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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 프로그램 적용 효과 

황혜민1, 김주옥1* 
1부천대학교 간호과

Effects of a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using infant model 

Hyemin Hwang1, Juok Kim1*

1Department of Nursing, Bu-ch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모를 상으로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

한 후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상자는 B시에 소재하는 S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48명의 산모이다. 아기모형을 활용

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은 2주 동안 3차례의 구두교육  실기교육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자료수집을 한 설문조사는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산모의 신생아 양육 지식정도는 교육  2.27 에서 교육 후 2.81 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t=-7.049, p＜.001) 부모효능감의 수도 교육  2.69 에서 교육 후 2.89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t=-5.545, p＜.001) 교육 만족도는 교육 후 4.12 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 후 산모들에게 구두 교육과 아기모형을 활용한 

실습 교육을 목한 체계 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산모들의 양육지식  부모효능감을 증가시켜 새로운 모성역할 획득과 

응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effects of a newborn care program (NCP) using an infant 
model.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8 mothers in the G city postpartum center. The NCP educational program 
was provided orally and via demonstration three times in two weeks. Pre and post questionnaires were given and the
data was collected in July 2013 to September 2013. The findings suggest that knowledge of the newborn level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NCP (Mean=2.27 vs. 2.81, t=-7.049, p＜.001). Parenting efficacy level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NCP (Mean=2.69 vs 2.89, t=-5.545, p＜.001). The 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levels was
4.12.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viding a structured NCP educational program will be useful for adapting and
obtaining a new mother role by improving the level of parenting efficacy and newborn care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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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산욕기(postpartum period)는 출산이라는 한 개인의 

생애에 있어 큰 변화를 통해 어머니가 되는 발달 환

(developmental transition)을 경험하는 요한 시기이다. 

건강한 환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역할과 련된 행동의 

숙련이 발생하는 데 반해 비효과 인 환은 역할 부족

(role insufficiency)을 가져온다고 하 다[1]. 즉 이 시기

에 어머니 역할에 해 수용하고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건강한 모성 환을 이루기 해 매

우 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여성의 취업기회 확 와 상  지  향상 등의 

사회  변화에 의해 한국 여성의 결혼  산 연령이 높

아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 으로 하

강하는 추세로 2010년 1.22명의 수 으로 나타났을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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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같은 해 여성의 첫 아이 출산연령이 사상 처음으로 

30 에 진입하는 시 에 이르 다[2].

한 여성의 활발한 사회 활동은 가사활동, 자녀 양육

과 같은 과거 성 분업화된 여성의 역할에 한 경계를 모

호하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 핵가족화로 인해 산후 리 

 신생아 돌 에 해 배울 수 있는 인 지지 체계가 갖

추어지지 않은 채 출산을 경험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은 건강한 모성 환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성 역할은 출산과 더불어 자동 으로 생

기는 것이 아니라 분만 후 실제 아기를 돌보는 활동으로 

학습되는 것이므로[3], 신생아 돌  교육은 모성 환에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산모의 교육 요구도

에 한 선행연구에서 퇴원 시 산모의 교육 요구가 가장 

높은 시기로 나타났으나 산모와 경산모의 간호 요구도

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때[4], 퇴원 직후 산후

조리원에 머무르는 시기는 모든 산모의 모성 역할 교육

에 가장 한 시기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산후조리원은 산욕기 동안 집안 어른들로부터 산모의 

신체 회복과 양육의 도움을 받았던 통 이고 독특한 

한국 문화로 인해 생겨난 기 이다[5]. 산후조리원의 정

확한 이용 통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1996년 첫 개원이

래로 산후조리원의 지속 인 양  팽창은 많은 산모들이 

병원 퇴원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따라서 산모의 병원 퇴원 후 산

후조리원에 머무는 기간은 모성 환이 실제로 이루어지

는 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정확하고 올바른 신생

아 돌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부모효능감은 자기효능감[6]에서 생된 개념으로 부

모로서 목  달성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스스로의 능력에 한 지각을 의미한다[7]. 즉 산모의 바

람직한 모성 역할 환을 이루기 해서 올바른 신생아 

돌  지식과 높은 부모효능감의 향상이 필요하다. 

기존의 산후조리원 신생아 교육 련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비디오와 책자를 이용한 교육방법 연구들이 부

분이며[8,9], 산모를 상으로 실제와 유사한 아기모형을 

활용한 실제 인 교육 방법을 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만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를 상으로 아기모형을 이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 후 양육지식, 부모효능감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산후조리원의 산모를 상으로 아

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 교육을 개발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을 

용하여 교육 ·후 산모의 양육지식의 변화를 확인한다.

셋째,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

용 ·후 산모의 부모효능감 변화를 확인한다.

넷째,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 

용 후 산모의 만족도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를 상으로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고 용한 후 그 효과를 보는 연구로 단일군 후설계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실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  모집단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

모이며, 근  모집단은 B시 S병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

는 자로 하 으며 연구 상자의 선정기 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2) 산후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문제가 없는 자

연구의 분석을 수행하기 한 표본 수는  G*Power 

3.0.10[10]을 이용하여, effect size d=.4, 유의수  α=.05, 

검정력 80%로 하 을 때  41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

여 산모 51명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으나 회수된 

자료  불완 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48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자료 수집은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일반 인 특성과 사  양육지식

정도와 부모효능감을 조사하 다. 이후 2주간의 본 교육

로그램 과정을 마치고 사후 양육지식정도, 부모효능감, 

교육만족도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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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도구

2.3.1 대상자의 특성 

연구 상자의 인구학  특성은 연령, 종교 유무, 교육 

정도, 직업 유무, 가족 수입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

으며, 출산 련 특성으로는 임신주수, 신생아 체 , 신생

아 성별, 신생아 출생순 , 분만방법, 퇴원 후 산후 조력

자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하 다. 

2.3.2 신생아 양육 지식

신생아 양육지식은 Kwak이[11] 개발한 신생아 양육

에 한 지식정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신생아 목욕

법, 탯  리, 방 종, 아기의 주변 환경 리, 모유수

유 방법, 아기의 이상 증상의 5가지 하부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거의 모르겠다’(1

)에서 ‘아주 잘 알고 있다(4 )’까지 응답이 가능한 4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평균 수가 높을수록 신생

아 양육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wak[11]의 연구

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 .890이었다. 

2.3.3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2]

이 개발한 부모효능감 척도인 P. S. O. 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Shin이[13] 번안한 도구를 수

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본 척도의 하  역으로 인지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 5문항과 부모역할에 한 

심과 흥미를 나타내는 4문항, 정서  차원인 부모로서

의 좌 감과 불안을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13문항이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

서 ‘매우 그 다(5 )’까지 응답이 가능한 5  척도로 평

정하게 되어있으며 평균 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의[13]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7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701이었다.

2.3.4 교육 만족도 

신생아 교육 로그램 교육 만족도는 Choi[14]가 개발

한 교육만족도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 으며, 각 문항

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 

응답이 가능한 5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교육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8]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91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921이었다.

 

2.4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과 적용

2.4.1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교육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준비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로그램 개발을 

한 비로 연구자들은 2013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련 문헌을 고찰하고, 여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여성병

원, 국내 산후조리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내용을 참

고하여 제작하 다. 10년 이상의 산부인과 경력 문가 3

인의 자문을 받았으며, 아동간호학, 여성간호학 공교수 

2인,  산후조리원 간호과장 1인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

다. 

 

2.4.2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교육프로그램 개발

분만 후 교육시기별 산모의 신생아 간호교육요구도 

조사를 보면 분만 후 첫 1∼6일 동안에는 수유, 제 리, 

신체  증상에 해 산모의 간호교육 요구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7∼13일은 일상 인 간호내용에 해 , 2

주가 될수록 신생아의 안 와 신체 인 이상 증상에 

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것을 근거로 

하여 신생아돌  로그램은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여 2주 

동안 3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구성하 으며, 소책자를 읽

으면서 아기모형을 이용한 교육  질의응답 등으로 구

성하 다. 1회기에 수유, 트림시키기, 소변 리, 유방

리, 생리  황달, 아기 모형을 이용한 신생아 목욕과 제

리 교육 1회, 2회기에는 피부 리, 기본 방 종 교

육, 산모유방 리, 3회기에는 신생아의 신체 사정 시 이

상소견 발견과 리, 신생아 부모의 직  신생아 목욕과 

제 리 실습 교육 1회  퇴원 후 환경교육  퇴원 교

육으로 구성하 다. 

 

2.4.3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교육프로그램 적

용절차와 방법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교육 로그램의 용은 연

구자 1인이 담당하 고, S여성병원 산후조리원내 교육실

에서 실시하 다. 사용한 아기모형(M107-4, 주식회사

Sakamoto, Janpan)은 신생아의 몸무게와 유사한 실리콘 

재질의 모형으로 하 다. 연구자는 먼  소책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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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8)
Variables Categories N %

Age in years

24-29 17 35.4

30-34 19 39.6

35-39 11 22.9

40-44 1 2.1

Religion
Yes 23 47.9

No 25 52.1

Education

 ≤High school 11 22.9

College school 31 64.6

≥Graduate school 6 12.5

Occupation
Yes 26 54.2

No 22 45.8

Delivery 

method

Normal 32 66.7

C/S 16 33.3

Family income

(10,000 won)

<200 1 2.1

200-390 20 41.7

≥400 27 56.3

Birth order

1st 36 75.0

2nd 11 22.9

3rd 1 2.1

Care assistant

Self 20 41.7

Native home 22 45.8

Husband's home 3 6.3

Etc 3 6.3

Feeding method

breast milk 16 33.3

breast milk+dry milk 30 62.5

Dry milk 2 4.2

Infant sex
Male 19 39.6

Female 29 60.4

Infant weight

(kg)

2.5-2.9 7 14.6

3.0-3.4 27 56.3

3.5-3.9 11 22.9

≥4.0 3 6.3

자에게 배부하고 한  씩 읽어주면서 내용을 설명하고 

산모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도록 하

다. 교육의 질  효과를 해 교육에 참여하는 산모는 

3-5명으로 제한하 다. 1회기 때 아기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먼  시범을 보인 후 상자가 해보도록 하는 

실습 교육을 시행하 으며, 시범과정에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하도록 하 다. 체 인 재기간은 산모

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으며, 한 회기 때마다 약 

30-40분, 총 90분∼1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2.5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총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다. 먼  S산후조리원에 방문하여 간호부장에게 본 연

구의 목 과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에 하여 설명하

고 조를 구하 다. 그 후 51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로그램 시작 에 구조화된 설문지

를 배부하고 자가 기입하도록 하여 사 조사를 시행하

다. 2주간의 구두교육과 아기모형을 활용한 실습 교육  

퇴원교육이 끝나는 2주차에 사후조사를 하 다. 

2.6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18.0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주요 변수들은 기술통

계를 이용하 다.  

둘째,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 

·후 산모의 양육지식의 차이는 평균과 표 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셋째,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돌  교육 ·후 산모

의 부모효능감의 차이는 평균과 표 편차, paired t-test

로 분석하 다.

넷째,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에 

한 만족도 분석은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생아 관련 특성 

상자의 평균 연령은 31.6세로 30세 이상이 31명

(6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졸이상이 37명(77.1%)을 

차지하 다[Table 1]. 종교를 가진 상자는 23명(47.9%)

으로 반 정도를 차지하 으며 직업을 가진 상자는 

26명(54.2%)이었으며, 가족의 월수입은 월 400만원 이상

이 27(56.3%)명이었다. 분만방법은 자연분만이 32명

(66.7%)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퇴원 후 산후조력자가 

친정인 경우가 22명(45.8%)로 가장 많았다.

신생아 련 특성  성별은 여성이 29명(60.4%)이었

으며 출생순 는 첫 번째 아이가 36명(75.0%) 가장 많았

다. 출생 시 체 은 3.0-3.4kg가 27명(56.3%)이었으며 모

유와 분유의 혼합수유를 하는 경우가 30명(62.5%)으로 

반 이상이었다. 

3.2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프로

그램 전·후 산모의 양육지식, 부모효능

감, 교육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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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 프로

그램 전·후 양육지식 정도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에 참여

하기  신생아 부모의 양육지식의 평균 수는 

2.27±0.44 에서 교육 로그램 참여 후 2.81±0.33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t=-7.049, p＜.001)(Table 2). 신생

아 부모의 문항별 양육지식 수의 차이를 보면 목욕 

련 문항 (t=-5.857, p＜.001), 제 리 련 문항

(t=-5.986, p＜.001), 방 종 련 문항(t=-4.554, p

＜.001), 신생아 주변 환경 리 문항(t=-7.848, p＜.001), 

수유 련문항(t=-4.518, p＜.001), 이상 증상 간호 련 

문항 (t=-6.030, p＜.001)으로 모든 하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Table 2] Mean Differences in knowledge Levels 
Pre-test and Post-test       (N=48)

Contents
Pre test Post test

t p
Mean±SD Mean±SD

Bathing 2.45±0.53 3.00±0.43 -5.857 ＜.001

Umbilical cord care 1.95±0.79 2.69±0.65 -5.986 ＜.001

Vaccination 2.08±0.87 2.63±0.64 -4.554 ＜.001

Circumference care 2.55±0.57 3.24±0.46 -7.848 ＜.001

Feeding 2.35±0.40 2.75±0.44 -4.518 ＜.001

Abnormal

symtoms care
2.15±0.52 2.69±0.41 -6.030 ＜.001

Total 2.27±0.44 2.81±0.33 -7.049 ＜.001

3.2.2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 프로

그램 전후 부모효능감 정도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에 참여

하기  산모의 부모효능감의 평균 수는 2.69±0.35 에

서 교육 로그램 참여 후 2.89±0.39 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 다(t=-5.545, p＜.001)(Table 3). 부모효눙감의 문항

은 세 가지의 하  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인지

 차원의 부모효능감 평균이 교육 참여  2.69±0.46

에서 교육 후 3.02±0.47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t=-5.836, p＜.001). 둘째 부모역할에 한 심과 흥미

에 한 수는 교육 참여  3.00±0.53 에서 교육 후 

3.27±0.61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t=-3.717,p＜.001). 

셋째 정서  차원의 부모효능감의 불안감과 좌 감은 교

육  2.54±0.76 에서 교육 후 2.46±0.76으로 감소하 으

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3] Mean Difference in Parenting efficacy 
Levels Pre- and Post-Program    (N=48)

Items
Pre test Post test

t p
Mean±SD Mean±SD

Efficacy 2.69±0.46 3.02±0.47 -5.836 ＜.001

Anxiety 2.54±0.76 2.46±0.76 1.153 .255

Interest 3.00±0.53 3.27±0.61 -3.717 .001

Total 2.69±0.35 2.89±0.39 -5.545 ＜.001

3.2.3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봄 교육 프로

그램 만족도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 만족도

에 한 조사는 교육에 참여한 48명의 상자 원이 응

답하 으며, 교육 로그램 만족도 총 은 4.12±0.57 으

로 높게 나타났다[Table 4]. 본 교육 로그램 수강 후 가

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간호사는 신생아 돌  교

육 제공시 성실한 자세를 보 다.’는 항목으로 평균 수

는 4.42±0.54 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간호사는 산모

의 질문에 하게 응하 다.’는 항목의 수가 평균

수는 4.37±0.53 으로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 다. 

그러나 ‘교육 받은 내용에 한 피드백을 제공하 다.’는 

항목의 평균 수는 3.67±0.93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 고찰

 본 연구는 분만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를 

상으로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한 뒤 그 효과를 확인하고 시도되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후조리원이나 신생

아실에서 이루어진 구두 교육이나 책자 교육이 아닌 아

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실제 교육에 구두 교육과 아기 모형을 활용한 실습 교육

을 목시켰다. 그 결과 산모의 양육지식 수가 교육 

에 비해 교육 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t=-7.049, p＜.001).   특히, 세부 행 별 양육지식의 

수를 살펴보면, 교육  가장 지식정도가 낮은 항목은 제

간호, 방 종, 이상증상, 수유, 아기목욕, 환경 리 순

서로 나타났으며 교육 후의 수 차가 가장 높았던 항

목은 제 간호, 환경간호, 방 종, 아기목욕, 이상증상, 

수유 순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돌  로그램 교육 후 양

육과 신생아 돌 에 한 지식 수를 세분화하여 비교

한 기존 선행연구가 없어 직 인 비교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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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rticipant Satisfactions with the Program 
                      (N=48)

Items Mean±SD

1. Nurse’s sincere attitude 4.42±0.54

2. Explain easily 4.31±0.62

3. Appropriate response about client’s

  questions 
4.37±0.53

4. Interesting contents of newborn

  care education 
4.21±0.77

5. Appropriate contents 4.23±0.69

6. Adequate time of education 4.17±0.71

7. Adequate number of education 3.71±0.80

8. Provides feedback about contents

  of education
3.67±0.93

9.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newborn care after education 
4.06±0.86

10. Education contents are actually

   helpful to newborn care 
4.08±0.98

Total 4.12±0.57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산모들이 질병시의 신호나 증

상, 신체  성장발달 평가, 호흡 곤란시의 리법, 발작시

의 리법과 같이 이상증상에 한 교육요구도가 높다고 

한 Cho 등[16]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이나 병원 퇴

원 후 신생아 양육의 가장 기본 인 제 간호, 방 종, 

이상증상, 수유에 한 지식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상자의 부분이(75.5%) 

산모인 이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 로그램을 통해 제 간호, 환경

간호, 방 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은 언 된 

내용들이 출산 후 는 산후조리원 입소 후의 산모 교육

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내용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육지식은 부모의 태도, 마음의 비, 신생아의 특징, 

아기의 성장발달, 아기목욕, 수유 등 아기 돌보기에 한 

것을 의미하는데 산후 산모에게 정확한 신생아 돌  내

용을 교육하여 인지, 정서   기술  부모로서 비하

게 하는데[17] 큰 도움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의 용

은 산모의 양육지식뿐만 아니라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t=-5.545, p＜.001). 상자의 부모효

능감을 하 역으로 구분했을 때 인지  차원의 부모효

능감(t=-5.836, p＜.001)과 부모역할에 한 심과 흥미

는 유의미하게 증가(t=-3.717, p＜.001)한 반면 정서  차

원인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 감은 교육  보다 교육 

후에 감소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결과를 

보 다.  이는 Kim과 Jung[9]의 연구에서 산후조리원 입

소 후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공할 때 신생아 돌보기 자신

감이 상승하 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부모효능감은 Bandura[6]의 자기효능감에서 생된 

개념으로 부모로서 목  달성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

고 평가하는 스스로의 능력에 한 지각을 의미한다[7]. 

본 연구에 참여한 다수(75.0%)의 상자가 산모

인 으로 볼 때 이들이 처음으로 부모가 된 상황에서 스

스로를 부모로 평가하는 부분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교육 로그램 제공만

으로 인지  차원의 부모효능감, 부모로서의 심과 흥

미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원하

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부모효능감을 높이

는 략으로 성취경험과 언어  설득이 있다[18]. 본 교

육 로그램은 아기모형을 실제로 사용하여 산모가 직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하 고 산모들이 실제와 유사한 

모형으로 실습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교육과 실습  지속 인 칭찬과 격려

를 해 주어 상자가 부모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

다. 그 결과 3차례의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 용 후 

상자의 인지  차원의 부모효능감과 흥미와 심 역

의 효과가 모두 상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

서 부모효능감의 인지  차원과 심과 흥미에서 나타난 

결과와 달리 정서  차원의 불안과 좌 감에 한 역

에서 는 교육  보다 교육 후에 평균 수의 감소는 있었

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교육을 통해 지

식과 자신감, 흥미는 높아졌으나 아직 신생아와 직  많

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 실제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

가 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Cho 등[19]의 연구에서 산모의 자신감이 상승하

면 정 인 양육태도를 가진다는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신생아돌  교육을 통해 양육지식과 부모효능감이 상승

하면 더불어 자녀에 한 정 인 양육태도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 용 후 만족

도를 조사한 결과 5  만 에 4.12±0.57 의 높은 만족도

를 보 다. 본 교육 로그램 수강 후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간호사는 신생아 돌  교육 제공시 성실한 

자세를 보 다.’는 항목이고 뒤를 이어 ‘간호사는 산모의 

질문에 하게 응하 다.’는 항목이다. 그러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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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내용에 한 피드백을 제공하 다.’는 항목의 평균

수는 3.67±0.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은 정확한 

의학  지식과 련된 임상경력이 있는 의료인이 제공해

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산모의 질문에 한 

답변과 정확한 수행과 시범이 필요하며 근거 기반을 둔 

교육 내용 구성을 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자의 역량이 

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실습을 통한 학습의 효과는 80%가 피드백을 통

해 일어나므로 실습시간의 2∼4배를 할애하며, 다수의 학

습자에게 실시할 경우에는 더 길게 배정해야 한다[20]. 앞

으로 산모 교육 연구에서는 실습 수행 시간을 좀 더 길게 

배정하여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모를 상으로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

아 돌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상은 본 교육 로그램을 

수강한 산모 총 48명이며, 교육 로그램은 2013년7월에

서 9월까지 구두교육과 실습교육으로 2주간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아기모형을 활용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

램을 용하기  상자의 지식 수는  2.27 에서 교육 

후 2.81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부모효능감 수도 

2.69 에서 교육 후 2.89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 

교육만족도는 총  4.12±0.57 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출산 후 산모들의 신생아 양육 

지식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교육을 통해 이

들의 양육 지식 뿐 아니라 부모효능감의 인지  측면, 

심과 흥미 역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이러한 신생아 양육 교육은 기본 이면서도 정확한 

설명  산모의 수행에 한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하므

로 좀 더 체계 으로  산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 용한 구두설명과 아

기모형을 활용한 교육 로그램은 효과 인 교육  재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 로 추후 연구에 해 다음

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B시에서 운 되는 여성병원 한 곳에

서 시행된 연구이므로 좀 더 확 하여 다른 지역이나 병

원에서 이와 같은 신생아 교육 로그램의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산모를 상으로 한 신생아 교육 로그램 개

발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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