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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부모는 자녀의 건강 안녕 그리고 발달에 있어 핵심, ,

적인 위치에서 자녀의 건강을 보장하는 존재이며 자녀,

로 하여금 친밀감 보장감 그리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 ,

도록 하는 독특한 존재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환경이 된다 특히 영아기의 건강은.

이후의 생의 주기에 걸쳐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소이며 영(Hertzman & Weins, 1996),

아기의 경험은 전적으로 어머니가 제공해주는 돌봄의 결

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영아를 돌보아 주는 환경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의미를 준다 따라서 이 시기 영유.

아의 건강일탈 예방과 건강중진을 위해서는 최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의 능력을 지지하기 위한 조기중재

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Bromwich, 1997).

이러한 영유아 건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형태

가 극도로 핵가족화 되어 가는 현대의 젊은 부부들은 자

녀양육에 대한 정식 교육이나 관찰을 통한 학습의 기회

가 부족하여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는

데 특히 부모가 느끼게 되는 가장 어려운 부담 중 하나

는 그들의 지식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이다조결자( ,

어머니가 영유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1996).

술부족 및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 어머니로서 역할수행에

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된다이은숙 실제로 영아( , 1987).

기 어머니들이 여러 가지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거나

영아돌보기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이 최

근의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곽연희와 이미라( ,

한경자 조결자 등 그러므로 이들1996; 1997, , 1997).

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양육태도와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건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영

아의 건강과 발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육아크리닉(Well

등을 통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거나 가baby clinic)

정방문을 통해 문제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

단계에 적절한 신체적 인지적 발달환경을 조성할 수 있,

도록 하는 건강지도와 상담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으며

아동전문간호사도 도(Pediatric Nurse Practitioner)

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Olds & Kitzman,

그러1990; Olds, Henderson, & Kitzma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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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나 부모교육이 아직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증진센터를 일부의 병원.

에서만 운영할 뿐으로 영유아의 정기검진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질병치료나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만 소아

과 혹은 보건소를 방문할 뿐이며 이 때에도 단순 처치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예는 드물다문은희( , 1983).

또한 영아기 부모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더구나 중재연구나 장기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든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방경숙 이 초기 영아의. (2000)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재

를 한 후 생후 개월과 개월에 이 프로그램이 모아상호1 3

작용과 영아발달 및 양육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보았는데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부터 이들의 건강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초

기 영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역할 프로그

램을 적용하고 생후 개월 시기의 모아상호작용과 어머6

니가 제공하는 양육환경 및 영아의 발달에 대한 중재 효

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및 가설2.

본 연구의 목적은 초산모에 대한 부모역할훈련 프로그

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3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중재군의 생후 개월의 교육1) 6

시 모아상호작용 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NCATS)

것이다.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중재군의 생후 개월의 양육2) 6

환경 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HOME) .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중재군의 생후 개월의 영아3) 6

발달지수 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GQ) .

Ⅱ 문헌 고찰.

모아상호작용 이론을 구체화시킨 에Barnard(1978)

의하면 모아상호작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가,

영아의 신호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영아가 불편감을 나타낼 때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

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영아의 사회적 정서, ,

적 발달과 인지적 발달을 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시

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바람직한 모아상.

호작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습되어지

는 것이며 이러한 모아상호작용과 영아에게 제공하는,

돌봄의 환경은 매우 중요한데 영아 발달을 위해서는 특

히 생후 초기의 어머니와의 관계형성 및 다양한 자극이

중요하다(Casler, 1968).

등 은 쌍의 건강한 모아를 대상으로Bee (1982) 193 4

세까지의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개월과 개월의 모4 12

아상호작용과 전반적인 양육환경의 질이 개월의24, 36

및 언어발달의 가장 좋은 예측인자라고 보고하였다IQ .

차춘희 는 모아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유치원 아(1983)

동의 지적발달과 사회적 발달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촉진적 모아상호작용 유형의 아동이 제한적 모아상호작

용 유형의 아동보다 발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

아상호작용의 질과 유형이 아동발달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양육환경이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정의 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말하는데 와, , Bradley

은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Caldwell(1976, 1988) , ,

적 발달에 대한 지지의 정도와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를 개발하였다Environment(HOME) Inventory’ .

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던 년간의 간Barnard(1984) 5

호연구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세 이전에 행해진 유아의, 2

정신발달 측정보다 전체 양육환(mental development)

경 점수가 이후의 정신발달과 더 높은 관련성(HOME)

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타고난 정신능력보다 환경에.

의한 영향이 정신능력 발달에 더 많이 작용함을 시사하

는 것이다 또한 등 의 연구에서는 년. Barreara (1986) 1

간의 가정방문을 통해 영아발달 수준에 맞춰 부모를 돕

고 수유와 수면과 같은 특수한 활동에서 민감성과 상호

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중재를 실험군 미숙아와 대조군 미숙아 만삭,

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실험군 미숙아는 인지발달,

과 점수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HOME .

의 연구에서는 생후 개월에 측정한Schraeder(1986) 6

양육환경 점수가 개월의 발달점수나 개월의 양육환6 12

경 점수보다도 개월의 발달점수와 가장 정상관관계가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가 충분하고 숙달된 어머니 역할을 못할,

때 어머니다운 감정에 실망을 주게 되며 이것은 갈등현,

상을 일으켜 위기에까지 이르게 된다 어머니들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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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어머니 역할을 획득해 나가고 분만 후 주 경4-6

에는 어머니 역할에 대해 적절히 적응하여 자신감을 갖

기 시작한다 또한 한경자 등 은(Reeder, 1987). (1994)

영유아의 안전과 위생관리 그리고 모유수유와 관련된,

영양관리 그리고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교, ,

육요구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산후 개월 동안 산모와. 6

신생아의 가정간호 요구를 조사한 장순복 등 의(1999)

연구에서는 대상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산후부터 산후

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신생아 간호요구가 높았으며 전반6

적으로 산모 자신을 위하여는 유인물을 통한 교육이 우

선되고 신생아를 위해서는 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김혜숙 은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전화. (1995)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산욕초기에,

이에 대한 상담의뢰가 많았으며 전화나 방문을 통한 상,

담을 통해 산모가 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전문적

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영유아는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해 나

가는데 여기서 환경이라 함은 영아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외의 모든 외적요인을 뜻하는 것으로 부모 가족, ,

사회적 환경 등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며 물리적 환경이

나 정서적 환경 등 그 특성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요인 중에서도 특히 영아기에는 대부분의 시

간을 어머니와 함께 하며 욕구충족을 어머니에게 의존,

할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인해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환

경요인이 된다유안진과 김연진 아동발달에 대( , 1997).

한 부모의 역할은 오랜 주제로서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

으며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 모아상호작용 양상이 아동, ,

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Ainsworth, 1985; Belsky, Gilstrap, & Rovine,

차춘희 한편 발달심리 학자들은 생후1984; , 1983).

초기의 두뇌발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의,

신경세포 연결의 패턴은 유전적으로 완전히 발달하지 않

은 상태로 태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적인

발달이 형성되어 간다고 하였다(Anastasiow, 1990).

는 발달에 있어 영아의 초기경험이 중요함Shore(1997)

을 강조하였는데 물리적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

회적 환경으로서 영아는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보건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임산

부와 영아관리가 영아 어머니나 영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한 여러 연구가 있는데, Blake,

그리고 은 가정방문을 통해 가Stewart Turcan(1995)

족의 상황에 맞는 가족 중심의 중재를 실시한 결과 중재

군에서 신장과 체중의 유의한 증가와 부모 자녀간의 상-

호작용의 향상 그리고 아동 중심의 가정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등. Henicke (1988)

은 영아의 생리적 행동적 신호에 대한 엄마의 지식과,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놀이를 통해 상호 즐거움을 갖도록

기질양상의 인지를 위하여 퇴원전 주 동안 교육프로그1

램과 퇴원 후 가정방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실험군은 엄마역할에 더 만족하고 자신감을 더 많이 보

였으며 실험군 영아는 더 적응적이고 근접성을 나타냈고

쉽게 불편해 하지 않았으며 인지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와 는 미. Achenbach, Rauh Nurcombe(1990)

숙아에 대한 부모교육과 가정방문을 통한 관리를 실시하

고 영아부터 세까지의 인지발달에 주관심을 두면서 종7

단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영아기에는 중재군과 대조,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생후 년부터 인지발달2

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권미경 은 저체. (1998)

중출생아를 퇴원 후 주 이내에 가정방문을 하여 모아상1

호작용과 영아돌보기에 대한 교육적 처치와 지지를 제공

한 결과 퇴원 후 개월에 관찰한 실험군의 모아상호작용1

정도는 대조군보다 높았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영아 건강증진을 위한

어머니역할 교육 프로그램을 분만 직후부터 산후 개월6

그림 연구설계< 1>

시기

대상

프로그램

실시전
퇴원전

퇴원 후

주이내1

생후

개월1

생후

개월2

생후

개월3

생후

개월4

생후

개월6

중재군 E1 X1 X2 E2, X3 X4 E3 X5 E4, X6

대조군 C1 C2 C3 C4

중재군 측정 대조군 측정 중재E; , C;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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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제공받는 중재군과 중재를 받지 않는 대조군간의

모아상호작용 양육환경 영아의 발달을 비교한 종단적, ,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2.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서울시내 대1999 3 15 12 14 S

학병원에서 모집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중재군에 대

한 중재 및 중재군과 대조군에 대한 자료수집을 실시하

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재태기간 주 이후에 출생하. 37

고 출생시 체중이 이상인 건강한 초산아와 그의2500g

어머니로 하였다 초기 대상자는 중재군 쌍 대조군. 24 ,

쌍 이었으나 개월의 시간경과동안 중재군에서 쌍24 6 5 ,

대조군에서 쌍이 탈락하여 최종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6

는 중재군 명 대조군 명의 총 명이었다19 , 18 37 .

연구절차3.

중재군에게는 퇴원전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산과적,

자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자가 계획한 어

머니 역할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였는데 분만 후 일, 2 7～

사이의 퇴원 전 기간에 병동의 신생아실에 있는 수유 및

교육실에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이후에 의문사항이 있

으면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적어주

었다 다음 퇴원후 주이내에 중재군의 산모에게 전화. , 1

를 하여 영아 돌보기와 산후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상담,

하고 교육내용을 잘 실천하도록 격려하였다 산후 개, . 1

월에는 가정방문을 하여 수유시 모아상호작용을 비디오

촬영한 후 중재군에게는 모아상호작용시 잘했던 점과 부

족했던 점을 지적하여 강화를 주었다 그리고 바람직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동안 아

기를 돌보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상담하고 지지해주었다.

산후 개월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어머니와 아기의 안2

녕 상태를 확인하고 교육내용의 실천을 다시 격려하였,

다 산후 개월에 다시 가정방문을 하여 수유시 모아상. 3

호작용을 비디오로 촬영하였으며 개월에는 가정에서의6

교육상황을 만들어 교육시 모아상호작용을 비디오로 촬

영하였다 또한 산후 개월과 개월에 양육환경을 사정. 3 6

하여 양육환경 조성 중 부족한 점은 재교육 하였으며,

이 때도 양육에 대한 상담과 지지를 제공하였다 한편. ,

대조군은 병원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퇴원교육만 받게 하

며 부모교육은 시행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자료수집 절차,

만을 시행하였다 촬영한 교육시 모아상호작용은 중재군.

과 대조군을 알지 못하는 제 자로서 모아상호작용 사정3

도구인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아동NCAST

간호학 전공 교수 인이 점수화를 실시하였다1 .

측정도구4.

모아상호작용1)

의Barnard(1978) NCATS(Nursing Child

는 어머니가 아기를 교Assessment Teaching Scale)

육할 때의 모아상호작용을 보는 것으로 개의 하위영역6

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어머니 영역 문항 아기 영역50 ,

문항의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23 73 ,

록 모아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양육환경2)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은 과Environment (HOME) Caldwell Bradley

그림 연구진행 절차< 2>

항목
교육

실시전

퇴원전

교육

생후

개월1

생후 개월1

교육

생후

개월3

생후 개월3

교육

생후

개월6

중재군

일반적 특성 •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모유수유

영아돌보기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양육환경

영아발달

교육시

모아상호작용

양육환경

영아발달

모아상호작용 • • •

양육환경 • •

영아발달 • • •

영아기질 • • •

대조군

일반적 특성 •

모아상호작용 • • •

양육환경 • • •

영아발달 • • •

영아기질 • • •

는 측정 는 교육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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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개발된 후 년에 개정판이 발표되었(1972) 1984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영 이 번안하고 수정하여, (1985)

가정환경 자극검사 세용라고 하였다 이 도구는 개(0-3 ) . 6

영역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45 ,

을수록 영아 발달에 바람직한 양육환경임을 나타낸다.

영아발달3)

의 은Griffiths(1954) Mental Development Scale

생후 주부터 개월까지의 영유아만을 위해 개발된 발4 24

달 사정도구로서 운동 개성 사회성, (Locomotor), -

듣기와 말하기(Personal-Social), (Hearing and

눈과 손의 협응 행동수행Speech), (Eye and Hand),

의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Performance) 5

수가 높을수록 발달이 빠름을 의미한다.

자료분석 방법5.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Window SPSS program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일반적인 사항은 실수와 백1)

분율로 구하고 두 집단간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와 를 이용하였다Chi-square test t-test .

연구가설 검정은 를 이용하였다2) t-test .

Ⅳ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중재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그룹간 동질성

을 확인한 결과 영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 학력 어, ,

머니의 직업 유무 가족의지지 유무 등이 모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정2.

교육시 모아상호작용1)

생후 개월에 측정한 중재군과 대조군의 모아상호작6

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test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재군

평균 표준편차±

(n=19)

대조군

평균 표준편차±

(n=18)

t p

어머니 연령 29.16±2.59 28.56±2.33 -.742 .463

아버지 연령 31.63±3.11 31.50±2.85 -.134 .894

가족 월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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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의

출생시 체중

단위( ; kg)

3.23±.35 3.31±.40 .697 .49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중재군

실수(%)

(n=19)

대조군

실수(%)

(n=18)

x² p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6(31.6) 6(33.3)

.013 .909
대졸이상 13(68.4) 12(66.7)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3(15.8) 5(27.8)

.784 .376
대졸이상 16(84.2) 13(72.2)

어머니 직업
유 5(26.3) 5(27.8)

.010 .920
무 14(73.7) 13(72.2)

조력자
유 12(63.2) 9(50.0)

.652 .419
무 7(36.8) 9(50.0)

가족형태
핵가족 14(73.7) 15(83.3)

.508 .476
확대가족 5(26.3) 3(16.7)

분만형태
자연분만 15(78.9) 12(66.7)

.707 .401
제왕절개 4(21.1) 6(33.3)

영아의 성별
남 9(47.4) 9(50.0)

.026 .873
여 10(52.6) 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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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시 모아상호작용 전체 총.

점에서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중재군의 총점

이 이었고 대조군의 총점은 였다47.89 , 41.89 (p=

이를 각각의 하부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아기의.016).

신호에 대한 민감성에서 중재군은 대조군은8.16,

인지적 성장을 촉진하는 행동에서 중6.83(p= .031),

재군은 대조군은 로 두 그룹간에9.63, 6.11(p= .004)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항목.

총점도 두 그룹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중재군은

대조군은 이었다 따라서 부36.95, 30.67(p= .007) . , “

모역할훈련 프로그램 중재군의 생후 개월의 교육시 모6

아상호작용 점수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NCATS) .”

라는 가설 은 지지되었다 표1 < 2>.

양육환경2)

생후 개월에 측정한 양육환경을 로 분석한 결6 t-test

과 중재군과 대조군의 총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그러나 하부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자극의. ,

다양성에서 중재군은 대조군은3,53, 2.72(p= .058),

어머니의 참여도에서 중재군은 대조군은4.89, 3.61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에서 중재군(p=. 036),

은 대조군은 으로 통계적으로 유8.74, 7.33(p= .055)

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중. , “

재군의 생후 개월의 양육환경 점수는 대조군6 (HOME)

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 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2

표< 3>.

영아발달3)

생후 개월의 전체발달지수6 (General Quotient;

는 중재군이 대조군이 로 유의한GQ) 111.81, 103.69

차이를 보였다 가지 발달영역별로 살펴보면(P<.001). 5

운동발달에서 중재군은 대조군은127.22, 114,59(p=

개성 사회성에서 중재군은 대조군은.013), - 119.55,

듣기와 말하기에서 중재군은105.26(p=.001),

대조군은 행동수행에서116.31, 106.49 (p=.004),

중재군은 대조군은 로 중재군108.35, 96.58(p=.019)

표 중재군과 대조군의 생후 개월 교육시 모아상호작용 점수< 2> 6

중재군

평균 표준편차±

대조군

평균 표준편차±
t p

아기신호에 대한 민감성1. 8.16±1.57 6.83±2.01 2.241 .031*

아기의 불편감에 대한 반응2. 10.68±0.58 10.33±1.50 .931 .362

사회 정서적 성장 촉진 행동3. - 8.47±1.90 7.39±1.54 1.904 .065

인지적 성장 촉진 행동4. 9.63±3.90 6.11±2.95 3.089 .004**

어머니 영역 총점 36.95±6.94 30.67±7.50 2.868 .007*

신호의 명확성5. 6.58±1.50 6.78±1.22 -.441 .662

어머니에 대한 반응6. 4.37±2.01 4.44±2.68 -.098 .923

아기영역 총점 10.95±3.14 11.22±3.56 -.25 .804

총 점 47.89±7.50 41.89±6.96 2.525 .016*

*p<.05 **p<.005

표 중재군과 대조군의 생후 개월 양육환경 점수< 3> 6

중재군

평균 표준편차±

대조군

평균 표준편차±
t p

환경조직 문항1. (6 ) 3.84±1.07 4.28±1.07 -1.237 .224

적절한 놀잇감의 구비상태2.

문항(9 )
2.68± .89 2.56± .92 .433 .668

자극의 다양성 문항3. (5 ) 3.53± .90 2.72±1.53 1.962 .058*

어머니의 참여도 문항4. (6 ) 4.89±1.24 3.61±2.23 2.181 .036**

어린이 행동에 대한 수용성5.

문항(8 )
5.89±1.24 5.78±1.35 .274 .786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6. ,

문항(11 )
8.74±2.08 7.33±2.22 1.985 .055*

총점 문항(45 ) 29.58±5.19 26.28±6.97 1.640 .110

*p<.1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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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지수가 대조군의 발달지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따라서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중재군의. , “

생후 개월의 영아 발달지수 는 대조군보다 높을 것6 (GQ)

이다 라는 가설 은 지지되었다 표.” 3 < 4>.

Ⅴ 논 의.

긍정적인 모아간의 상호관계와 조화를 위해서는 어머

니가 영아의 발달에 대한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Sander, 1962). Sander

는 생후 개월까지의 첫 단계는 모아관계의 일차(1964) 3

적 조정 시기로 아기의 특성을 파악하며 이에 따른 반응

을 어머니가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고 두 번째 단,

계는 개월에서 개월 사이로 사회적 정서적 적응시기3 6 ,

이며 미소 눈맞춤 발성 등이 특징적인 영아의 행동으로, ,

나타난다고 하였다 방경숙 은 생후 개월까지의. (2000) 3

기간에 걸쳐 아기의 신호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반

응해주며 이때 상호적인 관계형성과 적응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이후의 사회적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자극을 주도록 영아어머니들에게 교육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월까지 적용하여 장기적인 효과6

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아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생후. ,

개월에 중재군과 대조군 사이에 전체 점수에서 유의한6

차이를 보였으며 하부영역별로도 차이를 보여 아기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과 인지적 성장을 촉진하는 행동에서

중재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아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를 시행하고 그 효과를

본 의 연구에서 중재군은 대조군van den Boom(1994)

보다 더 반응적이고 적절한 자극을 주며 아기의 행동을,

조절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미국의 조기중재 프로그램인. Infant Health &

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본Development Program

등 의 연구에서도 중재군은 대조군보다Spiker (1993)

개월에 유의하게 지능이 높았으며 모아상호작용이 향36

상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국내 연구로서 모아상호작용을.

위한 간호중재를 실시하고 효과를 본 권미경 김(1998),

미예 의 연구에서도 중재군의 모아상호작용이 대(1999)

조군보다 높았으나 이들은 중재후 주의 비교적 단기4-6

간에 걸친 효과를 본 것이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모아,

상호작용 중재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한 것

은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

상호작용 능력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 항목 총점에

서는 두 그룹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중재군은

대조군은 이었다 따라서 계36.95, 30.67 (p= .007) .

속적인 산후교육과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한 어머니

역할 교육이 특히 산모의 모아상호작용 능력을 증진시키

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어머니가 영아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정환경을 얼마나 잘 조성해 주고 있는가를 보는

은 환경조직 적절한 놀잇감의 구비상태 자극의HOME , ,

다양성 어머니의 참여도 어린이 행동에 대한 수용성, , ,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중재 효과는 양육환경 점수에서 하부영역별로

중재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교.

육을 받은 중재군에서 생후 개월의 양육환경 전체점수6

는 중재군과 대조군 두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으나 중재군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극의 다양성 어머니의 참여도, ,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재군의 어머니들이 아이의 발달.

에 관심을 더 갖고 책을 보여주거나 읽어주고 놀이기간, ,

을 조성해주며 아버지가 돌보기에 참여하고 아이에게, ,

말을 적절히 하고 어머니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나타,

내 준다 방경숙 의 연구에서는 생후 개월에 중. (2000) 3

재군과 대조군의 양육환경 전체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표 중재군과 대조군의 생후 개월 영아 발달지수< 4> 6

중재군

평균 표준편차±

대조군

평균 표준편차±
t p

운동발달1. 127.22±12.63 114.59±16.67 2.607 .013*

개성 사회성2. - 119.55±11.35 105.26±11.43 3.813 .001***

듣기와 말하기3. 116.31± 7.71 106.49±11.29 3.103 .004**

눈과 손의 협응4. 105.39± 9.08 101.20±11.46 1.236 .225

행동수행5. 108.35±13.67 96.58±15.32 2.468 .019*

전체발달지수(GQ) 111.81± 5.03 103.69± 7.35 3.934 .000***

*p<.05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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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본 연구와는 차이를 나타냈으나 자극의 다양성과

어머니의 참여도라는 하부영역별 유의한 차이는 유사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에서.

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점수도 개월의 에서3 7.74

개월에는 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이의 월령이 증6 8.74

가함에 따라 아이의 언어적 반응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

과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적절한 놀잇감의 구비상태 환. ,

경조직 그리고 어린이 행동에 대한 수용성에서는 두 군,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대상자의 월령이 개, 6

월밖에 되지 않아서 해당되는 항목이 많지 않아 변별력

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와. Barrera, Rosenbaum

의 연구에서도 점수는 미Cunningham(1986) HOME

숙아 정상아 중재군 대조군 등 모든 군에서 대상자의, , ,

월령이 개월로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양4, 8, 12, 16

상을 보였다.

한편 의 개발자인 과HOME Caldwell Bradley

의 연구에서는 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1984) 6

점수에서 환경조직 점 적절한 놀잇감의 구HOME 4.62 ,

비상태 점 어린이 행동에 대한 수용성 점으로5.04 , 5.91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중재군이나 대조군보

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자극의 다양성은 점 어, 2.25 ,

머니의 참여도 점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3.01 ,

점으로 본 연구에서 중재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7.60

이를 보인 항목에서는 본 연구의 중재군이 이들 대상자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중재의 효과를 확인

시켜 주었다 또한 저소득층 미숙아를 대상으로 중재 프.

로그램을 실시한 등 의 연구에서는 생후Parker (1992)

개월의 점수가 중재군 대조군 로4 HOME 31.2, 25.7

본 연구 중재군의 점은 그들 중재군보다는 조금29.58

낮으나 대조군에 비해서는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 는 의 각Caldwell Bradley(1984) HOME

세부 영역마다 전체 대상자의 이하를 낮은 점수25% ,

에서 사이를 중간점수 이상을 높은 점수의25% 75 , 75%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제시하고 있는 각 점수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환경조직과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수용성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은 중재군과 대조,

군 모두 중간점수 적절한 놀잇감의 구비상태는 두 군,

모두 낮은 점수에 속하였으며 자극의 다양성은 중재군,

중간점수 대조군 낮은 점수 어머니의 참여도는 중재군, ,

높은 점수 대조군 중간점수에 속하였다 따라서 월령이, . ,

아직 개월이라서 아직 놀잇감이 다양하지는 않다 해도6

외국의 연구에 비해 가장 낮은 항목을 보이고 있어 월령

에 따른 다양한 놀잇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임숙빈(1997)

의 연구에서는 모아애착 증진 프로그램에의 참여군의

점수 총점이 점 비참여군이 점으로 두 군HOME 32 , 33

간에 양육환경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본 연구의

중재군보다 점수가 높았는데 이들은 적절한 놀잇감의,

구비상태에서 참여군 비참여군 로 높은 점수6.57, 7.25

를 보였다 이는 이들 대상자들이 발달지연이 있기는 하.

지만 생활연령이 개월의 아동으로서 본 연구 대25 48～

상자와는 연령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극.

의 다양성 어머니의 참여도 어린이 행동에 대한 수용성, ,

에서는 본 연구의 중재군이 이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

였다.

한편 등 은 대이거나 미혼모 또는 사Olds (1986) 10 ,

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초임부를 대상으로 한 산전 및 영

아초기의 가정방문 간호가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는데 가정방문을 받은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생후 년동안 아동학대나 방임의 발생률이 적었으며 보2 ,

다 적절하게 놀잇감을 제공해 주고 제한과 벌도 적게 주

었다 또한 첫 년동안 건강문제로 응급실을 방문하거. , 1

나 사고나 중독으로 의사를 찾은 사례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 은 가정방. Blake, Stewart Turcan(1995)

문을 통해 가족의 상황에 맞는 가족 중심의 중재를 실시

한 결과 중재군에서 신장과 체중의 유의한 증가와 부모, -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향상 그리고 아동 중심의 가정환,

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다 초기 영유아.

기의 가정방문을 통한 중재효과는 위와 같은 외국의 여

러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서도 다수의 영아를 위한 건강증진의 차원에서 이러한

간호중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의 로, Griffiths Mental Development Scale

측정한 생후 개월 영아의 전체발달지수는 중재군이6

대조군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재군111.81, 103.69

이 대조군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어머니 역할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한 중재 제공 결과 생후 초기부터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자극을 받은 영아들에서 발달이 더 증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생후 개월의 영아발달을 발달 영역별로 보. 6

았을 때 눈과 손의 협응을 제외한 운동발달 개성 사회, , -

성 듣기와 말하기 행동수행의 하부영역에서 유의한 차, ,

이를 보였다 생후 개월의 발달지수를 본 방경숙. 3

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하부영역별 점수에서 불(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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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한 증가와 감소를 보인 대조군과는 달리 중재군은

모든 하부영역별로 고른 점수의 증가를 보였다 즉 중재. ,

군에서 운동발달은 개월에 에서 개월에3 107.97 6

로 개성 사회성은 개월에 에서127.22 , - 3 110.38 119.55

로 듣기와 말하기는 개월에 에서 개월에, 3 107.45 6

로 눈과 손의 협응은 개월에 에서 개월116.31 , 3 98.49 6

에 로 행동수행은 개월에 에서 개월에105.39 , 3 94.42 6

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중재군 어머니가 대조군108.35 . ,

보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에 적합한 언어적 자극을

많이 주고 적절한 접촉을 하며 아기의 상태와 반응에 적

절한 상호작용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미숙아의 발달 촉.

진에 목적을 두고 발달을 위한 자극과 모아상호작용 증

진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한 등 의 연Barrera (1986)

구에서도 두가지 중재 접근이 모두 가정환경 변화와 영,

아의 인지발달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월에 비하여 개월에 중재군과 대조군의 차3 6

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영아의

발달에 장기적으로 높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

러 연구들이 영아의 발달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효과를

볼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어(Parker et al, 1992;

영아의 발달에 대한 중재의 효과에 대Barrera, 1986)

해서는 추후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 모아상호작용 모형을 기초로Barnard ,

초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교육

시 모아상호작용과 양육환경조성 및 영아발달 증진에 미

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종단적 유사실험 연구

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내의 대학병원에서 재태기간. S

주 이후에 출생하고 출생시 체중이 이상인 건37 2500g

강한 신생아와 그의 어머니로서 중재군 명 대조군19 ,

명으로 총 명이었으며 년 월 일부터 월18 37 1999 3 15 12

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절차는 중재군에게는14 .

퇴원전 교육과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해 모아상호작

용 모유수유와 신생아 돌보기 영아의 건강증진 및 발달, ,

을 위한 바람직한 양육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

였으며 상담과 지지를 제공하였다 대조군은 같은 기간.

에 걸쳐 정규화된 교육이나 상담 없이 자료수집만을 시

행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적용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결과.

변수로는 생후 개월의 교육시 모아상호작용과 양육환6

경 영아발달을 측정하였다, .

자료수집에 사용된 도구는 의 교육시 모아상호Bar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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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발달 사정도구였다 수집된 자료는. chi-square

를 이용하여 두 군간의 동질성 검증과 두 군test, t-test

간의 중재 효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생후 개월의 분석에 따1) 6 t-test

르면 모아상호작용 총점에서 중재군과 대조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세부(p=.016),

영역별로는 아기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p=.031),

인지적 성장 촉진 행동 및 어머니 항목 총(p=.004)

점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중재군이 대조(p=.012)

군보다 교육시 모아상호작용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생후 개월에 측정한 양육환경 점수는 중재군과 대조2) 6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하부

영역별로 중재군의 어머니가 바람직한 양육환경 조성

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 영역별로는 자.

극의 다양성 과 어머니의 참여도(p=.058) (p=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 에서.036), , (p=.055)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생후 개월에 측정한 영아발달지수는 중재군이6

로 대조군의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111.81 103.69

영역별로는 운동발달 개성(p=.000). (p=.013), -

사회성 듣기와 말하기 에서 유(p=.001), (p=.004)

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를 통해 건강한 모아를 대상으

로 해서도 모아상호작용 및 영아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프

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본 연구는 일회적,

인 교육이나 자료수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중재 효과

를 본 종단적 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임상이나 지역사회에서도 영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모교

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다양한 대,

상자들에게 적용한 연구와 효과를 보다 장기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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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Maternal Role Education,

Mother-Infant Interaction,

Childrearing Environment,

HOME, Infant Development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Parent Role

Education Program I
-Focusing on the six-months results-*

Han, Kyung Ja**Kwon, Mi Kyung***

Bang, Kyung Sook****Kim, Jung Soo*****

Recent research indicates that the new

mothers want to learn about childrearing, and

have burden in care of infants. Also it indicates

that the new mothers say the lack of confidence

and knowledge about infant care. This study

was a prospective longitudinal reseach developing

parent role education program and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for mother-

infant interaction, childrearing environment and

infant development. Longitudinal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used. The subjects were the healthy

infants weighing over 2,500gm at birth, whose

gestational age was more than 37weeks, and

their mothers. The sample consisted of 19

mother-infant dyads for intervention group and

18 dyads for control group.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5th to December 14th in 1999. For

the intervention group received programmed

education that was consisted of discharge

education, telephone counselling, and home

visiting for maternal educa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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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program.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results of six

months time poin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score of mother-infant interaction(NCAST)

between two groups. Interven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s in the subscales of

sensitivity to cues, cognitive growth fostering,

and caregiver total.

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score of child rearing environment

(HOME) between two groups of six-month-

infants. But when each subscale of HOME

was examined, interven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s in the dimensions of

opportunities for variety in daily stimulation,

maternal involvement with child, and

emotional, verbal response.

3. Six-month-infants of the intervention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GQ in the

Griffiths mental development scale.

In conclusion, the maternal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promoting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organizing the childrearing environ-

ment, and fostering the infant development.

These results were very meaningful that we

found parent role education necessary for normal

infants' mothers, and nurses can make a great

contribution in promoting health of infants and

mothers.

* The authors wish to acknowledge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made in

the program year of 1998.

**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Kyungbok Colle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