=938.624, p=.030), 측정 시점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6.169, p=.038). 그리고 집단과 측정시점 간의 교호

작용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F=6.405, p=.004) 가설 2는 지

지되었다. 또한 실험군과 조군의 각 시점별 모성역할 자신감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퇴원

후 1일(t=2.488, p=.016)과 퇴원 후 7일(t=4.711, p<.001)에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논 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감소되는 반면, 미숙아 출산율 및

생존율은 증가되어 국가에서 미숙아에 한 지원은 증가되고

있으나(Lee et al., 2009) 미숙아 부모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

재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숙아 어머니는 미숙아

출산을 자신의 부주의 때문이라 생각하고 불안과 죄의식 등 과

도한 책임을 느끼며, 아기의 퇴원 후 초기 적응단계에서 아기

상태에 한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을 크게

느낀다(Chae, 2001; Kwon & Kwon, 2007; Shin, 2004; Song,

2005). 또한 아기 예후에 한 불안과 막막함, 어머니로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음으로 인한 무력감, 가슴이 미어지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Shin, 2004). 퇴원 후 미숙아 어머니는 부모로

서의 새로운 역할 습득과 관련된 발달적 이행을 경험하는데 이

때 만삭 아와 다른 미숙아의 취약성은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과

염려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모성역할수행에 많은 어려움과

의문점을 갖게 한다(Chae, 2001; Lee & Shin, 2007). 부분

의 미숙아 어머니는 양육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미

숙아 돌보기 교육과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향상시

킬 수 있다(Shin, 2004). 그러나 일반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정

보는 다양한 반면 미숙아 돌보기에 관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

이 부족한 상황으로 퇴원 후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퇴원교육프로

그램이 워크북이나 소책자를 통한 교육으로 한정되어 있고, 최

근 멀티미디어나 웹 기반을 통해 상물 교육 자료개발이 진행

되고 있으나 부분 병원환경에서 제작되고 있어 실제 가정에

서 적용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가정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시 효과적인

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심한 합병증과 재입원 등의 결과

를 초래하게 된다(Adamkin, 2006). 

본 연구에서는 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제작

전 교육요구도 조사를 시행하 고 교육내용을 실제 가정환경

에서 제작하 다. 교육 요구도 조사는 기존의 연구문헌을 참고

함과 동시에 퇴원 후 가정에서 미숙아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들

을 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 고 퇴원 후 부모로부터 전화

문의 내용을 취합하여 미숙아 어머니들의 교육요구의 우선순

위에 맞추어 접근하 다. 미숙아 간호에 익숙한 의료진이 구성

하는 교육내용은 체계화되고 전문적이지만 상자가 요구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반 하지 못하고 교육에 한 부담을 가중시

킨다. 또한 제공된 교육 내용은 수행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퇴

원 후 활용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퇴원 후 어머니

역할의 어려움과 응급상황에 겪는 고통은 미숙아 어머니의 몫

으로 남겨진 것이 현 의료계 현실이다(Kwon & Kwon, 2007).

본 연구에서 퇴원한 보호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교

육 받은 내용들은 기억나지 않고 응급상황 시 당황하고 처하

지 못하는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더군다나 Shin (2004)이 연구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병원 상황은 제한된 아기 면회

시간과 감염예방을 위해 아기를 안아보고 만져보는 행동의 제

한을 두어 모아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퇴원과 동시에 갑작

스런 역할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심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따

라서 교육내용은 상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여

난이도에 따라 교육하고 직접경험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필

요하다고 본다. 또한 아기돌보는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상

황이더라도 아기가 입원기간 동안 미숙아를 돌보는 간호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숙아 어머니가 어머

니 역할을 모방하고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Shin (2004)의 의견을 지지한다. 

Time t p Source F p

7 days before discharge 3.08±0.63 2.96±0.75 0.578 .566 Group 938.624 .030
1 day after discharge 3.57±0.50 3.11±0.76 2.488 .016 Time 16.169 .038
7 days after discharge 4.01±0.38 3.40±0.51 4.711 <.001 Group*Time 6.405 .004

Table 5. Effect of Home-based Discharge Program for Mothers of Premature on Maternal Confidence (N=49)

Experimental
(n=24)

Control 
(n=25)

M±SD M±SD



동 상 제작 시 미숙아 어머니가 퇴원 후 초기적응이 이루어

지는 가정환경을 배경으로 하 다. 이는 가정 내의 자원을 활용

하여 가정에서 실제 돌보는 방법을 제시하여 불안감을 감소시

키고자 하 다.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과 일반 가정은 매우 다른

환경이다. 또한 의료용품으로 잘 갖추어진 중환자실을 근간으

로 하는 교육은 가정에서 반 하기 어렵고 응급상황 처에 문

제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불안상태의 어머니는 가정 자원을 응

용할 능력은 시행착오를 경험한 뒤 늦게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환경 중심의 돌봄 과정을 동 상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에 한 예측과 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불안을 감소시키고 모성자신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

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재가 돌봄 프로그램을 적용한 미숙

아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미숙아 어머니에 비해 불안이 감소되

었다. 미숙아 어머니가 가장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시기는 미숙

아 출산 직후, 미숙아 퇴원 시, 미숙아가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경우이다(Shin, 2004).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이행과정에

서 간호사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결정적 시기는 퇴원 전과

퇴원 후 1주 이내이다(Chae, 2001; Zelkowitz et al., 2009).

본 연구에서도 재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조군 어

머니의 불안이 퇴원 전보다 퇴원 후 1일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가 퇴원 후 7일에 감소하 다. 이는 퇴원 시 아기의 상태호

전에 한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 도착하여 직접 아

기를 양육하면서 역할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현

상으로 보여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이

증가하고 간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퇴원 전 단계에

서 프로그램 적용하 다. 특히, 어머니 역할 획득을 준비하며

정보를 탐색하는 시기인 퇴원 5일전 1차 제공하고 퇴원 후 가

정에서 아기를 혼자 돌봐야 한다는 사실에 한 불안감을 경험

하는 시기인 퇴원 당일에 적극 교육 및 지지체계를 구축하 다.

중재방법에서도 1차 혼자 동 상 시청 및 워크북을 통한 자가

학습하기 등을 통해 의학용어 및 교육에 한 두려움과 학습 집

중력을 높이는 준비를 하 으며, 2차중재시에는 연구자가 동

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환아의 퇴원 시 상태에 맞춘 개별적인 설

명과 의문점에 해 질문을 하게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

법으로 성인학습 효과를 높이는 차별화된 반복교육을 실시하

다. 또한 동 상 시청에 그치지 않고 인지적 강화를 위한 워

크북을 함께 제공하여 미숙아를 돌보는데 있어 퇴원 후 활용 지

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안감소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생체중아의 퇴원이 결정되면 부모는 아기의 사망가능성

과 가정에서의 양육에 한 불안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간

호사의 퇴원교육에 주목하지 못한다. 아기가 퇴원 무렵 상황의

미가 부정적인 어머니들은 아기에 한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

적인 생각, 사랑스러움과 심난함을 동시에 느끼는 양가감정을

경험하게 된다(Shin 2004). 그러나 업무시간에 촉박한 의료진

들은 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계획된 교육내용을 전

달하는 것에 급급해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미숙아 갈등 등을 충분히

표현하게 함으로써 의료진과의 지지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지속적인 추후 관리가 유지되면서 교육 효과를 거두었다고 분

석된다. 이는 퇴원교육 계획 시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하는

Griffin과 Abraham (2006)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을 적용한 미숙아 어머니의 모

성자신감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성 자신

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숙의 효과로 아기 양육의 경험과 함

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실험군, 조

군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성자신감이 증가하 으나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모성자신감

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Nurcombe 등(1984)의 선행연

구에서 미숙아 어머니에게 교육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머

니 역할 적응과 모성자신감을 높 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 다. 또한 Kwon과 Kwon (2007)의 연구에서 퇴원교

육프로그램을 퇴원 전 3회에 걸쳐 반복교육을 제공한 후 미숙

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에 효과가 있으며 중재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결과와 일치하 다. 저 출생

체중아 부모에게 퇴원 2-3일 전부터 퇴원 후 3개월 동안 이행

간호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상자 중 퇴원 후 1주에 재입원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퇴원 전보다 퇴원 1개월 후에 양육

자신감이 더 증가하 다는 Ahn (2004)의 지속적이고 반복적

인 정보제공 방법 과 Chae (2001)의 연구와도 결과가 일치하

다. 미숙아 워크북 프로그램 제공 후 퇴원 시 미숙아 어머니

의 아기돌보기 자신감이 중재를 제공받지 않은 어머니와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Jang (2004)의 연구는 본 연구

와 다른 결과를 보 다. Jang (2004)의 연구에서는 워크북을

통한 일회성 중재를 적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자들의 교

육요구도가 높은 내용을 가정환경을 기반으로 한 동 상을 반

복교육한 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

는 퇴원 후 초기 적응단계에 미숙아 어머니가 수행해야할 기본

적인 아기돌보기를 동 상을 통해 제시하여 반복교육하고 아

기상태 변화를 실제로 보여주고 처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미

숙아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모성자신감을 증가시키는데

산소요법 적용 미숙아 어머니에 한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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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작용했으리라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상자 탈락이 거의 없었다.

이는 미숙아가 출생 후 신생아중환자실에 장기입원하면서 의

료진들과의 친숙한 관계가 형성된 점과 설문지 회수를 위해 외

래를 방문 시 연구팀이 직접 찾아가 육아상담을 제공하고 설문

지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아기를 돌봐주면서 작성을 격려한 결

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의

제한점으로 워크북이 46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 미숙아의 성

장발달 촉진이나 애착증진 등의 추후 미숙아의 발달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아 내용의 보강이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재가 돌봄 퇴원

프로그램은 실제 상자들의 요구를 반 하여 개발되었고, 산

소요법을 적용한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모성자

신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재가 돌

봄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난이도 높은 간호가 요구되어지는 산

소요법 적용 미숙아와 미숙아 어머니에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소요법을 적용하는 미숙아 어머니를 상으로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미숙아 어

머니가 지각하는 불안과 모성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

으로써, 실효성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시도되

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재가 돌봄 퇴원프로그램이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모성자신감 향상에 효과

적인 간호중재프로그램임을 확인하 다. 따라서 미숙아 부모

를 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미숙아 재가 간호에 질

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퇴원 시 산소요

법 적용 미숙아 어머니를 상으로 한정하여 중재 효과를 확인

하 으므로 일반적인 미숙아 부모로 더 넓은 범위의 상자에

게 중재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퇴원 후 1일에 가정간호를 통해 미숙아 어머니의 가정

에서의 초기적응을 돕는 재가 돌봄 지지프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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