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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신생아 돌봄 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 자
신감과 지식,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문헌검색과정에서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국회도서관, 

KERIS, KISS, 국내 간호·의료 학회지가 사용되었고 그 중 2016년까지의 11개의 연구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융복합
적인 결론을 제시하였다. 신생아 돌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양육 자신감의 전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그룹 분석에서 1회 이상의 중재 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지식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전체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생아 돌봄 교육 프로그램의 이해에 
대한 도움을 주고 교육 수행 시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변수를 측정한 연구를 반복 시도
하여 추후 연구에서 일반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신생아 돌봄 교육 프로그램, 양육 자신감, 자기 효능감,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effect of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to parenting confidence 
,knowledge and self-efficacy using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Literature search was used, Library of 
Congress, KERIS, KISS, domestic Journal, and until 2016, a total of 11 articles were used for meta-analysis 
to convergence this kind of results. As the result of the meta-analysi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verall effect of parenting confidence on the neonatal care education program, bu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group analysis. The overall effect of knowledge and self-efficac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and the basis for the effect of education. The research that measures the related 
variables should be repeated and generalization should be planned in the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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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모는 출산 후 짧은 기간 동안 신생아의 신체 , 심리

  사회  욕구가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알아야하며 

정상 인 신생아의 성장발달을 돕기 해 노력해야한다

[1]. 하지만 부분의 산모는 경험이 없으므로 신생아 

양육에 한 의문과 걱정이 많으며 특히 미숙아 어머니

는 일반 인 양육과는 다른 방법을 용하여야 하는 경

우가 많다. 산욕기는 신생아를 양육하고 가족이 새로운 

계에 응하는 시기로 이러한 시기에 한 간호 

재가 필요하다[2]. 부분 출산 후 산모들이 퇴원 후 4주 

동안 신생아 양육에 해 많은 의문을 갖게 되며 퇴원 즉

시 신생아를 돌보게 되어 첫아기를 출산 한 산모는 혼

란을 겪게 된다[1]. 따라서 산모들이 병원분만 후 가정으

로 돌아가 신생아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

요하다. 산모의 경우에는 첫 양육 경험이므로 양육에 

한 지식  자신감이 부족하여 이에 한 한 교육

이 필요하다. 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신생아 양육에 

한 효과 인 응이 마련되어야 한다[3]. 

국내 신생아 양육 교육과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미

숙아 상 마사지 교육 로그램[4], 미숙아 모유수유증

진 교육 로그램[5, 6], 신생아 돌보기와 모유수유 교육

을 같이 진행한 로그램[7, 8, 9, 10], 신생아 돌보기와 마

사지 교육을 같이 진행한 로그램[16], 신생아 돌  교

육 로그램[11, 12, 13, 14, 15, 17] 등을 다루었다. 국외 

동향으로는 네팔의 모성  신생아 건강 로젝트인 

Maternal and Newborn Health Project(PMNH)[18]와 미

국의 ICU Family-Centered Care Recommendations[19] 

등 가족, 특히 어머니의 신생아 돌 에 한 다양한 연구

가 있었다. 

국내 연구는 주로 신생아 양육에 한 교육 재의 실

험 연구가 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연구자마다 각기 다

른 변수를 측정하고 있었고 각기 다른 로그램이 재

되고 있어 종합 으로 결론을 끌어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신생아 돌  교육 시 유사하게는 

로토콜을 진행 시킬 수 있으나 동일한 기 을 용시

키기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개별연구 각각의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 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연구 방법인 체계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을 시행하여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

요하다. 체계  문헌고찰은 체계 인 문헌검색  선정, 

연구의 타당도 평가  특성과 결과를 체계 으로 제시

하는 것으로 일반 인 문헌고찰과는 구분되며[20], 메타

분석은 련 분야 연구들의 재 상태를 한 에 악할 

수 있게 해 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그 분야에서 어떤 

연구들이 더 필요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하는지에 한 방향을 제시해  수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주제와 상자 속에서 

이루어진 국내에서의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의 효과

에 한 연구 결과를 통합하기 하여 체계  문헌고찰

과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의과

학과 간호학 교육 연구를 복합하 으며 신생아 돌  교

육에 한 융복합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신생아를 출산 한 어머니를 상

으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 간호 재를 실시한 개

별 실험논문을 상으로 효과를 검증하기 한 체계  

문헌고찰  메타분석 연구이다.

2.2 문헌검색전략

본 연구는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그룹이 제시

한 체계  문헌고찰 보고지침[22]에 따라 수행되었다. 신

생아 돌  교육 로그램에 하여 PICO (Participa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를 정하고, 국내 검

색 데이터베이스에서 문헌을 검색하 다. 본 연구는 고

려 학교 기 생명윤리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었

다(KU-IRB-16-EX-247-A-1).

2.2.1 핵심질문

가. 연구 상(Participant):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를 출

산한 어머니를 상으로 하 다.

나. 재(Intervention): 본 연구에서는 간호 재로 시

행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을 상으로 하

으며 신생아 돌  교육, 모유수유, 마사지 교육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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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교 재(Comparison):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인 재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를 선정하여 비교하 다.

라. 재결과(Outcome):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의 

효과에 한 양육 자신감, 지식, 자기 효능감 변수

를 고려하 다.

2.3 문헌검색 및 선택과정

문헌검색 시 검색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16년 12

월 까지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국회도서 , 한국교육학술

정보(KERIS), 한국학술정보원(KISS), 국내학회지(한국

간호과학회지, 한의학회지, 한보건 회지, 한산부

인과학회지, 한소아감염학회, 한신생아학회, 한 응

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부모자녀건강학회, 아동간호학

회, 여성건강간호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기본간호학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등)의  발행된 

학회지 게재논문  국 석·박사 학 논문을 상으로 

진행하 다. 핵심질문의 구성요소인 연구 상자와 재

로부터 주요 개념어를 도출하여 검색 략을 구성하 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MeSH 검색 기능이 없으므로 재

에서 개념어를 도출하여 검색 된 논문들  신생아를 출

산한 어머니를 상으로 한 논문들을 제목을 통해 1차 선

별하 고 그 후 abstract  본문을 확인한 후 총 11개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여 체계  문헌고찰  메타분석을 

하 다.

2.4 자료분석방법

2.4.1 코딩

본 연구는 분석의 상이 되는 11개의 논문을 분석

상, 출  유형, 표본 수, 상자, 로그램 유형, 로그램

의 효과 역, 운 기간 등을 주요 범주형 변수로 코딩하

다. 연구자 2인이 각각 코딩을 하여 불일치되는 경우 

검토 후 이상치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 

2.4.2 자료의 변환

총 11편의 연구는 Cochrane Review Manager Software 

5.3(Revman)을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시행하 다.

가. 효과크기 산출 : 본 연구의 효과크기(effect sizes)

의 계산을 해서는 실험군과 조군의 사 -사후 검사

(pre-post) 결과를 사용해서 ‘표 화된 평균차 변화’의 효

과크기(standardized mean change difference)를 계산

[23, 24, 25]하 다.

나. 효과크기의 해석 : 각 결과변수의 평균효과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s, 95% CI)은 역분산

(inverse variance)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다. 동질성 검증 : 개별연구들의 결과를 통계 으로 종

합하기 해서는 동질성 검정을 통해 개별연구 결과들이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를 악하 다. 연구 간

의 통계  이질성(heterogeneity)의 존재여부는 유의수  

5% 미만으로 하여 I-squared( ) test로 평가하 다.  

의 단기 은  이 25.0% 이하이면 이질성이 낮은 것

으로, 25.0% 과 75.0% 이하는 간정도의 이질성이 있

는 것으로, 75% 이상은 이질성이 있다고 단하 다[26]. 

분석 상 이질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기 해 

코딩한 자료를 재검토  재분석 하 으며 이를 토 로 

추가로 하  분석을 수행하 다. 

라. 분석모형의 선택  하 그룹 분석

동질성 검정 결과 각 연구들 간의 이질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동질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연구 간의 변

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병합하게 되면 편 을 유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연구 간의 변동성을 고려한 랜덤효

과모형에 하여 DerSimonian and Lariard[27]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이질성의 원인을 탐색하기 해 

하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 다.

마. 출 편의 검증

메타분석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해 출 편의 검증

을 실시하 다. 출  편 은 Funnel Plot으로 확인하

다. 가운데 선을 심으로 칭 으로 분포되어 있어 

출 편 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단하 다.

바. 통계  이상치(Outlier) 처리

본 연구에서 극단 인 이상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3. 연구결과

3.1 체계적 문헌고찰 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체계  문헌고찰을 해 신생아를 낳은 어머니를 

상으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을 시행한 총 11개의 

실험연구를 선정하 다. 문헌 선택 과정은 간호학 교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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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SMA flowchart of article selection

인, 연구자 1인, 메타분석 문가 1인 등 3명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고 의견 불일치가 있을 시 논의하여 결과

를 도출하 다. 문헌 선택 과정은 PRISMA flowchart로 

나타내었다[Fig. 1].

최종 선정된 논문의 질 평가는 Cochrane’s Risk of 

Bias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이는 무작  조군 

실험연구에 한 질 평가 방법으로 무작  배정순서 생

성(Random sequence generation–selection bias), 배정

순서 은폐(Allocation concealment–selection bias), 참여

자와 연구자 가림(Blinding of participants and 

personnel–performance bias), 결과 평가자의 가림

(Blinding of outcome assessment–detection bias), 불완

한 결과의 처리(Incomplete outcome data– attrition 

bias), 선택  결과 보고(selective reporting– reporting 

bias), 기타 타당도를 하는 잠재  편  험(other 

bias)의 7가지 역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항목은 문헌에 기술 된 내용에 따라 Low risk, High 

risk, unclear risk로 나뉘어 평가된다. 평가 결과, 무작  

배정순서 생성은 모두 유사 실험연구로 험이 높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 배정순서 은폐는 1편[7]의 논문에서만 

험이 낮았고, 3편[6, 8, 14]의 논문에서 언 이 되지 않

았으며, 나머지 7편[5, 9, 10, 11, 12, 13, 16]의 논문에서는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와 연구자의 가

림은 5편[5, 9, 10, 11, 16]의 논문에서 언 되지 않았다

[Fig. 2]. 질평가는 2명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의견 불일치 시에는 논의  제 3자 개입을 원칙으로 하

으나 이견은 없었다.

신생아를 낳은 산모를 상으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을 용한 논문은 총 11편 이었고 학 논문은 5편

(45.5%), 학술지 논문은 6편(54.5%) 이며 세부 로그램 

유형에 따라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이 4편(36.4%), 

신생아 돌보기와 모유수유를 같이 교육하는 로그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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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isk of Bias Summary

편(36.4%), 모유 수유 로그램 2편(18.1%), 신생아 돌보

기와 마사지를 같이 교육하는 로그램 1편(9.1%) 이었

다.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의 재 시간을 살펴보면 

1회 재는 5편(45.5%), 1회 재 이상은 6편(54.5%) 이

었다.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의 상자는 일반 인 

산모를 상으로 한 논문 2편(18.1%), 산모를 상으로 

한 논문 4편(36.4%), 미숙아 어머니를 상으로 한 논문 

3편(27.3%), 아기를 낳은 이주 여성을 상으로 한 논문 

2편(18.1%)이었다. 연구 상자의 표본크기는 20-29명 2

편(18.1%), 30-39명 4편(36.4%), 40-49명 3편(27.3%), 

50-59명 1편(9.1%), 60명 이상이 1편(9.1%)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y n(%)

Publication
Published 6(54.5)

Non-published 5(45.5)

Program type

Caring baby 4(36.4)

caring/Brest feeding 4(36.4)

Brest feeding 2(18.1)

caring/Baby massage 1(9.1)

Time of intervention
1 time 5(45.5)

More than once 6(54.5)

Participants

Mother 2(18.1)

Primipara 4(36.4)

Mother of premature baby 3(27.3)

Marriage migrant women 2(18.1)

sample size

20-29 2(18.1)

30-39 4(36.4)

40-49 3(27.3)

50-59 1(9.1)

60 or more 1(9.1)

<Table 1> General charateristics of the selected 
studies

3.2 신생아 돌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의 효과는 개별 논문에서 

본 효과 변수  가장 측정이 많이 된 양육 자신감, 지식, 

자기 효능감의 변수로 나 어 측정하 다.

3.2.1 양육 자신감에 대한 효과크기

11편  7개의 논문에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의 

양육 자신감에 한 결과를 다루었으며 이를 토 로 메

타분석을 실시하 다. 메타분석 결과, 평균차이(mean 

difference)는 0.64 (95% CI: -0.17, 1.45)으로 유의하지 

않았다(Z= 1.54, p=.12). 이는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

재 시 양육 자신감이 유의한 재변인이 아님을 말한

다. 한, 각 문헌들 간의 이질성을 보 으므로(I2=91%, 

p<.001)[Fig. 3] 이질성이 나타난 원인을 알아보기 해 

하  그룹 분석을 실시하 다.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의 양육 자신감에 한 효

과를 재기간에 한 하 그룹으로 나 어 분석하 을 

때 1회 재의 경우 평균차이는 0.09 (95% CI: -0.90, 

1.09)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 고(Z= 0.18, 

p=.86), 1회 이상의 재 시 평균차이는 1.37 (95% CI: 

0.32, 2.42)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Z= 2.56, p=.01). 신

생아 돌  교육 로그램 재 시 재기간이 1회 이상일 

때 양육 자신감이 유의한 재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문헌들 간의 이질성은 여

히 나타났다(I
2=85%, p=.001)[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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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parenting confidence by program type

[Fig. 4] Effect of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parenting confidence by intervention time

[Fig. 3] Effect of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parenting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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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self-efficacy

[Fig. 6] Effect of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Knowledge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의 양육 자신감에 한 효

과를 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하 그룹 분석을 해본 결

과 복합 로그램을 재하 을 때의 경우 평균차이는 

1.37 (95% CI: 0.32, 2.42)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Z= 2.56, p=.01) 이질성(I2=85%, p=.001)이 나타났다. 한 

가지 내용의 로그램을 재하 을 경우 평균차이는 

0.09 (95% CI: -0.90, 1.09)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 다(Z= 0.18, p=.86)[Fig. 5]. 신생아 돌  교육 로

그램 재 시 한 가지 이상의 복합 인 로그램을 재

하 을 경우 양육 자신감이 유의한 재변인으로 작용함

을 알 수 있다.

3.2.2 지식에 대한 효과크기

2편의 논문에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의  양육 

지식에 한 결과를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메타분석

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평균차이는 2.50 (95% CI: 

1.56, 3.44)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Z= 5.23, p<.001), 

각 문헌들 간에 간 정도의 이질성을 보 다(I2=64%, 

p=.10)[Fig. 6].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 재 시 지식

이 유의한 재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3.2.3 자기 효능감에 대한 효과크기

2편의 논문에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의 자기 효

능감에 한 결과를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메타분석

을 실시하 다. 평균차이는 1.31 (95% CI: 0.80, 1.81)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Z= 5.08, p<.001), 각 문헌들 

간의 이질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I2=0%, p=.91)[Fig. 7].

4. 논의

본 연구는 총 11개의 논문을 토 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을 용하 을 때 신생아 어머니의 양육 자신감

과 지식 그리고 자아 효능감에 한 메타분석을 실시하

여 그에 한 효과를 분석하 다. 신생아 돌  교육 로

그램은 신생아 돌  교육,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돌 과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돌 과 신생아 마사지 교육 등 크

게 네 가지 종류로 분류되었으며 재 시간이나 횟수 등

이 다양하 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의 동향을 분석, 제시하고 효과 인 로그램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 다.

선정된 논문은 모두 유사 실험연구로서 순수 실험연

구는 검색 상 나타나지 않았다. 무작  조군 실험연구

는 다른 방법론보다 간호 재에 더 즉각 이며 강력한 

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실험은 설계, 수행, 분석 

 일반화에 이상 이다[28].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신생

아 돌  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간

호 실무에 용시키고 일반화하기 해서는 무작  조

군 실험연구를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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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생아를 낳은 산모를 상으로 행해지는 

교육 로그램을 재한 연구를 상으로 하 으며 11편

의 연구 에서 양육 자신감의 변수를 측정한 7개의 논문

의 메타분석에서 평균 0.64 의 양육자신감 수 증가가 

있었으나 이는 통계학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장

숙[7]의 워크북 로그램에 참여한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 역할 자신감 정도가 실험군과 조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사후 조사시기가 퇴원일이기 때문에 아기를 

돌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실제 상황을 했

을 때 양육 역할 스트 스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

고 양육 경험 후 시기에 따른 효과를 검증 할 필요성을 

논하 다. 추후 연구에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 개

발 시 양육 자신감에 한 효과를 높이기 해 양육 경험 

후 시기에 따라 역할 스트 스를 조 하는 방법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양육 자신감의 재기간에 한 하 그룹 분석에서  1

회 이상의 교육에서 평균차이는 1.37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교육 로그램의 횟수가 증

가할수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던 학교폭력 방 로

그램[29]에 한 메타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1회성 간

호 재는 효과 측정이 쉽지 않으며 상자가 획득한 효

과의 신뢰를 기 하기 어려워 재기간을 늘리고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30]. 따라서 앞으

로의 로그램 개발 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로그

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기간에 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한 양육 자신감의 로그램에 한 하 그룹 분석

에서 신생아 돌  교육과 수유 혹은 마사지 교육을 같이 

했을 때 효과에 한 통계 인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는 

신생아 돌  교육에 수유에 한 내용도 포함 되어 있는 

류다애[9]의 미혼모를 상으로 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에서 실험군이 양육자신감에 한 수가 높았으

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퇴원 후 

아기를 돌보는 경험이 없는 산모의 경우 융복합  내용

을 가진 체계  로그램을 통해 효과 으로 필요한 지

식을 한다면 양육 자신감에 미치는 향은 정 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재 시행되고 있는 재는 각 연

구자 마다 주제와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인 결

론을 내리기 해 앞으로의 연구 편수  반복연구가 늘

어나야 할 것이다. 

11편의 논문  2편에서 신생아 어머니의 양육 지식에 

한 변수를 측정하 고, 분석 결과 평균차이는 2.50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민혜 [6]의 미숙아를 

상으로 한 앱 기반 모유수유 증진 로그램에서 지식 

수가 유의한 차이로 증가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산

모들이 퇴원 후에도 모바일을 통한 모유수유 정보를 쉽

게 찾고 반복학습 할 수 있게 하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에 도달하 다고 본다. 따라서 반복학습을 할 수 있는 학

습기기  앱의 사용이 고려된다. 신생아 돌  교육 로

그램을 통한 지식의 제공은 모성역할 수행을 발 시킬 

수 있는 기본 이지만 가장 핵심 인 재 결과라고 할 

수 있다[31]. 따라서 실무에서 실제 인 지식의 내용을 

더 극 으로 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한, 11편의 논문  2편의 논문에서 신생아 어머니

의 자기 효능감에 한 변수를 측정하 고, 메타 분석 결

과 평균차이는 1.31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이는 이부 [5]의 모유수유 자기효능 증진 로그

램과 민혜 [6]의 미숙아를 상으로 한 앱 기반 모유수

유 증진 로그램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 

산모들은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연구자의 지속 인 지지

를 받았고 이를 통해 더 자기 효능감이 강화 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재 자체도 요하지만 재 후 지

속 인 리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산은 새

로운 가족일원에 한 응을 요구하므로 이에 한 부

분도 고려되어 어느 정도의 리  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 된 논문 간 이질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의 내

용에 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하

그룹 분석을 시행하 지만 이를 통하여 메타분석의 명확

한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 제한 이 있다. 한 본 연구는 

국내 문헌만을 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출 편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연구의 제한 으로 본다. 

하지만 국내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에 한 간호

재와 효과에 한 경향을 악할 수 있으며 추후 간호

재 시행  개발 시 효과 인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effect on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55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통해 국내의 신생아 어머니에 

한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이 양육 자신감과 지식, 

자아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시도되었다. 

검토된 문헌 11편의 설계 유형은 모두 유사 실험연구

다. 신생아 돌  증진을 해 시도 된 재의 결과로서 

신생아 돌 의 종속변수도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특히 신

생아 돌 에 한 양육 자신감의 측정이 가장 많이 시도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논문들 간의 이질성이 높게 나

타난 이유는 연구자마다 다른 신생아 돌  교육의 유형, 

세부 종속변인을 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추

후 신생아 돌  교육 로그램에서는 체계  내용을 토

로 한 명확한 간호 재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무작  조군 실험연구 방법을 

용한 실험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효과 인 간호

재 로그램으로 일 인 변수를 측정한 연구를 반복 

시도하여 추후 연구에서의 일반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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