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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valuate effects of a mother-fetus interaction promotion program on maternal and

infant sleep/activity regulation, and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maternal and infant sleep/activity. Methods: Thirty-

four mother-infant dyads were recruited from an OB-GY clinic with postpartum care center, and assigned to the interven-

tion group (17) or control group (17).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18 to August 5 2005. A programmed education

focused on mother-fetus interaction was provided to the intervention group in the 3rd trimester. Maternal sleep/activity

record was completed at 32-36 weeks gestation and infant sleep/activity record was completed for one month after birth.

Results: During the 3rd trimest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ternal sleep/activity between the groups, except

for frequency of mothers’ night awakening and urination at nigh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fant sleep, but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feeding times between the groups. Correlation of maternal sleep in the 3rd trimester and

infant waking times was significan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maternal sleep/activity during preg-

nancy influences infant sleep/activity at 3-4 weeks, and that nursing interventions to regulate maternal sleep/activity pro-

vided to primiparas can be beneficial to the regularity of infant sleep/activity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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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이 임부 및 아의 수면-활동

양상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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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필요성

아의 수면문제는 부모에게 충분한 밤 수면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 종종 아와 양육자 간 관계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수면-각성의 조절은 생물학적 조절능력의 기초로서

이후 아동 발달에도 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이다. 수면장애

와 관련된 건강문제는 출생에서 3세 사이의 아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건강문제 중의 하나로 생의 초기 수면-각성 리듬의

주요어 : 모-태아 상호작용, 아, 수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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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부족은 행동조직(behavior organization)과 같은 발달의

생리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으로(Minde, 1998), 이에 문제가

있었던 아는 이후에도 수면과 관련된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

이 높다(Nikolopoulou, 2003). 수면-각성의 조절기능은 뇌 중

추 신경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

하면서 태아기 후기와 출생초기에 강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Groome, Loizou, Holland, Smith, & Hoff, 1999).

생후 초기의 3개월은 아가 내적 조절 및 환경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유지의 단계로서 아는 자신의 상태조절 능력

과 주변 환경의 향을 받으면서 기초적인 수면-각성 주기를

형성∙발전시키며, 따라서 아가 나타내는 일련의 수면-활동

양상은 아의 신경발달 정도 및 내적∙외적 환경의 향을 일

차적으로 반 해주는 지표일 뿐 아니라 아의 주변 세계로의

진입과 적응을 위한 독특한 행동양식으로서 아와 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향력을 반 하는 것이다(Davis, Park-

er,& Montgomery, 2004; Thoman, 1990). 

또한 Landqvist-Petersson (2001)의 연구에서는 아 36

명을 2년간 추후 조사한 결과 아의 자기조절능력수준과 아

의 후기 인지∙사회 발달이나 수면 리듬, 자율 행동 사이에 관

계가 있음을 보고하 다.  

수면-각성 주기는 인간의 자기조절(self-regulation)의 한

부분이며, 자기조절은 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하여

건강하고예측가능한방법으로적응해가는생득적능력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민감성 있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예

측가능한양상으로발달하게된다. 이러한자기조절은많은내∙

외적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게 되는데, 어머니가 임신기 동안

먹고 자고 운동하는 생물학적 리듬과 상호 호혜적으로 조절되

어 출생 전에 태아는 이미 수면-활동 양상이 형성되고 출생 후

생물학적 리듬의 재조직과 출생 전후 아의 수면-활동리듬 및

기질은아동기후기의기능에기초를이루게된다(Barnard, 1999).

최근 아의 건강과 접하게 관련된 수면-각성 주기에

한 연구는 아가 밤에 깨는 것과 같은 수면-활동의 양상이 부

모들에게 아가 언제 깨어나고, 자고, 먹고, 우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는 것을 보고했다(Barnard, 1999).

모-태아 상호작용이 출생 후 아의 수면-활동과 관련된 자기

조절 능력과 출산 후 어머니가 아와 긍정적 모-아 관계 확립

에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 연구들은 Barnard (1999)의 연구

를비롯하여Brazelton (1994), Chamberlain (1995), DeCasper,

Lecananuet, Maugeais, Granier-Deferre와 Bushnel (1994),

Mikhail 등(1991)의 보고가 있다. 국내에서 일 개 상담소의 전

화상담 실태보고에서 나타난 상담분류 중 생후초기 1개월 미만

의 아 어머니들의 상담의뢰 내용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

하는 것은 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된 흡철, 수유, 수면 등

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조기에 이에 한 중

재가 필요함을 밝혀주고있다(Song et al., 2001). 

그러나 모-태아 상호작용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Kim (2002)

의 태담에 관한 연구,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프로그램의 수유

시 모－태아 상호작용에 미친 효과(Han & Kwon, 2007)와

모－태아 상호작용신념 측정도구개발(Han, 2007）에 관한 연

구가 있으나 수면과 관련해서는 단지 초기 아의 수면-활동

양상(Kim, Shim, & Kim, 2000; Kwon, Lee, Choi, & Choi,

2000; Park, 2000), 수면-활동 기록양식을 이용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효과(Park, 2005)를 확인한 연구가 있을 뿐 출산

전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수면-활동 조

절행동과 아의 수면조절에 미치는 효과 및 이들 간의 상관관

계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 전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프로

그램이 어머니의 수면-활동조절 행동 및 출생초기 아의 수

면-활동 양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는 출생 후

아의 수면 양상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수면문제 내지 이로 인

한 모－태아 상호 간 관계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방안 개

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신말기 초임부를 상으로 한 수면-활동 조절

행동이 포함된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프로그램이 임부의 수

면-활동 양상 및 출생 초기 아의 수면-활동 양상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어머니의 수면-활동 양상과 아의 수면-활

동 양상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의 구체

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군과 조군 초임부의 임신 35-36주의 수면-활동

양상을 비교한다．

둘째, 출생후3-4주사이중재군과 조군 아의수면-활동

양상을 비교한다．

셋째, 출산 전 어머니의 최단 수면시간, 밤 시간에 깨는 빈도

와출생후3-4주사이 아의밤시간에깨는빈도와의관계를

규명한다.

용어정의

모-태아 상호작용증진 프로그램

모-태아 상호작용은 임산부가 태아를 한 인격체로 간주하여

임산부와 태아 간에 발생되는 모아 상호작용의 조기형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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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 Kim, 2004), 본 연구에서는 임산부의 태교 관련 지각

에 근거하여 임신 제31-38주 사이의 초임부에게 분만 전까지

모-태아 상호작용에 한 교육과 모-태아 상호작용의 지속적

인 유도를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된 전통적 태교의 구체적

행동프로그램을말한다.

임부의 수면-활동 양상

임부의수면-활동양상은 Barnard (1978)가 고안한 수면-활

동 양상(Nursing Child Assessment Sleep/Activity Record:

NCASA)을 근간으로 수정한 Maternal sleep/activity Record

(MSAR)를 이용한 기록에 의한 임신 제35-36주의 초임부의

주간/야간 동안 수면 및 활동 양상과 규칙성을의미한다. 

아의 수면-활동 양상

아의 수면-활동 양상은 Barnard (1978)에 의해 개발된

NCASA를 이용하여 출생 후 3-4주 사이에 어머니가 아의

5-7일 동안 수면-각성 활동을 기록하여 나타난 수면 및 활동

양상과 수면 및 수유의 규칙성을 의미한다. 즉, 수면 양상은 낮

수면시간, 밤 수면시간, 일일 총 수면시간, 최장 수면시간, 최단

수면시간, 수면의 규칙성, 밤에 깨는 빈도 등을 의미한다. 활동

양상이란 낮에 깨어 있는 시간, 밤에 깨어 있는 시간, 일일 총

깨어 있는 시간과 수유활동(낮 수유빈도, 밤 수유빈도, 일일 총

수유빈도, 수유규칙성), ∙소변빈도, 울음빈도, 깨어서 놀기

시간 등이 포함된다.

-낮 수면/깨어 있는 시간과 밤 수면/깨어 있는 시간

낮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간 중 15분 단위로 기록된 수면여부 표시를 확

인하여 수면이면 해당 15분을 수면시간에 합산하고, 깨어 있으

면 해당 15분을 깨어 있는 시간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

여, 7일 동안의 낮과 밤 각각의 수면/깨어 있는 시간의 총합계

를 7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값을 의미한다. 15분 단위의 기록이

지만 계속 자고 있던 시간은 자다 깨었을 때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 다. 총 수면/깨어 있는 시간은 낮 수면/깨어 있

는 시간과 밤 수면/깨어 있는 시간을 합한 시간을 의미한다.

-최장 수면시간이란 7일간의 수면시간 기록에서 가장 긴 수

면시간을의미한다.

-수면/수유 규칙성

수면/수유 규칙성은 7일간의 수면-활동 기록 중 5일간 아

가 매일 동일한 시간에 수면이나 수유를 한 빈도의 비율을 의미

한다. 즉, 15분 단위로 활동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루 24시간

중 각 15분 단위 내에서 5일 동안 동일하게 수면이나 수유로 기

록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합산한 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눈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신 말기 초임부를 상으로 제31-38주 사이의

모-태아 상호작용증진 프로그램 적용을 받은 중재군과 중재를

받지 않은 조군 간의 임부의 수면-활동 양상과 아 출생 후

수면-활동 양상을 비교한 종단적 유사 실험 연구이다.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 하

는 일 개 산부인과에 등록된 임부를 상자로 했으며, 선정기준

은 서울에 거주하는 임신 31-32주 사이의 초임부로 임신중독

증, 당뇨 및 임신합병증이 없는 임산부와 재태기간 38-42주

사이에 출생하고, 출생 시 체중이 2.5-4.0 kg 사이, 선천적 결

함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력이 없는 본 연구의 참여에 동

의한 산모의 아기 다. 

연구 상은 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초임부와 아로

중재군 4-5명이 확보되면 조군 4-5명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할당하여 임의 순서 로 조군에 22명, 중재군에 23명이 배

정되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연구 참여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

고 자료수집에 불성실한 협조, 임신진행 기간 동안 임신중독증

발생, 직장문제, 출산 후 아의 건강문제로 어머니와 분리 입

원해야 하는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해 중재군 6명, 조군 5명이

탈락되어 최종 연구 상자에는 중재군과 조군 각각 17명의

초임부와 아가 포함되었다. 조군과 중재군 각각 17쌍의 연

구 상 임산부와 아로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본 연구

와 같은 설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표집 크기를 단측검정, 유의

수준 .05, 효과크기 .5와 검정력 .8로 Cohen의 공식에 따라 구

해보면 한 군에 각각 17명씩의 상자 수를 필요로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의 표집 수는 적절한 것으로 본다.

연구도구

어머니의 수면-활동 양상(Maternal Sleep/Activity Record)

어머니의 수면-활동 양상은 Barnard (1978)가 고안한 수면-

활동 양상(NCASA)을 같은 도구개발자가 어머니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MSAR를 이용하여 기록하고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임신 제31-32주부터 38주까지의 초임부의 주간/

야간 동안 수면과 활동 리듬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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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군 초임부에게는 수면, 식사, 배변, 배뇨의 기본 양상을

기록하도록 하고, 중재군 초임부에게는 모-태아 상호작용, 즉

음악 감상, 아기 생각, 태동확인, 아기 쓰다듬기, 태위 확인, 아

기에게 얘기하기, 노래 부르기의 7개 활동을 기본 양상에 추가

하여 기록하도록 보완한 기록지로서 일 주간의 행동 빈도, 주기

및 간격 등으로 수면/활동 리듬의 규칙성을측정하 다. 

아의 수면-활동 양상(Nursing Child Assessment Sleep/

Activity Record)

아의 수면-활동 양상은 Barnard (1978)에 의해 개발된

NCASA를 기초로 수면, 수유(식사), 울음, 배변, 배뇨, 놀기 등

에 관한 아의 수면-활동에 한 자가 기록지로서 상징적 부

호로 아의 어머니에 의해 기록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24

시간을 12시간씩 밤(수면)과 낮(각성)의 두 주기로 구분하여 7

일간 기록할 수 있도록 하 고, 5일 이상 지속적으로 기록한 내

용은 각 활동에 하여 밤과 낮의 전체 및 평균시간, 수면/수유

리듬의 규칙성을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머니와 아의 수면-활동 양상이 어머니의 기록일지에 의

한 자가보고 자료에 근거하 기 때문에 연구자의 지속적이며

주기적인 기록 확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의 객관

성과 타당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

나, Thomas와 Burr (2009)는 어머니가 기록하는 수면일지에

해 3일 이상 기록하게 하면 신뢰할 만함을 연구를 통해 확인

하고 제안한 바 있으며, Thomas와 Foreman (2005)은 수면일

지에 의한 기록이 비디오 촬 한 것과 r=.900의 높은 상관관계

가 있다고 하 으므로 본 도구는 어머니와 아의 수면-활동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자료수집방법및절차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 하

는 일 개 산부인과에서 기관장의 사전승인과 산후조리원 관리

자의 협조를 얻어 2005년 1월 18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수행

되었다. 두 군 모두 임신 제31-32주 사이에 개인정보는 비 로

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 으며 연구 참여

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고 연구자가 개발한 자료수집

양식에 의거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두 군 모두에게 수면-

활동 기록 방법을 설명하 다. 다음 임부가 31-32주부터 매주

수면-활동 양상과 함께 모-태아 상호작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그 기록을 확인하면서 임신 제38주까지 지속하 는

데 그중 35-36주 사이에 기록한 수면-활동 양상 자료를 본 연

구의분석에 사용하 다. 

조군 어머니에게는 산후조리원의 일상적 산전모유수유교

육 및 운동 프로그램만을 제공하 으며, 중재군 어머니에게는

31-32주부터 38주까지 일상적 산전교육과 운동 외에 매주 1회

한 시간씩 6-8주간 모-태아 상호작용프로그램을 추가 적용하

다. 중재를 시행했던 산후조리원이 모유수유 및 모-자 동실

을 절 적으로 지향하는 시설이기는 하나 가정에서의 일상적

활동의 향이 반 되고 산모와 아가 안정되는 시기를 고려

하여, 아의 수면-활동 양상은 출생 후 3주경 산후조리원을 퇴

원하는 전날 저녁에 기록지를 주어 가정에서 생후 3-4주 기간

의 일주일 동안 기록하도록 하고 아 출생 후 4주째에 가정방

문하여산후교육및상담과함께기록지를수거하 다. 이때두

군의 초임부에게 연구참여에 한 보상으로 소정의 아기용품을

선물로제공하 다. 자료수집절차를요약하면아래표와같다.

중재 프로그램은 4-5명씩 소그룹으로 연구자가 자료수집기

관(산부인과가 같이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시행하 으며, 회기

별중재프로그램내용은다음표와같다(Han & Kwon, 200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상자 어머니가 수면-활동 양상기록지의 지

침에 따라 표기한 기호를 먼저 수작업으로 분석하여 분석 기록

지에 기재한 후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

리 하 으며,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다. 두 집단 간의 동질성검정 및 집단 간의

비교는 c2-test, 평균, 표준편차, t-test로, 초임부 어머니 수

면 양상과 아의 수면 양상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

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일반적특성과동질성검증

중재군과 조군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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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1-32주 두 군 모두 상자 선정, 수면-활동 기록 방법 설명

임신 31-38주 기존산전교육+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적용 기존산전교육(모유수유, 운동)만 적용

기간 중 임신 35-36주의 수면-활동 기록지를 분석에 이용

생후 3-4주 가정에서 아의 수면-활동 기록

조군시기 중재군



두 군 어머니의 연령, 직업, 교육정도, 유산경험, 분만형태, 수

유형태 등의 일반적 특성과 아의 특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상 어머니의

분만 형태는 질분만이 중재군 11명(64.7%), 조군 12명(70.6%)

이었으며, 부분이 핵가족으로 산후 조리는 친정이나 시 보

다는 산후조리원이나 상자의 집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의 출생 시 체중은 중재군의 경우 3.31 kg (±.45), 조군

의 경우 3.21 kg (±.30)이었으며, 생후 1개월 체중은 중재군의

경우 4.32 kg (±.45), 조군의 경우 4.27 kg (±.53)으로 통

계적으로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수면-활동양상에 한두군간비교

출산 전 초임부의 수면-활동 양상

출산 전 초임부의 수면-활동 양상에 해 중재군과 조군

을 비교한 결과, 하루 총 수면시간은 중재군은 평균 8.44 (최소

7.00, 최 9.60)시간, 조군은 평균 8.36 (최소 6.25, 최

10.86)시간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으며, 최장수면시간(t=1.550,

p=.131), 최단수면시간(t=1.058, p=.298)도 두 군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밤에 깨는

빈도는 중재군 .41 (±.45)회, 조군은 1.00 (±.94)회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343, p=.025). 활동양상은

하루 중 식사, 간식, 배변의 빈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배뇨 빈도

에서 중재군은 5.73 (±2.32)회, 조군은 9.78 (±3.89)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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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31-32주 화요일 ∙환경조성: 인사 및 자기소개와 등록

∙태교, 태명, 태몽에 한 토론 15분 ∙소책자 7면

∙모-태아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어머니 역할 교육 15분 ∙Power point 크기 2.26 MB

∙풍경 상시연 10분 ∙Power point 크기 47.2 MB

∙수면/활동 기록지, 기록지침 및 과제 15분 ∙수면/활동 기록지

2회 31-32주 목요일 ∙1회 교육내용 고찰 5분 ∙소책자 9면

∙임신모의 자기조절과 아기발달에 한 교육 30분 ∙Power point 크기 3.77 MB

15분 ∙Power point 크기 4.24 MB

∙풍경 상시연 10분

3회 33-34주 화요일 ∙2회 교육내용 고찰 5분 ∙Power point 크기 8.30 MB

∙음악듣기, 아기쓰다듬기, 책 읽어주기 교육 30분 ∙전통 자장가 모음

∙음악 듣기 6분 ∙태동기록지

∙아기반응 탐색과 토론 15분

∙태동기록 방법 소개 및 30일간 태동기록지 기록 과제 10분

4회 33-34주 목요일 ∙3회 교육내용 고찰 5분 ∙전통 자장가모음

∙음악 들으며 편지쓰기 20분 ∙녹음기 및 테잎, A4 용지

∙쓴 편지 아기에게 읽어주며 녹음하기 30분 ∙모-태아 상호작용

∙모-태아 상호작용（수면/활동）기록지, 기록지 수거, 10분 （수면/활동）기록지

태동기록지 확인 5분 ∙태동기록지

∙모-태아 상호작용（수면/활동）기록지 주기성 리듬 강조, ∙모-태아 상호작용계획시간표

개별시간표 작성과제

5회 35주 월요일 ∙4회 교육내용 고찰 5분 ∙3-5분 길이의 동화

∙책 선택 및 읽기, 녹음하기 30분 ∙녹음기 및 테잎

∙녹음된 것 다시 듣고 토의하기 20분 ∙개별시간표 확인

∙모-태아 상호작용（수면/활동）기록지 개별시간표 확인 5분 ∙모-태아 상호작용

∙모-태아 상호작용（수면/활동）기록지 수행내용 확인 5분 （수면/활동）기록지

태동기록지 확인

∙모-태아 상호작용（수면/활동）기록지 과제 5분 ∙태동기록지

6회 36주 월요일 ∙출산불안에 한 정신적 이완의 효과에 한 상담, 토의 ∙모-태아 상호작용

∙모-태아 상호작용（수면/활동）기록지 수거 20분 （수면/활동）기록지

모-태아 상호작용（수면/활동）기록지 과제 15분 ∙태동기록지

∙태동기록지 과제

∙자유토론 25분

7회 37주 월요일 ∙체질량 산정, 임박한 출산징후에 한 정보제공 20분 ∙모-태아 상호작용

∙모-태아 상호작용（수면/활동）기록지 수거, 태동기록 확인 15분 (수면/활동）기록지

모-태아 상호작용（수면/활동）기록지 과제 25분 ∙태동기록지

∙자유토론

8회 38주 월요일 ∙임신말기 임산부의 신체적 불편감 경청 및 문제해결 방안제안 20분

∙모-태아 상호작용（수면/활동）기록지 수거, 태동기록 확인 15분

모-태아 상호작용（수면/활동）기록지 과제

∙프로그램평가

∙출산준비 격려 25분

∙출산 후 방문에 한 정보제공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t=-3.683, p=.001) (Table 2).

아의 수면 양상

두 군 아의 수면 양상은 총 수면시간이 중재군의 경우 평균

13.68시간(최소 10.29, 최 19.39), 조군의 경우 평균 13.63

시간(최소 8.86, 최 16.5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t=0.073, p=.942). 수면규칙성의 경우 낮 수면

규칙성은 약 23-24%, 밤 수면 규칙성은 약 40-50%, 총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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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Exp. (n=17) Cont. (n=17)

n (%) M±SD M±SDn (%)
c2 or t p

Mother Age (yr) 32±3.9 30.1±3.1 1.495 .145
Occupation Yes 7 (41.2) 4 (23.5) 1.209 .465

No 10 (58.8) 13 (76.5)
Education High school 3 (17.6) 4 (23.5) 0.180 .671

Over college 14 (82.4) 13 (76.5)
Experience of abortion or preterm Yes 5 (29.4) 4 (23.5) 0.151 .697
delivery No 12 (70.6) 13 (76.5)

Support of husband Yes 13 (76.5) 14 (82.4) 0.180 .671
No 4 (23.5) 3 (17.6)

Support of family Yes 9 (52.9) 10 (58.8) 0.119 .730
No 8 (47.1) 7 (41.2)

Family structure Nuclear 16 (94.1) 12 (70.6) 3.238 .072
Expanded family 1 (5.9) 5 (29.4)

Location of postpartum care Center of post-partum care 7 (41.2) 5 (29.4) 4.905 .086
Home 4 (23.5) 10 (58.8)
Parent's home 6 (35.3) 2 (11.8)

Delivery type Vagina 11 (64.7) 12 (70.6) 0.134 .714
C-sec 6 (35.3) 5 (29.4)

Feeding type Breast 13 (76.5) 12 (70.6) 1.240 .538
Bottle 3 (17.6) 2 (11.8)
Mixed 1 (5.9) 3 (17.6)

Infant 
Gender M 13 (76.5) 9 (52.9) 2.061 .282

F 4 (23.5) 8 (47.1)
Birth weight (kg) 3.31±0.45 3.21±0.30 0.698 .490
1mo weight (kg) 4.32±0.45 4.27±0.53 0.321 .750

Table 1. Homogeneity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34)

Category
Exp. (n=17) Cont. (n=17)

M±SD M±SD
t p

Day time hours 16.24±0.83 16.00±1.41 0.591 .558
Night time hours 7.77±0.83 8.0±1.41 -0.591 .558
Amount of day time sleep (hr) 2.54±1.47 2.86±1.07 -0.726 .473
Amount of night time sleep (hr) 5.89±1.21 5.72±1.22 0.412 .683
Total amount sleep in 24 hr (hr) 8.44±0.84 8.36±1.25 0.217 .830
The longest sleep time (hr) 6.38±1.51 5.70±0.97 1.550 .131
The shortest sleep time (hr) 1.74±1.81 1.24±0.73 1.058 .298
Regularity of day time sleep (%) 9.07±10.92 10.94±10.00 -0.519 .607
Regularity of night time sleep (%) 71.02±18.17 68.22±16.24 0.473 .639
Regularity of total sleep (%) 28.43±4.48 29.41±6.33 -0.518 .608
No. of night awakening 0.41±0.45 1.00±0.94 -2.343 .025
No. of meal 2.75±0.33 2.82±0.84 -0.341 .735
No. of snack 1.72±1.05 2.02±0.91 -0.907 .371
No. of elimination 0.94±0.31 1.00±0.43 -0.502 .619
No. of urination 5.73±2.32 9.78±3.89 -3.683 .001

Table 2. Comparison of Sleep/Activity Pattern between Two Groups of Mothers in LMP 35-36 weeks (N=34)

Mother’s night time=Usual awakening-Usual bedtime+12.
Mother’s day time=24-Mother’s night time.



규칙성은 약 30% 내외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아의 밤에 깨는 빈도는 중재군 평균 2.92회(최

소 2.14, 최 5.14), 조군 평균 3.39회(최소 2.00, 최 6.29)

로 조군이 더 많이 깨는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t=-1.435, p=.161) (Table 3). 

아의 수유 및 활동 양상

아의 수유 양상에 한 분석 결과 하루 중 총 수유빈도는

중재군이평균9.66회(최소7.14, 최 15.00), 조군이12.69회

(최소 7.43, 최 20.71)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t=-2.950, p=.006). 세부 역에서 보면 낮 수유빈

도(t=-3.315, p=.002)와 밤 수유빈도(t=-2.225, p=.033)에도

두 군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유 규칙성의 경우

중재군은 10.23%, 조군은 18.03%로 조군의 수유 규칙성

의비율이높았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는없었다(t=-1.890,

p=.068). 활동 양상의 경우 울음빈도(t=-0.309, p=.759)와 깨

어서 놀기 빈도(t=-0.172, p=.865)에 한 두 군 간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출산 전 어머니의 수면과 아의 수면과의 관계

출산 전 어머니의 수면과 아의 수면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어머니의최단수면(r=.379, p<.050)과밤에깨는빈도(r=.377,

p<.050)는 출생 후 1개월 된 아가 밤에 깨는 빈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 태교관점 모-태아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적용한

초임부의 출산 전 밤에 깨는 빈도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초임부보다통계적으로유의하게적은것으로나타났다(t=-2.343,

p=.025). 또한 밤시간 배뇨빈도도 중재군은 5.73 (±2.32)회,

조군은 9.78 (±3.89)회로 조군에서 현저히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t=-3.683, p=.001), 조군 초임부들은 잦은 배뇨

로 인하여 밤에 깨는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군 간에 수면/활동 양상의 또 다른 변수들인 밤수면, 낮수면,

하루 중 총 수면시간이나 최장 수면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중재군 초임부들이 밤 시간에 깨는 횟

수가 적었다 하여도 모-태아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이 임부 및 아의 수면-활동 양상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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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xp. (n=17) Cont. (n=17)

M±SD M±SD
t p

Mother’day time hours 16.35±0.79 16.53±1.46 -0.438 .664
Mother's night time hours 7.65±0.79 7.47±1.46 0.438 .664
Amount of day time sleep (hr) 6.49±1.41 6.40±1.20 0.203 .840
Amount of night time sleep (hr) 7.21±1.35 7.23±1.11 -0.050 .960
Total amount sleep in 24 hr (hr) 13.68±2.36 13.63±2.03 0.073 .942
The longest sleep time (hr) 3.52±0.65 3.29±1.09 0.717 .478
The shortest sleep time (hr) 0.43±0.17 0.41±0.15 0.265 .793
Regularity of day time sleep (%) 23.94±12.13 23.37±15.02 0.121 .905
Regularity of night time sleep (%) 39.56±19.42 49.48±19.06 -1.052 .143
Regularity of total sleep (%) 29.90±12.35 30.64±12.75 -0.170 .866
No. of night awakening 2.92±0.77 3.39±1.10 -1.435 .161

Table 3. Comparison of Infant's Sleep Pattern between Two Groups at 1 Month (N=34)

Mother’s night time=Usual awakening-Usual bedtime+12.
Mother’s day time=24-Mother’s night time.

Variables
Exp. (n=17) Cont. (n=17)

M±SD M±SD
t p

No. of day feeding 4.83±1.02 6.69±2.07 -3.315 .002
No. of night feeding 4.83±1.07 5.98±1.85 -2.225 .033
No. of total feeding 9.66±2.01 12.69±3.73 -2.950 .006
Regularity of feeding (%) 10.23±7.90 18.03±15.06 -1.890 .068
No. of crying 5.46±3.81 5.92±4.74 -0.309 .759
Infant’s activity 3.12±1.51 3.21±1.20 -0.172 .865
No. of defecation 2.56±1.28 3.80±2.67 -1.729 .094
No. of urination 6.93±2.84 7.02±2.51 -0.099 .922

Table 4. Comparison of Feeding/Activity Pattern between Infant Two Groups at 1Month (N=34)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자료수집 시점도 중재 프로

그램의 중간인 35-36주이어서 아직 수면/활동의 조절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이러한 결과는 초임부에게 상호작용의 주기성과 수면/활동

의 자기조절 강화를 목표로 했던 모-태아 상호작용 중재가 초

임부 개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습관과 초임부의

우울증（Hiscock & Wake, 2002)과 같은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상황이 관련되어 수면/활동의 인위적인 조절을 어렵게 하는 요

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임부의 개인적 행동에 초

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물리적∙사회적 환경 조작에 초점을

둔 중재가 초임부의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두 군 아의 수면 양상은 밤∙낮 수면시간, 최

장∙최단 수면시간 수면리듬과 밤 시간에 깨는 빈도, 모두에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이 두 군의 총 수면시간

은 평균 13.67시간으로 나타나 Parmelee, Wenner와 Schulz

(1964)의 연구에서 정상 신생아 총 수면시간 16-17시간이라고

보고한 것과 비교해볼 때 다소 짧은 것으로 보이나, Barnard

(1999)가 보고한 일 개월 아의 하루 총 수면량, 평균 14시간,

12-16시간 범위에 있어 정상범위의 수준에 속한 것으로 보인

다. 수면과 활동의 주기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초기 아에

있어 정상적인 수면과 리듬은 실제 수면 이상으로 중요하며, 생

의 초기에 수면과 리듬의 문제를 경험한 아동은 아동 후기에 수

면과 관련된 건강문제(Davis et al., 2004; Morell, 1999), 정

서적 행동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Feldman, Eidelman,

Sirota, & Weller, 2002；Feldman, Weller, Sirota, & Eidel-

man, 2002）. 따라서 뇌중추 신경기능의 성숙과 함께 외부환경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조절 기능이 강화되는 초기 아의

(Groome et al., 1999) 수면 및 활동 양상에 한 파악은 수면

과 관련된 건강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이후 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의사전 예측과 조기 중재를 가능하게한다. 

그러나 두 군 아의 수유 빈도는 중재군 아에 비해 조

군 아에게서 낮과 밤의 수유 빈도가 모두 현저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군의 하루 총 수유 빈도 12.69회

는 국내에서 보고(Kim, 2000)된 신생아의 10.4회보다 높고

Barnard (1999)보고한 일 개월 아의 6-10회보다 높은 경향

을 나타냈다. 조군에서 아의 수유 빈도가 더 빈번한 것은

통계적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조군 아가

중재군에 비해 밤에 좀 더 빈번하게 깨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밤에 깨는 횟수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수유의 규칙성, 울음의 빈도 등에서도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초임부 두 군간에 수면/활동 양상

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일치되는 결과로, 임부

의 수면-활동 양상 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좀 더 효과적

인 중재가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결과적으로 중재군과 조군 초임부와 아의 두 군 간 각각

의 수면 양상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는 지지되지 못하 다. 다만 출산 전 어머니의 수면과 출생

후 아의 수면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어머니의 최단

수면(r=.379, p<.050)과 밤에 깨는 빈도(r=.377, p<.050)는 출

생 후 아가 밤에 깨는 빈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전 어머니의 수면습관과 출생 후

아의 수면 양상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어머니가 임신기 동

안 먹고 자고 활동하는 조절리듬과 태아의 생물학적 리듬이 상

호 호혜적으로 조절되어 아가 출생 전에 이미 수면-활동 양

상의 확립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출생 후의 리듬 재조직을 하

게 된다고 하는 Barnard (1999)의 주장과 본 연구결과가 일관

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임신기 동안 모－태아 상호작용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초임부에게 시행된 수면/활동 조절 중재가 어

머니의 수면/활동 리듬에 향을 주어 태아의 수면 양상이 조

절 된다는 것은 입증하지 못하 으나 임부의 수면/활동 리듬과

아의 수면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아의

효과적인 수면-활동 주기를 위해 출산 전 임부를 상으로 적

절한 수면-활동 주기를 갖도록 습관화하는 중재가 필요함에

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임신말기초임부를 상으로시행한태교관점모-

태아 상호작용증진 프로그램이 출산 전 어머니의 수면-활동

양상과 출생 후 아의 수면-활동 양상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

하기 위하여 모자 동실 산후조리원에서 초임부와 초임부로부

터 출생한 아를 상으로 중재군 17명, 조군 17명 총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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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ortest sleep time of mother .379
No. of mother’s night awakening at .377

LMP 35-36 weeks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leep and Infant’s Sleep
(n=34)

Variables
r

No. of infant night awakening



을 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 결과 출산 전 두

군 초임부의 수면/활동 양상에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출생 후 아의 수면 양상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록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본 연

구 결과 출산 전 어머니와 출생 후 아의 수면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은 임신기 동안 초임부에게 수면/

활동 조절 중재의 적용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국내 아동간호실무 역에서 실무지식개발의 자

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태교관점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의 반복 연구를 실시하여 경험적 증거를 확 하고, 종

단적 연구를 통해 임신모와 아의 수면 및 활동에 한 자기조

절에 관한 좀 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하며, 어머니 및 아의 수면-활동 리듬에

한 질적 측정과 서술적 분석을 기초로 구체적인 중재를 적용

한 후 효과를 검증해보는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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