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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영아기의 건강은 이후 일생동안의 건강과 발달에 지속

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Hertzman &

특히 생후 첫 년의 영아기는 신체적Weins, 1996), 2

정서적인지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 시

기의 영아에게 부모는 영아의 건강과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일차적 환경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

모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젊은 부부들

은 자녀양육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매우 부족하여 출산

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

지고 있어 이들이 초기의 모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

고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영아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과 적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한경자( , 1997;

유안진과 김연진Barnard & Kelly, 1990; , 1997;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Meisels & Shonkoff, 1990).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

이나 부모교육이 아직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영유아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연구는 모성역할의 발달

과정박영숙 이혜경 김혜원 이나( , 1991; , 1992; , 1996)

모아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연구권미경 방경숙( , 1987; ,

조결자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1991; , 1993),

인에 대한 연구김태임 가 대부분으로 어머니의( , 1991)

역할에 따른 영아 발달 상태를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며 더구나 어머니 역할에 대한 교육 및 중재를 행하고,

그 효과를 보는 연구는 단기적인 몇몇 연구 외에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분만,

후 소집단교육과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어머니 역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

로그램이 모아상호작용 및 양육환경 조성과 영아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봄으로써 앞으로 영아의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간호중재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연구목적 및 가설2.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초기의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 역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며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생후 개월과 개월에 측정한 영아어머니 역할 교육1) 1 3

프로그램 중재군의 모아상호작용 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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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개월에 측정한 영아어머니 역할 교육 프로그램2) 3

중재군의 양육환경 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생후 개월에 측정한 영아어머니 역할 교육 프로그램3) 3

중재군 영아의 발달지수는 대조군 영아의 발달지수보

다 높을 것이다.

Ⅱ 문헌 고찰.

모아상호작용 및 양육환경1.

모아상호작용이란 모아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

임없이 상호교환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조절과

정이며 바람직(Belsky et al., 1984; Bigner, 1985),

한 모아상호작용을 통한 건전한 모아관계의 형성은 영아

의 출생과 더불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

니와 영아가 서로에게 반응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가능하

다 는 모아관계(Ludinton-Hoe, 1977). Sander(1964)

를 적응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는데 그는 생후 첫 년동, 2

안 영아가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인 행동에 따라 적응과

정이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또한. Bowlby

는 영아가 애착 대상의 행동을 예측하고 자신의(1978)

행위를 계획하며 자신의 세계를 조직하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내재화 모형 안에서(internal working model)

설명하였으며 의 신생아 행동 사정을, Brazelton(1984)

신생아 어머니에게 실연 해 보임으로써(demonstration)

어머니로서의 자신감 및 자존감이 향상되는 것은 어머니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재화시키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의 모아상호작용. Barnard(1978)

모형에서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관련된 요인으로

어머니 영아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였으며 모아상호- - ,

작용을 결정하는 어머니 영아 환경의 특성 및 이들간의, ,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모아상호작용이 모아 애착의.

형성이나 아동의 발달 증진 등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은 외국의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Green et al, 1980; Bee et al, 1982).

한편 영아의 특성중 영아의 기질은 모아상호작용이나,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이 지적되고

있으며(Bates, 1980; Thomas & Chess, 1977;

또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부Pridham et al, 1994),

모로의 역할 적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Cutroan &

Troutman, 1986; Crnic et al, 1983).

또한 양육환경이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정의 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말하는데, , Barnard

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던 년간의 간호연구에(1984) 5

관한 메타분석에서 세 이전에 행해진 유아의 정신발달, 2

측정보다 전체 양육환경(mental development)

점수가 이후의 정신발달과 더 높은 관련성을(HOME)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와. , Benasich Brooks-Gunn

의 연구에서는 개월의 양육환경은 개월의(1996) 12 36

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나 초기 아동양IQ

육의 질이 이후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어머니역할과 영아어머니의 교육요구2.

어머니역할이란 사회적 상호관계속에서 일어나고 사회

문화에 의해 학습되는 인지적 사회적 과정이다, (Rubin,

고효정 는 어머1967; , 1994). Mercer(1981, 1985)

니가 자신감을 성취하고 영아 돌보기 행동을 원만히 수

행하면서 이미 수립된 다른 역할들과 잘 조직하여 어머

니로서의 자아정체감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과정을 모

성역할획득이라고 하였다 모성자존감. (maternal self-

은 이러한 모성정체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esteem) ,

어머니로서의 능력에 대한 감정 일상적인 돌봄 수행 능,

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라 할 수 있다(Shea & Tronick,

그들은 모성자존감을 변화시킴으로써 아기에 대1986).

한 어머니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어머니,

행동의 질은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한편 영유아의 어머니들은 많은 교육 요구를 갖고 있,

음을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한경자 등, (1994)

은 영유아의 안전과 위생관리 모유수유와 관련된 영양,

관리 그리고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요, ,

구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권미경 은 예방접종과. (1995)

사고예방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자형 의 연구에서도 초산모는, (1996)

신생아 양육에 있어 모유수유 목욕시키기 배꼽 소독하, ,

기 울음 파악하기 아기상태 파악하기 등을 어려워하는, ,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혜숙 은 산모들이 산욕초기. (1995)

에 모유수유에 대한 상담의뢰를 많이 하므로 전화나 방

문을 통한 상담을 통해 산모가 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갖

도록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영아발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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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의 발달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요인에 의

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 하

면서 발달해 간다 또한 다양한 환경요인 중에서도 특히.

영아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하며 욕구,

충족을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인해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이 된다유안진과 김연진( ,

도 생후 년까지의 영유1997). Zeanah et al (1997) 3

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최근 년간의10

연구를 고찰한 결과 영유아 발달은 영유아의 내외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가

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발달에 대한 부모.

의 역할은 오랜 주제로서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으며 특,

히 부모의 양육방식 모아상호작용 양상이 아동의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Ainsworth,

1985; Belsky et al, 1984; Thomas & Chess,

차춘희 이위환 한편 신경세포1977; , 1983; , 1995). ,

시냎스의 발달 및 안정화는 결정적 시기동안의 환경적인

경험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Anastasiow,

는 발달에 있어 영아의 초기경험1990). Shore(1997)

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물리적 환경보다도 더 중요,

한 것은 사회적 환경으로서 영아는 중요한 사람과의 관

계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영아어머니 교육 중재의 효과4.

미국의 조기중재 프로그램인 Infant Health &

을 실시한 중재군은 대조군보다Development Program

개월에 유의하게 지능이 높았으며 모아상호작용이 향36

상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Spiker et al, 1993), Blake

의 연구에서도 중et al (1995), Parker et al(1992)

재군에서 신장과 체중의 유의한 증가와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향상 그리고 아동 중심의 가정환경 조성 영, ,

아발달 증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다 우리나.

라에서 행해진 연구들은 중재의 장기적인 효과나 영아에

대한 영향을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단기적으로 산

모에 대한 변화여부를 주로 살펴본 연구들인데 분만 후,

입원기간동안의 교육이 어머니의 지식과 양육에 대한 자

신감 증진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김(

문실과 이자형 곽연희와 이미라 한경자, 1983; , 1996).

와 의 연구에서는 영아의 행동과 반응 유도Choi(1986)

에 대해 설명을 들은 영아 어머니에서 모아상호작용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권미경 은 저체중. (1998)

출생아에 대한 가정간호 중재를 통해 퇴원 후 개월에1

관찰한 실험군의 모아상호작용 증진을 보고하였으며 정,

상영아를 대상으로 한 임혜경 김미예 의(1998), (1999)

연구에서도 가정방문을 통한 중재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

고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지속적인 효과나 영아발달. ,

에의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다.

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의 모아상호작용 모형Barnard(1978)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어머니어머니어머니어머니

•모아상호작용능력모아상호작용능력모아상호작용능력모아상호작용능력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

-불편감에 대한 반응
-사회-정서적 성장촉진 행동
-인지적 성장촉진 행동

•양육환경양육환경양육환경양육환경 조성능력조성능력조성능력조성능력

어머니어머니어머니어머니어머니어머니어머니어머니

•모아상호작용능력모아상호작용능력모아상호작용능력모아상호작용능력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

-불편감에 대한 반응
-사회-정서적 성장촉진 행동
-인지적 성장촉진 행동

•양육환경양육환경양육환경양육환경 조성능력조성능력조성능력조성능력

영아어머니영아어머니영아어머니영아어머니
역할역할역할역할 교육교육교육교육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영아어머니영아어머니영아어머니영아어머니영아어머니영아어머니영아어머니영아어머니
역할역할역할역할역할역할역할역할  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어머니어머니어머니어머니

•모아상호작용모아상호작용모아상호작용모아상호작용

 능력능력능력능력 향상향상향상향상

•양육환경조성양육환경조성양육환경조성양육환경조성
 능력능력능력능력 향상향상향상향상

어머니어머니어머니어머니어머니어머니어머니어머니

•모아상호작용모아상호작용모아상호작용모아상호작용

 능력능력능력능력 향상향상향상향상

•양육환경조성양육환경조성양육환경조성양육환경조성
 능력능력능력능력 향상향상향상향상

영아영아영아영아
•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 능력능력능력능력
-신호의 명확성

-어머니에 대한 반응

영아영아영아영아영아영아영아영아
•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 능력능력능력능력
-신호의 명확성

-어머니에 대한 반응

영아영아영아영아
•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 능력능력능력능력

 향상향상향상향상
•발달발달발달발달 증진증진증진증진

영아영아영아영아영아영아영아영아
•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 능력능력능력능력

 향상향상향상향상
•발달발달발달발달 증진증진증진증진

영아기질*
사회적 지지*

영아기질*
사회적 지지*

연구분석에서 동질하게 통제한 변수*

그림 연구의 개념적 기틀< 1>

Ⅳ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영아모를 대상으로 영아 건강증진을 위한

어머니역할 교육 프로그램을 분만 직후부터 산후 개월3

까지 제공받는 중재군과 중재를 받지 않는 대조군간의

모아상호작용 양육환경 영아의 발달을 비교하는 것으로, ,

유사실험 설계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퇴원전인 산후, 1

주일이내 퇴원 주일이내 그리고 산후 개월 개월, 1 , 1 , 2 ,

개월에 처치를 하면서 산후 개월 개월의 시간 경과3 1 , 3

에 따른 변화를 보는 종단적 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시

계열 설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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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2.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약 개월 일1999 3 15 6 3 2 20

에 걸쳐 서울시내 개 대학병원의 개 산과병동에서 연1 2

구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년 월, 1999 9

일까지 중재와 추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기준은 재3 .

태기간 주 이후에 출생하고 출생시 체중이 이37 2500g

상인 건강한 초산아와 그의 어머니로서 실험군 쌍, 24 ,

대조군 쌍을 초기 대상자로 모집하였으며 분석에 이24 .

용된최종 대상자는 중재군 명 대조군 명으로 총19 , 18

명이었다37 .

연구절차3.

대조군과 중재군에 대한 자료수집과 중재 시기 및 내

용은 그림 과 같다< 3> .

측정도구4.

모성 자존감1) : Maternal Self-Report Inventory

와 이 개발한Shea Tronick(1988) Maternal self-

의 축약형은 영아돌보기 능력 문항report inventory 6 ,

엄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 문항 영아에 대한 수용 문8 , 3

항 영아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 문항 임신분만출, 3 ,

산에 대한 감정 문항 등 개 영역에 대해 문항으로4 5 26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는 분. Cronbach's alpha

만직후 이었다.77 .

모아상호작용 의 수유시 모아상2) : Barnard(1978)

호작용 척도(NCAFS).

NCAFS(Nursing Child Assessment Feeding

는 수유시의 모아상호작용을 보는 것으로 개의Scale) 6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어머니 영역 문항 아50 ,

중재군 측정 대조군 측정 중재E; , C; , X;

그림 연구설계< 2>

시기

대상

프로그램

실시전
퇴원전

퇴원 후

주이내1
산후 개월1 산후 개월2 산후 개월3

중재군 E1 X1 X2 E2, X3 X4 E3

대조군 C1 C2 C3

그림 연구진행 절차< 3>

교육

실시전

퇴원전

교육

퇴원후

주이내1

산후

개월1

산후

개월 교육1

산후

개월2

산후

개월3

중

재

군

일반적 특성 •

모아상호작용

모유수유와

신생아돌보기

전화

상담 및

지지

모아상호작용

양육환경

영아의 월령별

특징과 돌보기

전화

상담 및

지지

모성자존감 •

모아상호작용 • •

양육환경 •

영아발달 • •

사회적지지 • •

영아기질 • •

대

조

군

일반적 특성 •

모성자존감 •

모아상호작용 • •

양육환경 •

영아발달 • •

사회적지지 • •

영아기질 • •

는 측정 는 교육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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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영역 문항의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26 76 ,

가 높을수록 모아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는 개월에 개Cronbach's alpha 1 .80, 3

월에 이었다.86 .

양육환경3) : Home Observation for Measure-

ment of the Environment (HOME)

은 과 에 의해 개발HOME Caldwell Bradley(1984) ,

수정된 것으로 개 영역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6 , 45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 발달에 바람직한 양육환,

경임을 나타낸다 이 도구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

였다r=0.84 .

영아발달4) : The Griffiths Mental Development

Scale

의 은Griffiths(1954) Mental Development Scale

생후 주부터 개월까지의 영유아만을 위해 개발된 발4 24

달 사정도구로서 운동 개성 사회성 듣기와 말하기 눈, , - , ,

과 손의 협응 행동수행의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5

다 각 영역별 발달정도와 전체적인 발달 정도를 정신연.

령 주 수와 전체발달지수(mental age) (GQ ;General

로 나타낼 수 있어 같은 월령의 평균과 대비Quotient)

한 발달의 빠르고 늦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5)

의 도구인 남편의지지 척도를 일부 수정한배Taylor (

정이 도구로 신체적지지 문항 정신적지지, 1996) 11 , 7

문항 총 문항의 점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총문항에, 18 4 .

대한 신뢰도 계수 는 개월에(Cronbach‘s alpha) 1 .82,

개월에 이었다 주위사람의 지지도구도 이혜경3 .81 .

의 연구를 기초로 배정이 가 수정한 문(1992) (1996) 12

항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개월에 개월에 였다alpha 1 .95, 3 .94 .

영아기질6)

영아기질은 과 가 개Pridham, Chang Chiu(1994)

발한 를 번역한 것으“What My Baby Is Like(WBL)”

로 문항의 점 척도이며 순응성 온19 9 , (malleability),

순성 반응성(amenability), (responsivity to stimuli),

지속성 밀착성 을 측정하는(persistence), (cuddliness)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기.

질을 가진 아기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총 문항에.

대한 값은 개월에 개월에는Cronbach's alpha 1 .74, 3

이었다.78 .

자료분석 방법5.

수집된 자료는 Window SPSS program (version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8.0)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일반적인 사항은 실수와 백1)

분율로 구하고 두 집단간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와 를 이용하였다Chi-square test t-test .

2) 연구가설 검정은 반복측정 공분산분석(repeated

과 를 이용하였다measure ANCOVA) t-test .

3)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

를 이용하였다.

Ⅴ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1.

중재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1)

연구 대상 영아 및 영아 어머니의 인구 사회학적 특ㆍ

성과 이에 따르는 중재군 대조군간의 그룹간 동질성은, <

표 과 같이 영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 학력 어머1> , ,

니의 직업 유무 가족의지지 유무 등이 모두 동질한 것,

으로 나타났다.

중재군과 대조군의 중재전 모성자존감2)

중재군과 대조군 사이의 일반적 산과적 특성 이외에,

부모교육의 효과가 아닌 본래의 모성자존감에 차이가 있

었는지 보기 위하여 분만 후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모성

자존감을 측정하였는데 중재군의 평균은 점 대조, 95.40 ,

군의 평균은 점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95.74

었다 표< 2>.

외생변수의 동질성 검정2.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로서 사회적 지

지와 영아기질을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 지지1)

사회적 지지는 가지 측면 즉 남편의 지지와 주위사2 ,

람의 지지를 산후 개월과 개월에 측정하였다 분석결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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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남편의 지지는 산후 개월에는 중재군이 대조군보다, 1

유의하게 높았으나 산후 개월에는 중재군과 대(p<.05), 3

조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주위사람의 지지는 산,

후 개월과 개월 모두 중재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1 3

이가 없었다 표< 3>.

영아의 기질2)

생후 개월 영아기질 점수는 중재군 점 대조1 121.47 ,

군 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개월117.61 3

에는 중재군 점 대조군 점으로 통계적으130.95 , 120.22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p<.05)< 4>.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중재군

실수(%)

(n=19)

대조군

실수(%)

(n=18)

x²

또는 t
p

어머니 연령 평균 표준편차± 29.16±2.59 28.56±2.33 t=-.742 .463

아버지 연령 평균 표준편차± 31.63±3.11 31.50±2.85 t=-.134 .894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6(31.6) 6(33.3)

x²=.013 .909
대졸이상 13(68.4) 12(66.7)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3(15.8) 5(27.8)

x²=.784 .376
대졸이상 16(84.2) 13(72.2)

어머니 직업
유 5(26.3) 5(27.8)

x²=.010 .920
무 14(73.7) 13(72.2)

조력자
유 12(63.2) 9(50.0)

x²=.652 .419
무 7(36.8) 9(50.0)

가족형태
핵가족 14(73.7) 15(83.3)

x²=.508 .476
확대가족 5(26.3) 3(16.7)

가족 월수입
평균 표준편차±

단위 만원( ; )
208.42±98.11 185.28±70.51 t=-.820 .418

분만형태
자연분만 15(78.9) 12(66.7)

x²=.707 .401
제왕절개 4(21.1) 6(33.3)

영아의 성별
남 9(47.4) 9(50.0)

x²=.026 .873
여 10(52.6) 9(50.0)

출생시 체중 평균 표준편차± 3.23±.35 3.31±.40 t=.697 .491

표 중재 전 모성자존감의 동질성 검정< 2>

구분 중재군 대조군 t p

모성자존감 평균 표준편차± 95.74±10.25 95.61±12.23 .034 .973

표 중재군과 대조군의 사회적 지지< 3>

구분 중재군 대조군 t p

남편의 지지
산후 개월1 59.26± 8.34 64.00± 5.22 -2.080 .046*

산후 개월3 57.11± 8.75 60.06± 5.82 -1.201 .238

주위사람의 지지
산후 개월1 37.47± 9.47 43.28±10.17 -1.797 .081

산후 개월3 35.00±11.59 37.06±11.16 - .550 .586

*p<0.05

표 중재군과 대조군의 영아기질< 4>

구분 중재군 대조군 t p

영아기질
생후 개월1 121.47±14.92 117.61±19.08 .69 .50

생후 개월3 130.95±15.86 120.22±17.04 1.98 .0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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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정3.

모아상호작용1)

생후 개월과 개월의 두 차례에 걸쳐 측정한 중재군1 3

과 대조군의 모아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서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인 사회적

지지와 영아의 기질 중 중재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던 개월의 남편의 지지 및 개월의 영아기질1 3

을 공변수로 하여 반복측정 공분산분석(repeated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기에measure ANCOVA) .

따른 변화나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

며 중재군과 대조군의 집단간에는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후 개(F=23.865, p=.000), “ 1

월과 개월에 측정한 영아어머니 역할 교육 프로그램중3

재군의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

이다 라는 가설 은 지지되었다 표” 1 < 5>.

양육환경2)

생후 개월에 측정한 양육환경 점수를 로 분석3 t-test

한 결과 중재군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하부, (p<.01).

영역별로 중재군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자

극의 다양성 어머니의 참여도 등 개(p<.001), (p<.001) 2

영역이었다 따라서 생후 개월에 측정한 영아어머니 역. , “ 3

할 교육 프로그램 중재군의 양육환경 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 는 지지되었다 표” 2 < 6>.

영아발달3)

생후 개월의 전체발달지수1 (General Quotient;

는 중재군과 대조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생후 개GQ) , 3

월에는 중재군 대조군 로 통계적으로103.62, 100.77

표 수유시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반복측정 공분산분석< 5>

모아상호작용 집단
개월1

M±S.D.

개월3

M±S.D.
F p

총 점 문항(76 )

중재군

(N=19)

54.00

±8.48

53.26

±8.24
집단간

중재군대조군( / )

측정시기

개월 개월(1 /3 )

측정시기 집단×

23.865

.194

1.371

.000***

.662

.250

대조군

(N=18)

45.17

±7.04

42.17

±8.66

***p<.001

표 중재군과 대조군의 생후 개월 양육환경 점수< 6> 3

중재군

평균 표준편차±

대조군

평균 표준편차±
t p

환경조직 문항1. (6 ) 4.16± .76 4.00± .84 .598 .553

적절한 놀잇감의 구비상태2.

문항(9 )
1.11± .46 1.00± .69 .551 .585

자극의 다양성 문항3. (5 ) 3.21±1.23 1.67± .77 4.611 .000***

어머니의 참여도 문항4. (6 ) 4.68±1.25 2.72±1.99 3.564 .001**

어린이 행동에 대한5.

수용성 문항(8 )
6.58± .51 6.06±1.39 1.503 .147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 문항6. , (11 ) 7.74±2.08 6.39±2.57 1.749 .090

총 점 문항(45 ) 27.47±4.14 21.83±6.25 3.252 .003**

**p<.01, ***p<.001

표 중재군과 대조군의 영아 발달지수< 7>

구분 중재군 대조군 t p

전체발달지수

(GQ)

생후 개월1 108.07±4.48 108.09±4.75 -.011 .991

생후 개월3 103.62±3.79 100.77±3.66 2.327 .02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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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p<.05)< 7>.

가지 발달영역별로도 생후 개월에는 중재군과 대조5 1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생후 개월에는 개성, 3 -

사회성과 듣기와 말하기에서 중재군은 대조군의 발달지

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8>.

Ⅵ 논 의.

중재프로그램의 효과1.

모아상호작용1)

에 의하면 모아관계는 적응 과정Sander(1964)

으로서 긍정적인 상호관계와(process of adaptation)

조화를 위해 영아의 발달에 대한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

고 서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생후,

개월까지의 첫 단계는 일차적 조정의 시기로 아기의 특3

성을 파악하며 이에 따른 반응을 어머니가 조정해야 하

는 것으로 보았다 의 모형에서도 영아. Barnard(1978)

초기부터 어머니는 영아의 신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

고 영아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

있는 반응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생후 개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아기, 3

의 신호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반응해주며 이때 상

호적인 관계형성과 적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후의,

사회적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자극을 주

도록 영아어머니들에게 교육하였다 그 결과 모아상호작. ,

용 측면에서는 중재군과 대조군 사이에 생후 개월과1 3

개월 모두에서 큰 차이를 보여 산후교육과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한 어머니 역할 교육이 모두 모아상호작용

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점수는 개월과1 3

개월 두 시점에서 모두 중재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정상 영아모를 대상으로 간호중재를 실시한.

김미예 임혜경 의 연구나 미숙아 어머니(1999), (1998)

를 대상으로 한 권미경 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1998)

이며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저체중출생아뿐 아니라 정상,

영아 어머니에게도 상당한 중재 효과가 있다는 것과 건

강한 영아 어머니에게 영아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만삭아의 모아상호작용은 미숙아의 모아상호작용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생후, 1

개월의 모아상호작용 점수는 권미경 의 연구 대상(1998)

자인 미숙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의 연구들에서도.

중재를 통한 모아상호작용의 증진효과는 여러 연구들에

서 확인된 바 있다(van den Boom, 1994; Spiker et

al., 1993; Blake et al., 1995).

한편 자료목록, NCAST (Sumner & Spietz, 1994)

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의 모아상호작용 점수

는 미국의 대상자들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문화적인 차이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언어적 자극이나 접촉 등을 미국

인만큼 많이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고 밝힌 다른 국내

연구들한경자 조결자 권미경 과( , 1987; , 1993; , 1998)

일치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아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함에 있어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언어적 자극과 접촉행동을 강화하고

연습시키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양육환경2)

양육환경이란 모아상호작용의 개념틀 위에서 영아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태도나 가정의

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말하는 것인데 본 연구의 중재, ,

효과는 양육환경 점수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

영아발달을 위해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

어야 하는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중재군에서 생후 개월3

의 양육환경 점수는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극의 다양성 어(p=.003). , ,

머니의 참여도가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어머니,

표 생후 개월 중재군과 대조군의 영역별 발달지수< 8> 3

중재군

평균 표준편차±

대조군

평균 표준편차±
t p

운동발달1. 107.97±8.70 105.16±7.95 1.023 .313

개성 사회성2. - 110.38±6.34 106.90±3.98 1.986 .055*

듣기와 말하기3. 107.45±5.57 103.38±5.58 2.219 .033**

눈과 손의 협응4. 98.49±5.62 97.16±4.83 .772 .445

행동 수행5. 94.42±6.57 92.27±7.11 .953 .347

*p<.1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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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

만 중재군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적절한.

놀잇감의 구비상태 환경조직 그리고 어린이 행동에 대, ,

한 수용성에서는 두 군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그 이,

유는 아직 대상자의 월령이 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해당3

되는 항목이 많지 않아 변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 영유아기의 가정방문을 통한 중재가 바람직한 양

육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었음은 외국의 여러 연구에서도

보고한 바 있는데 등 의 연구에서는 임신기, Olds (1994)

간과 영아기 년에 걸쳐 가정방문을 통한 중재를 한 결2

과 세까지도 어머니의 돌봄 형태 가정환경의 안전성4-5 ,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등 의 연구에서도 중재군의 점수Parker (1992) HOME

는 대조군보다 개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4

며 개월에도 통계적인 차이는 없으나 중재군이 대조군, 8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여러 외국의 연구들에서.

입증된 바대로 본 연구에서도 바람직한 양육환경 조성에

있어 중재의 효과가 증명되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있,

어서의 간호중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하겠다.

영아발달3)

본 연구에서 생후 개월의 영아발달지수는 중재군1

대조군 로 거의 동일하였으나 생후 개108.07, 108.09 3

월에는 중재군 대조군 로 중재군의 발103.62, 100.77

달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아서 어머니 역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바람직한 모아상호작용과 양육환

경의 영아발달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발달심리 학자들이 영아 초기의 경험과 환경조직의 중요

성을 역설한 바와 같이 중재 프로(Anastasiow, 1990),

그램의 제공 결과 생후 초기부터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자

극을 받은 영아들에서 발달이 더 증진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초기 경험들은 이후의 발달촉진을 위한.

잠재성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된다.

생후 개월의 영아발달을 발달 영역별로 보았을 때3 ,

운동발달에서는 중재군과 대조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개성 사회성과 듣고 말하기에서는 중재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지수를 보였다 이것은 중재.

군 어머니의 경우 대조군보다 생후 초기부터 영아에게

언어적 자극을 많이 주고 적절한 접촉을 하며 아기의 상

태와 반응에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한편 눈과 손의 협응 및 행동수행 영역에서는 중재. ,

군과 대조군간의 집단간 차이는 없었으며 두 군 모두 1

개월보다 개월에 발달지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발달3 ,

능력의 저하로 보기보다는 도구상의 문제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록 의 도구가 영역별. Griffiths ,

월령별로 발달지수의 평균이 에 근접하도록 잘 표준100

화된 도구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영아를 대상으로 하지

는 않은 것이므로 일반화해서 사용하기 전에 도구에 대

한 보다 깊이있는 검토와 우리나라에서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호학적 의의2.

본 연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들 뿐 아니라

건강한 모아를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도 건강증진의 측면

에서 중재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아동간,

호 실무 영역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단기 연구로 끝낸 대.

부분의 종래 국내 연구에 비해 보다 장기적인 중재효과

를 밝히려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간호.

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의 모아상호작용 이론에, Barnard

근거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효과를 확인함

으로써 이론을 설명이론의 수준에서 처방이론Barnard

의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Ⅶ 결론 및 제언.

결론1.

본 연구는 정상 영아모를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역할

교육 프로그램이 모아상호작용과 바람직한 양육환경조성,

그리고 영아발달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한 유사

실험 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시계열 설계로 수행되었

다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는 의 모아상호작용. Barnard

모형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내의 개. 1

대학병원에서 재태기간 주 이후에 출생하고 출생시 체37

중이 이상인 건강한 신생아와 그의 어머니로 하였2500g

으며 분석에 이용된 최종 대상자는 중재군 명 대조, 19 ,

군 명으로 총 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년18 37 . 1999 3

월 일부터 월 일까지였으며 중재군에게는 퇴원전15 9 3 ,

교육을 통해 모아상호작용 및 모유수유와 신생아 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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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퇴원 후 주 이내에 전화상, 1

담을 실시하였다 그후 산후 개월과 개월에 가정방문. 1 3

을 하여 수유시 모아상호작용과 바람직한 양육환경 조성

에 대하여 다시 교육하였으며 상담과 지지를 제공하였다.

대조군은 퇴원전 질문지에만 응답하도록 하고 산후 개1

월 개월에 가정방문을 하여서도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 3

의 제공 없이 자료수집만을 시행하였으며 질문을 하는,

경우에만 상담을 제공하였다 결과변수로는 생후 개월. 1

의 수유시 모아상호작용과 영아발달을 측정하였으며 생,

후 개월에는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양육환경 영아발달3 , ,

을 측정하였다 외생변수로는 모성자존감 영아의 기질. ,

및 남편과 주위사람의 사회적지지를 측정하였다.

자료수집에 사용된 도구는 의 수유시 모아상호Barnard

작용 척도 양육환경검사(NCAFS), (HOME), Griffiths

영아발달 사정도구 모성자존감과 사회적지지 측정도구, ,

그리고 의 영아기질 도구였다 수집된 자료는Pridham .

를 이용하여 두 군간의 동질성chi-square test, t-tes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반복측정 공분산분석과 를, t-test

이용하여 두 군간의 중재 효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생후 개월과 개월의 반복측1) 1 3

정 공분산분석에 따르면 시기에 상관없이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바람직한 모아상호작용을 더 잘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생후 개월에 측정한 양육환경 점수는 중재군이 대조3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중재군(p=.003),

어머니가 바람직한 양육환경 조성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자극의 다양성 과 어. (p=.000)

머니의 참여도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

3) 생후 개월에 측정한 영아발달지수는 중재군이3

로 대조군의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103.62 100.77

영역별로는 개성 사회성 듣(p=.026). - (p=.055),

기와 말하기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33)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들 뿐 아,

니라 건강한 모아를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도 건강증진의

측면에서 중재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간,

호사의 역할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간호.

연구 측면에서는 단기 연구로 끝낸 대부분의 종래 국내

연구에 비해 보다 장기적인 중재효과를 밝히려 시도하였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간호이론의 측면에서는.

의 모아상호작용 이론에 근거한 간호중재 프로Barnard

그램의 개발과 적용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이론Barnard

을 설명이론의 수준에서 처방이론의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제언2.

보다 장기적으로 어머니역할 교육을 지속하고 그 효1)

과를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월령에 따라서도 모아상호작용을 더욱 증진시킬 수2)

있는 보다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검증

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어머니나 미혼모 등 영아발달을 위한 환경3)

조성에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대상

으로 하는 어머니역할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

를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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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Mother-Infant Interaction,

Childrearing Environment, HOME,

Infant Development, Maternal

Role Education.

Effects of

Maternal Role Education Program

on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Development

Bang, Kyung Sook*

The impact of childhood experience has

lifelong significance on subsequent health and

development. Especially, the experience of infant

is mostly affected by the quality of parental

care and rearing environment. But the new

mothers usually do not know what to do

because of the lack of experience in these days.

Therefore, an educational program regarding

maternal role would be necessa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maternal role education

program for mother-infant interaction, child-

rearing environment, and infant development.

Non-equivalent control group time-series design

was used, and Barnard's mother-infant

interaction model was used as a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the

healthy infants weighing over 2,500gm at birth,

whose gestational age was more than 37 weeks,

and their mothers. The final sample consisted of

19 mother-infant dyads for intervention group

and 18 dyads for control group.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5th to

September 3rd in 1999. For the intervention

group, programmed education which focused on

mother-infant interaction, breast feeding, and

infant care was provided before discharge.

Telephone counselling was provided within one

week after discharge. Home visiting for maternal

role education was provided twice, one month

and three months postpartum. For the control

group, home visiting was also conducted but

only for data collec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and t-test to test the equivalence of two groups,

and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program

was determined with repeated measure ANCOVA

and t-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mother-

infant interaction between two groups(p=

.000). It indicates that interven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mother- infant

interaction. In subscale analysis, four out of

six subscal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sensitivity to cues

(p=.000), social-emotional growth fostering

(p=.000), cognitive growth fostering(p=.000)

in mothers, and responsiveness to caregiver
* Research instructor, Ajo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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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9) in infants.

2. The difference in the mean score of

childrearing environment (HOME) between

the intervention group and control group was

significant(p=.003). When each subscale of

HOME was examined individually, interven-

tion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the diversity of stimulation(p=.000), and

mother's involvement(p=.001).

3. Three-month-Infants of the intervention

group showed higher GQ in the Griffiths

mental development scale(p=.026). In

subscale analysi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personal-social(p=.005), and

the hearing and speech(p=.003).

In conclusion, the maternal role education

program proved to be effective in promoting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organizing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and fostering the

infant development. These results are very

meaningful that we found maternal role

education necessary for normal infants' mothers,

and that nurses can make a great contribution

in promoting health of infants and moth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