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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어머니가 되는 사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상황에서도 새로 태어난 아이와 정서적 관

계를 확립하고 어머니가 되기 이전에 수행해왔던 일련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통합하기 위해 심리

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극소체중아를 출산.

하여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안 죄책감 좌절감 자, , ,

녀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으로 심한 어려

움을 겪는다(McCain, 1990).

최근 들어 신생아집중 치료기술의 진보에 의하여 극소

체중아를 포함한 미숙아의 생존율이 날로 증가하고 특,

히 출생 시 체중 미만의 극소체중아의 생존율이1500g

년대에 로 증가되면서최중환 극소1990 70.9% ( , 1994),

체중아를 키우는 어머니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극소체.

중아는 모든 기관이 미숙하고 저장능력의 결핍 치료에, ,

따른 후유증과 같은 병인에 따라 입원 치료 중에는 뇌실

및 뇌실 주위 출혈 특발성 호흡곤란증 폐렴 괴사성 장, , ,

염 감염 등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김지홍 등 김행미 신생아 집중 치료( , 1996; , 1996),

후에는 상당 기간 발달장애 미숙아 망막증 만성 폐질, ,

환 성장부전 학습 및 언어능력 장애 아동학대 및 방임, , ,

환아 증가와 같은 후유증들이 나타난다홍창의( , 1998;

미숙아는 재태기간과 체중에Schraeder et al, 1997).

따라 다양한 건강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특히 체중이 적

은 극소체중아는 미숙아 중에서 보다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게된다홍창의 한편 극소체중아는( , 1997).

장기간의 입원 및 합병증으로 일시적으로 정상 성장발달

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생후 년까지 자연적인, 2

자기 복원기전으로 회복되고 정상범주의 성장발달을 하

게 된다김은숙 등 그러므로 극소체중아의 어머( , 1996).

니가 겪는 어려움은 아기의 출산이나 퇴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지속적으

로 경험하게 되며 영구적인 건강문제가 있는 장애아나,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경험과 다른 경험을 할 것으로 사

료된다.

극소체중아 어머니의 경험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미숙아 어머니에 대한 연구로 미숙아 어머니와 만

삭아 어머니를 비교하여 인지 정서상태 건강상태 등 몇, ,

가지 개념들간의 차이를 양적 연구로 규명하고권미경( ,

한경자 이자형 모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1991; , 1994),

주는 변인의 하나로 양육태도를 확인하거나권인수( ,

조결자 영아 돌보기 자신감과 모성역할1992; , 1993)

만족도와 같은 일부 변인간의 관계백미례 정상( , 1990)

아 어머니와 양육 스트레스 비교김동희 에 대한(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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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주로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가 사용됨으로서 미,

숙아 어머니들이 처한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폭넓

은 경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시기가 미.

숙아 출생 직후나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기간 혹은 미

숙아 양육 초기로 제한되어졌다 미숙아 출생부터 성장.

과정에 따른 미숙아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

하는 질적 연구 결과도 있으나문진하 최은진( , 2000; ,

미숙아 중에서도 사망률과 유병률이 높고 지속적1999)

으로 성장과 발달에 문제가 많아 간호대상자로 더욱 중

요시되는 극소체중아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는 전무하다.

극소체중아 어머니의 경험은 극소체중아의 건강과 성

장발달을 위해서도 이해가 요구되는데 이는 인간이 정상

적인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타고난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

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하

는데 초기 환경 중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어머니에 의해

서 제공되는 돌봄의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극소체중아 어머니의 주된 경험인 양육은 인간사회 어

디에서나 발견되는 현상이나 양육의 구체적 의미와 누가,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키우는가에 관하여는 시간과 공,

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조형 극소체( , 1995),

중아 양육과 관련된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맥락적

인 의미가 배제된 결과들로서 우리나라 극소체중아 어머

니의 경험으로 그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미숙아를 칠삭둥이 팔삭둥이로 칭하며

앞으로 사람구실을 못하는 장애아가 된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일반인의 미숙아에 대한 인식 연구,

에서도 미숙아를 신체 및 정신 장애아로 잘못 인식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에 달하며 미숙아 출생 시 치료하40% ,

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로 미숙아에 대한31.5%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 실정이다권오혁 신손문( , , 1998).

이렇듯 미숙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다른 상황에서 사

회 문화적인 환경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결과의

적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극소체중아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간호접근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그들의 경험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극소체중아를 낳고 돌보면서 경험하는 일

련의 현상을 어머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일이 극소체중아

어머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극소.

체중아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는 극소체중아 어

머니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이를 기초로 이들이

겪는 부정적인 경험을 줄일 수 있는 중재방법이 개발된

다면 극소체중아 어머니의 삶 뿐 만 아니라 극소체중아

의 성장발달과 건강증진까지도 부가적으로 취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는 극소체중아 어머니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로 연구문제는 극소체중아 어머니의 경험“

은 어떠한가 이다? ” .

Ⅱ 연구 방법.

자료수집1.

연구자는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극소체중아의 어머니를 소개받게 되었다 연구의.

참여를 허락한 어머니들의 명단을 받아 연구자가 직접

전화통화로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다시 구하였으며,

심층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으며 면담은 모두 참여자의 집에,

서 이루어졌다.

자료는 개인심층면담으로 수집하였다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면담시 주요 질문 내용은 아기를 돌보면서 느

끼는 점이나 경험한 것들에 대한 것으로 아기극소체중“ (

아 를 낳고 양육하는 동안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와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주제를 광범위한 범위”

로 접근하면서 점차 선행 면담에서 얻은 정보에 의존하

여 더욱 초점을 맞춘 주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면담

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명에서 자료가 포화되었. 8

으며 면담은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하여 면담 횟수는 회에서 회까지였다 연구참여자의, 2 3 .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한 후 필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2.

연구 참여자는 재태 기간이 주 이하면서 출생시 체37

중이 이하로 선천성 기형이 없고 다태아가 아닌1500g

극소체중아를 출산하여 면담시까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극소체중아 어머니들은.

모두 명으로 학력은 고졸 명 전문대졸 이상 명이었8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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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종교는 무교 명 불교 명 기독교 명이었다, 3 , 2 , 3 .

어머니 직업은 전업주부 명 휴직 명이었다 자녀의7 , 1 .

성별은 남아 명 여아 명이었으며 자녀의 출생 시 체5 , 3 ,

중은 에서 으로 다양하였고 재태 기간은890g 1420g , 27

주에서 주였고 입원기간은 일에서 일이었다32 , 70 120 .

면담시 극소체중아의 교정연령은 개월에서 개월로8 30

다양한 월령이 포함되었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명 둘째. 6

가 명이었다2 .

자료분석3.

자료는 현상학적인 방법의 하나인 의Colaizzi(1978)

단계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단계로 모든7 .

참여자의 녹음내용 혹은 문자화된 내용을 듣거나 읽고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얻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결

과를 요약함으로써 개개인의 경험에 최대한 동감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은 다시 각각의 자료로 돌아와 극소체.

중아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

있는 진술들을 추출하였다 그 다음 추출된 문장과 구절.

들로부터 의미가 담긴 문장을 형성하였으며 이때 구성된

의미를 범주 주제 묶음으로 분류하여 조직하였다 이때, .

주제묶음은 자료와 대조하여 타당성을 확인한 후 맞지

않는 것은 제거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묶음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기술하였고 이때

에 주제묶음의 포괄적인 설명을 기술하되 가능하면 기본

적인 구조를 잘 나타내면서 모호하지 않은 진술을 형성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험의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타당.

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의 참여자의 자료로 되돌아가

거나 새로운 참여자에게서 이들 경험의 본질적인 구조인

주제 묶음들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의 신뢰성은 과 가 제Lincoln Guba(1985)

시한대로 참여자의 검증을 통해 증진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인 주제묶음들이 극소체중아 어머니의 경험을 정확

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결과 나온 개의8

주제묶음을 새로운 명의 극소체중아 어머니에게 검증을2

받았으며 그 결과 하나의 주제묶음이 탈락되어 개의 주7

제묶음이 도출되었다.

Ⅲ 연구 결과.

극소체중아를 양육하는 명의 어머니를 심층 면담하8

여 나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156

도출되었으며 각 진술은 연구자에 의해서 분석되고 해,

석되었다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추출된 문장과 구절들로.

부터 의미가 담긴 문장을 형성하였으며 이때 구성된 의

미를 범주 개의 주제 묶음으로 분류하고 조직화하여, 7

경험의 본질적인 구조를 기술하였다.

주제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놀라고주제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놀라고주제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놀라고주제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놀라고1.1.1.1.

당황하였다당황하였다당황하였다당황하였다....

극소체중아 어머니들은 조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 몹시 놀라고 당황하였‘

다고 모두 생생한 경험으로 회상하였다 참여자 중 일부’ .

는 임신 초기부터 임신중독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자궁,

경관무력증으로 의사로부터 조산의 가능성을 여러 차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자신이 조산을 할 것이라고

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구정 전전날 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양수인데 처“ . ,

음이니 뭘 알아요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해서 설을 쉬러.

시댁에 가서 저녁때 일을 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불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너무. .

놀라 에 신고를 해서 병원에 가는데 분을 가는데119 30

그때 심정은 시간 시간으로 느껴지고 얼마나 가슴이5 10 ,

뛰고 놀랐는지 몰라요”

참여자 대부분은 예기치 못한 출산으로 산전진찰을 받

았던 병원과 무관한 다른 병원에서 출산을 경험하게 되

었고 낯선 의료기관에서의 출산 경험은 기존에 산전관,

리를 받았던 의료진 시설 서비스의 차이로 인하여 출산, ,

상황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더욱 혼란스러워 하였다.

갑자기 낳게 되니까 원래 다니던 병원은 개인병원인“

데 원장님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포에서

인천으로 갈까 수원으로 갈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인천

에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수원까지 가게되었지요 수원에.

는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되었어요”

또한 참여자들은 아이 출산에 대비하여 자신의 직장‘ ,

경제적 준비 출산준비 태교 아이 양육과 관련된 계획, , , ’

등을 미처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거나 계획,

을 하였어도 조산으로 계획이 무산되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 하였다.

피아노 학원을 막달까지 하고 교사를 구하려 하였는“

데 달에 낳았으니 어떻게 해요 경황도 없고 황당해서7 ,

애도 입원하고 정신 없어서 그냥 문을 닫게됐어요.”

주제 너무나 작고 약한 아이로 인하여 불안 슬주제 너무나 작고 약한 아이로 인하여 불안 슬주제 너무나 작고 약한 아이로 인하여 불안 슬주제 너무나 작고 약한 아이로 인하여 불안 슬2. ,2.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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픔 두려움 막막함 죄책감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픔 두려움 막막함 죄책감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픔 두려움 막막함 죄책감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픔 두려움 막막함 죄책감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 ,, , ,, , ,, , ,

겪었다겪었다겪었다겪었다....

출산 후 보게된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상상을 초월한

충격적인 모습이어서 출산의 기쁨을 거의 느낄 수 없었

다 너무나 왜소하게 태어난 아이는 사망하거나 합병증. ,

으로 장애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두려움,

슬픔 불안하였음을 호소하였다 출생직후 생존 가능성이, .

낮아 치료 포기의 권유를 받게된 참여자들은 치료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이 겁나고 무서웠다 고 하였다‘ ’ .

의사선생님이 남편에게 얘기했대요 가능성이 너무“ .

낮다구요 뇌에 물도 차고 몸무게도 너무 작아 살아도 힘.

들거라구요 그 순간 겁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대.

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막 화나 나대요. ”

인큐베이터에서 생존을 위해서 소리 없이 몸부림을 치

는 아이 모습과 알지 못하는 기계를 부착하고 힘든 치료

과정을 겪어내는 아이를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

로움을 겪었고 다시는 보기 싫은 광경으로 기억하였다‘ ’ .

처음 보았을 때 사람 같지 않더라구요 새 작은 새“ .

같았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때 과연 살 수 있을까 살아. .

도 혹시나 하는 심정에 가슴이 메어져 오래 바라볼 수

가 없었어요”

참여자들은 조산의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아‘

이에 대한 일시적인 포기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 ‘

한 점 보고 싶지 않음 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다고 하’, ‘ ’

였다 퇴원 후에도 아이가 힘든 치료과정과 검사를 고통.

스럽게 받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원치 않게 낳아서 아기‘ ’

가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자책감을 가졌다.

완전히 이렇게 누워서하는데 완전히 애가 까무러쳐“

요 정말 아우 그때는 못 봐주겠드라구 눈을 그냥 이렇. - .

게 막 눈꺼풀을 까뒤집고 하니까 그때는 정말 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들드라구 그게 참 그만 지.

금도 그거 생각하면 제 마음이 아파요.”

이러한 다양한 심리적 고통은 참여자들의 학력 나이, ,

아기의 상태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심리적 고통은 기존에 있던 아이의.

건강과 발달문제가 유지되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

지속되었으며 아이의 건강문제가 해결되고 성장발달에,

이상이 없게 되면서 감소되었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아.

이상태가 실제로 좋아지기 전 이지만 의사로부터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듣거나 태몽이 너무 좋았다 쳐, ‘ ’, ‘

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등의 느낌으로 아이에게서’

생존과 성장발달의 잠재성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그리.

고 종교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절대자에게 의지하여 아이

가 장애 없이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간절하게 기원하였고,

절대자에 대한 의지로 심리적 고통이 다소 감소될 수 있

었다고 하였다.

불안했지만 괜찮을 거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애를“ .

보면 말은 못하지만 텔레파시라고 해야할까 무언가 나에,

게 전달해오는 것이 있었어요 남편도 그런 느낌을 받았.

다고 하더라구요.”

주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온 감각 온 시간을주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온 감각 온 시간을주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온 감각 온 시간을주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온 감각 온 시간을3.3.3.3.

아이에게 몰두하였다아이에게 몰두하였다아이에게 몰두하였다아이에게 몰두하였다....

아이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고 있어 직접 돌보

지 않는 상황에서도 참여자의 관심과 신경은 아이한테

집중되었으며 아이 상태의 변화에 따라 참여자의 생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매일 측정되는 아기의 체중과 아기.

상태를 알게되는 과정은 마치 수험생이 시험의 당락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 .

못 가보는 날은 병원에 전화해봐요 몸무게가 늘었다“ .

고 하면 그 날 기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줄었다고 하면

하루 기분이 영 말이 아니죠 남편도 풀이 죽고요. .”

퇴원 후 직접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새로운 환경은 아

이와 함께 있어 기쁘면서도 질식 무호흡으로 아이를 잃,

거나 재 입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생활

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든 신경이 아이한테 집중이 되.

어서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지는 느낌을 이야기하였다‘ ’ .

이러한 긴장감은 아이를 돌보는 방식의 특이성을 보이는

데 감염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조심‘

스럽고 철저하게 하기와 건강과 성장발달을 확인하기 위’

해서 보고 또 보는 세심한 관찰 방식이었다 양육초기의‘ ’ .

철저히 돌보는 방식은 아이 퇴원 후 개월까지 지속되3-5

다 조금씩 감소 되였으며 일부 참여자는 습관화되었다,

고 하였다.

뭐랄까 만지면 터질 것 같고 잠자다가도 숨을 쉬나“ .

안 쉬나 여러 번 깨 가지고 보는 거예요 백일 지나. 5, 6

개월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라 감기가 걸릴 것 같으“

면 애한테 옮기지 않으려고 미리 감기약을 먹고 집에서,

도 마스크 쓴 적도 있어요”

참여자들은 모두 직접 아이를 돌보았는데 남에게 맡‘

기기 어려운 아이라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하였으며 아이’

를 약하고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에 아이에게 모든 관심

이 집중되고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아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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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되어 참여자 자신을 돌보

는 시간과 여유를 전혀 가지지 못하였다 특히 산후 조.

리 못한 것을 아쉬워했으며 다음에 아이를 낳는다면 자

신을 위해 산후조리를 잘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를 이렇게 작게 낳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키우“○○

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덜 신경 쓰는 것이 아이한테도.

좋을 텐데....”

주제 아이를 키우는 현실이 때때로 견디기 힘겹다주제 아이를 키우는 현실이 때때로 견디기 힘겹다주제 아이를 키우는 현실이 때때로 견디기 힘겹다주제 아이를 키우는 현실이 때때로 견디기 힘겹다4. .4. .4. .4. .

참여자들은 애들 키우는 것이 다 똑같지요라고 하면‘ ’

서도 극소체중아를 키우는 것이 만삭아를 키우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였다 극소체중아라고 해서 동일한 양상을‘ ’ .

보이지는 않았지만 참여자들을 힘들게 하는 아이의 특성

은 주로 잠을 안자고 먹지 않고 토하고 많이 울고 발, , , ,

달이 늦고 자주 아프고 잦은 입원이 였다 이러한 아이, , .

의 특성으로 인해서 참여자들은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었

다고 하였다.

일찍 낳아서 그런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얘는“

년은 많이 울었어요 계속 안고 업고만 지냈으니까요1 . .

지금은 지가 걷고 다니고 하니까 조금 나아졌지요.”

남들은 애가 적으니까 가벼워서 힘도 안들겠다고 하“

지만 애가 적으니까 안고 할 때도 조심스러워서 몸에 얼

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뼈가 다 아파요”

참여자의 경제 여건에 따라 경중의 차이는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으로도 힘들어하였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과 퇴원 후 후유증의 치료 및 검사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험하였는데 아이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인공호흡기

부착이나 계면활성제 등의 고가 약물사용 미숙아 망막,

증으로 인한 레이져 수술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 후 잦,

은 입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아이의 나.

쁜 건강상태와 치료비가 비례하면서 경제적 부담 뿐 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려움을 배가 시켰다.

검사해서 결과를 아는 것이 좋지만 없는 사람은 힘들“

더라구요 보험이 안되는 것도 너무 많구요 병원에 입원. .

했을 때도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부부 확대가족과의 갈등도 참여자들을 힘들게 하였,

다 아기의 포기를 권유받거나 남들 다 잘 낳는 아이. ‘ ’, ‘

를 요란하게 낳았다고 비난받고 아이의 외모나 발달에’, ‘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들을 때 힘들어하였다 그런데 참’ .

여자 대부분은 극소체중아의 조산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시집식구들의 직접적인 비난이나 부당한 대우에 표현하

기 보다는 속으로 삭이거나 서운한 감정을 가진 채 생활

하였다 아이가 점차 성장하여 잘 자라면 참여자들도 떳. ‘

떳하고 당당해지면서 자격지심이 줄었다고 하였다’,‘ ’ .

형님이 호적 더럽힌다고 출생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

더라구요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요.”

시어머니가 돈으로 산 아이라고 말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요.”

주제 홀로 특별한 아이를 보통 아이로 키워냈다주제 홀로 특별한 아이를 보통 아이로 키워냈다주제 홀로 특별한 아이를 보통 아이로 키워냈다주제 홀로 특별한 아이를 보통 아이로 키워냈다5. .5. .5. .5. .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만삭으로 출생한 또래의 아이들

과 비슷하거나 비슷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

로는 특별한 아이로 여겼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의미는‘ ’ .

두 가지 인데 힘들게 고생한 아이 죽었다 살아난 아이‘ ’, ‘ ’

등 강한 생명력을 지닌 아이로 평가하는 점과 다른 의,

미는 자녀의 부족한 점을 조금 다른 아이 특별한 아이‘ ’,‘ ’

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자녀의 부족한 점은.

비슷한 월령의 또래 아이와 비교해서 작거나 약하거나

발달이 뒤쳐지는 점과 짧은 임신기간으로 태교를 받지

못하였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

지 못한 점을 모두 진술하였다.

우리 집안에서 얘 만큼 유명한 애는 없어요 특별 대“ .

우받는 다니까요 어쩌다 가면 모두 서로 안아보겠다고.

난리예요.”

특별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만삭으로 출생한 아이

들과 다른 정보 경험 서어비스가 요구되는데 어느 것도, ,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극소체중아를 키우는데 유용.

했던 정보는 퇴원 시 받았던 수유 목욕에 대한 교육과,

의료진으로부터 미숙아의 생리적 취약성 예방 접종 이, ,

유시기 교정연령 등에 대한 내용이였다 그러나 대부분, .

의 정보가 양육 초기로 한정되었으며 교육내용도 피상적

이여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너무 부족하였다고 하

였다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년 간 만삭아들에 비해서. 2-3

성장발달이 늦고 잔병치레가 많을 거라는 점은 모두 알

고 있었으나 의심스러운 발달과 행동 새로운 증상의‘ ’, ‘

출현 어느 시점부터 만삭아로 여기고 키워야 하는지에’, ‘ ’

많은 의문과 혼란스러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퇴원 후 발.

달과 건강을 위한 적절한 조기 중재 서비스가 부재 된

현실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데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만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우연히 알게된 극소체중아 어머니들

과 양육정보 교환을 하였으나 아이들마다 문제가 다양하

고 서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동병상련의 정서적인 의,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8 1

- 115 -

지 외에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제달 채워서 난 애보다는 비슷하겠지만 그 애는 달“ , 8

만에 낳고 우리 애는 달만에 낳았는데 다르겠죠 보니까7 .

또 다르더라구요.”

우리 이는 발달에는 문제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

비쩍 말라서 고민이지요 근데 눈 치료 다니다 만난 미.

숙아 엄마 애는 키도 크고 살도 쪘는데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엄마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구요. ”

그래서 참여자들은 나름대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

해서 많이 해주기와 마음 비우고 기다리기 전략을 사용‘ ’ ‘ ’

하였다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하였고 성장을 위해서 많이. ,

먹였고 발달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시각 청각 촉각 자, , ,

극을 제공하였다 많이 해주기의 객관인 평가는 어렵지. ‘ ’

만 참여자들 모두 만삭으로 낳았다면 지금 보다는 아이

에게 덜 해주었을 거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이에게 많이.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해야 바람직한지 몰라 계속 의문시

하였고 자신감 없어 하였다.

개월이 지나면서 다리를 주물러 주었더니 시원해 하“5

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팔다리를 주물러주어요. .

그래서 키는 큰 것 같아요.”

잘 먹이고 많이 먹이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

우유 먹을 때도 그렇고 이유식 먹을 때도 한 숟가락이라

도 더 먹여 빨리 키우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다른 전략은 마음 비우고 기다리기 였다 참여자들은‘ ’ .

아이들에게 좋다는 것을 해보고 싶지만 도움이 되는 정

확한 방법을 모르고 아이가 약하고 어려서 도리어 해가

될까봐 아이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어 조급한 마음을

비우고 아이 스스로 정상성장을 따라 잡을 시기인 년2-3

까지 낙관적으로 기다리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보약을 먹이려해도 너무 약하고 병원에서 준 약도 많“

이 먹었었는데 괜히 안 먹는 것 보다 못 할까봐 기다려

보려구요.”

내가 조급해 하는 것이 내 욕심인 것 같고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건강을 해치면 그땐 돌이킬,

수 없잖아요 조심스러워서요 기다려 봐야죠. . .”

주제 아이에 대해 마음이 놓여 여유가 생겨도 경주제 아이에 대해 마음이 놓여 여유가 생겨도 경주제 아이에 대해 마음이 놓여 여유가 생겨도 경주제 아이에 대해 마음이 놓여 여유가 생겨도 경6.6.6.6.

계를 늦추지 않았다계를 늦추지 않았다계를 늦추지 않았다계를 늦추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지켜보면서 하나 둘

씩 안심하게 되고 마음이 놓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가장 크게 안심하게 되는 계기는 위험한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아기가 퇴원하면서 크고 작게 마음졸였던 점들이

이제는 살았다라고 안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가 발‘ ’ .

달지표를 하나하나 달성하여 목을 가누고 기고 걷고, , , ,

보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상적인 성장발달의 가능성,

을 발견하면서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발달의 평가 시 출생연령으로 하지

않았으며 교정 연령을 알고 교정연령으로 발달을 평가하

였으며 특히 걷는 것을 매우 중요한 발달지표로 여겨서,

자녀가 교정연령 개월 이상인 참여자는 모두 아이가15 ‘

걸을 수 있을 때 까지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회’

상하였고 아이가 개월 미만인 참여자들은 자녀가 걸을15

수 있을 때까지는 현재의 발달상태와는 무관하게 안심할

수 없을 거라고 하였다.

작아도 조금씩 몸무게 늘고 걷는 것도 비슷하게 가“

고 엄마 보고 웃고 하니까 인제 걱정도 없어지고 인제, ,

보통 애랑 똑같이 생각되어지고 얘가 미숙아라고 생각이

않들고 웃음...( ) ”

퇴원 시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던 합병증에 대한 걱정이

검사를 통해서 기우였음을 경험하고 병치레로 가슴이, ‘

철렁철렁하기도 했지만 병원치료들을 견디어내는 아이의’

자생력을 확인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다시 경험할 때 처

음 만큼 불안감이 생기지 않고 여유가 생겼다고 이야기

하였다.

퇴원 때 선생님이 말을 못할 수 있다고 해서 걱정했"

지요 가슴이 먹먹하고 그런데 집에 와서 개월 만에 밤. 3

에 갑자기 빠하고 말을 했어요 그때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 날 밤은 그냥 샜어요. ."

또한 여유로움은 아이를 돌볼 때에도 반영되어 철저하

고 꼼꼼하게 하던 양육방식과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전략

에서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돌보게 되었다 또래와 비슷.

해진 아이를 보면서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대처하였고 과보호에서 막 키우기로 전환하고자 하였, ‘ ’

다 아이의 부족한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의미.

를 부여하며 자녀가 미숙아였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

이제는 막 키워야되요 너무 오냐 오냐 하고 모두 자“ .

기 위주로 해주니까...”

한편 참여자들은 자녀가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후유증,

없이 성장해도 새로운 의심스러운 발달과 행동을 보일 때

극소체중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귀인하

였다 또한 극소체중아로 태어난 것이 현재 문제로 나타.

나지는 않았지만 성장한 후에 나쁜 영향을 줄까 불안해하

였고 경계를 늦추지 못하였다 건강 뿐 만 아니라 인성. ,

성격 취학 후 학습능력에 대해서 안심하지 않았다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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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이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아이는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고 발달단계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다르므로 참여자

들은 완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고 하였다.

지금은 얼추 다른 애들만큼 따라 갔지만 나중에 가봐“

야 하는 것도 있고 학교 보낼 때 한해 늦게 보낼까봐.....

요 요즘 월 생도 살에 학교 안 보내고 년 있다가. 1,2 7 1

보내잖아요 나중에도 적어서 못 따라가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주제 어려웠던 시간을 회상하며 보람을 찾아갔다주제 어려웠던 시간을 회상하며 보람을 찾아갔다주제 어려웠던 시간을 회상하며 보람을 찾아갔다주제 어려웠던 시간을 회상하며 보람을 찾아갔다7. .7. .7. .7. .

참여자들은 아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웠던 점을 회상하

며 눈물짓거나 목이 메어 잠시 이야기가 중단되기도 하

였으나 다른 부모들은 포기하는데 자신은 포기하지 않았‘

고 너무나 작아 키우기 힘든 아이를 키워냈고 그러한’, ‘ ’

자신들을 바라볼 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극소체중아 어머니들은 모두 출산과 양육의 부.

정적인 경험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으며 아이가,

발달지연으로 진단 받아 재활치료를 받는 참여자도 자신

의 노력으로 아이가 현 상태라도 될 수 있음과 아이의

우수한 면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보람됨을 경험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들 죽는다고 했지요 돈 많은 사람들도 장애아가“ ,

될 까봐 포기하는데 나는 끝까지 우겨서 이렇게 잘 자라

는 걸 봐요 이가 잘 자라서 고맙기도 하지만 나 자. ○○

신도 대단하게 느껴져요.”

참여자들은 아이가 세상의 맨 처음 경험을 하면서 벌

이는 크고 작은 헤프닝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재미를

느끼며 성장하면서 이쁜 짓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애정, ‘ ’

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극소체중아 자녀의 성.

장 과정을 가까이 보면서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존엄성

을 느끼고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을 피부로 실감하는 경

험이 되었다고 하였다.

재롱떠는 것 보면 너무 이쁘죠 아흔 아홉 번 힘들게“ .

해도 한번 기쁘게 하면 그게 모든 걸 덮고도 남아요 그

래서 자식을 키우나 봐요?”

첫째 때는 아이가 건강해서 잘 못 느꼈는지 얘는“ .....

너무 너무 한 단계 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생명이 참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잘 키워야지 너무 귀.

한 생명인데...”

Ⅳ 논 의.

본 연구결과 극소체중아 어머니는 출산으로 놀라고 당

황하며 왜소한 아기로 인하여 불안 슬픔 두려움 막막, , , ,

함 죄책감 등 다양한 부정적 심리적 반응을 보여주는,

주제 는 기존의 미숙아 어머니의 연구1, 2 (Brooten et

와 일치하고al, 1988; Gennaro & Brooten, 1990)

있다 이 결과는 최양자 의 연구에서 조산을 예견. (2001)

하지 못한 일 믿기지 않는 일로 당황함을 경험하는 것,

과 일치하였고 과 의 연구에, Blackburn Lowen(1985)

서 어머니는 미숙아의 출산으로 죄책감 무력감 실망 및, ,

상황조절 능력부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

하였으며 임지영 의 지지간호를 통해서 나타난 어(1996)

머니의 인지 정서적 경험의 과정을 살펴본 연구결과에서

미숙아 출산과 입원 동안에 두려움 혼동스러움 분노, , ,

부정 죄책감 의존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보고한 것과도, ,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문진하 의 첫 아기가. (2000)

미숙아인 어머니의 경험에서 아이의 왜소함이 마음을 짓

누름이라는 주제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주제 에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온 감각 온 시간을3

아이에게 몰두하였다는 것은 가 극소체Maroney(1994)

중아 자녀의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뿐 만 아니라 퇴원 후

에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생활이 멈추지 않고 생활

은 소용돌이 속에 계속 있게 되었다고 표현한 것과 유사

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자녀를 남에게 맡.

기기 어려워하며 자녀에게 몰두하는 것은 미숙아로 태어

난 영아의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

는데 불안 걱정을 더 호소하는 것, (Perrin et al,

과 일치한다1989) .

위 연구결과와 관련된 독특한 점은 연구참여자들이 출

산직후부터 아이에게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음으로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과 여유를 전혀 가지지 못한 점이다.

특히 공통적으로 호소한 것은 산후에 아이 면회로 신체

적으로 쉬지 못하고 아이와 관련된 수많은 걱정으로 정,

신적으로 쉬지 못하였으며 아이의 입원으로 산관자가,

없거나 있어도 짧은 기간 동안의 산관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음을 아쉬워하였으며 앞으

로 출산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산후조리를 잘하고

싶다고 호소하였다 이는 외국의 극소체중아 어머니에.

대한 연구에서는 도출되지 않은 전통적인 산후문화와 관

련된 특이한 결과로 극소체중아 출산직후부터 어머니를

간호의 대상자로 여기고 극소체중아 출산으로 인한 부정

적인 심리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신

체적인 회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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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체중아의 특성 경제적 부담 가족간의 갈등으로, ,

극소체중아를 키우는 것이 만삭아를 키우는 것보다 힘겹

다는 것을 제시하는 주제 는 기존연구들과 일치하고 있4

다(Gennaro & Stringer, 1991; Sammon & Lews,

의 일화에 대한 내용분석에서1985). McCain(1990)

명의 극소체중아 부모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자신의24

양육능력 가족기능 재정상의 어려움을 보고한 것과 거, ,

의 비슷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극소체중아를 낳아 키.

우는데 힘겹게 하는 확대가족과의 갈등 특히 시집과의

갈등은 국내의 연구결과문진하 임지영( , 2000; , 1996)

에서만 볼 수 있는 결과로 극소체중아의 출산 원인을 모

두 어머니에게 전가하고 어머니 자신도 자녀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상은 독특한 문화적인 상황을

방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처한 여건인 아이의 건강 발달상,

태 특성 경제수준 사회적 지지원 등이 상이하여 참여, , ,

자들이 호소하는 힘겨움의 경중의 차이가 심하였다 그.

러므로 이들의 힘겨움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 중재와 더불어 개별적인 중재가 더욱 필요로 된다고

할 수 있다.

홀로 특별한 아이를 보통 아이로 키워내는 주제 는5

참여자들이 극소체중아에 관련된 적절한 정보와 서어비

스 부족으로 도움 받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하

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퇴원 후 조기중재 서어비.

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부모의 개별적인 걱정을 해결해주

지 못하고 서어비스의 지속성 부족 획득성이 부적당하, ,

다고 생각하며 양육의 부담감을 어머니 혼자서 부담한다

는 연구 결과 는 본 주제와 맥을 같이하고(May, 1997)

있다 그리고 주제 에서는 극소체중아에 대한 어머니들. 5

의 인식과 양육방식이 만삭아의 부모와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자녀를 특별한.

아이로 인식하는 것은 극소체중아로 태어난 자녀를 취약

하게만 인식하기 보다는 자녀를 만(Perrin et al, 1989)

삭아로 출생한 건강한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아이면서

도 정상인 아이로 인식하는 이중적인 견해를 가지는 쪽

(Stern & Hidebrant, 1986 ; Stern & Karaker,

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1988) .

참여자들이 자녀를 취약하기도 하고 정상적이기도 한

특별한 아이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미숙아

내지는 극소체중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임이 드러

났는데 외국의 한 연구 에서 면담 중(McCain, 1990)

참여자들이 개월에서 개월된 자녀의 이름 대신 미24 48

숙아 라는 명칭으로 자녀를 지칭한 것과는 대조(premie)

적으로 본 연구의 명의 연구참여자는 면담 전화 통화8 ,

등 모든 대화 중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거나 우리아이로

지칭을 하지 미숙아로 지칭한 적이 한번도 없어 미숙아

또는 극소체중아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방식에 있어서 아기의 건강문제와 행동 반응이,

적은 것 때문에 아기를 보호하고 자극을 더 주고 관심, ,

을 집중하는 보상적 양육태도를 세까지 유지했다는 연3

구결과 는 본 연구에(Miles & Holditch-Davis, 1995)

서 참여자들이 가능한 한 자극을 많이 주어서 성장과 발

달을 증진하려고 한 점과 일치하였다 마음 비우고 기다. ‘

리기 전략은 미숙아 어머니가 자녀의 반응이 적고 발달’

지연 등의 특성으로 자극과 긍정적인 관심을 적게 준다

는 결과 와는 차이가 있는(Stern & Hidebrant, 1986)

것으로 아이의 발달과 건강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잘못하는 것 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능동적으로 자녀의 성장을

기다리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

한 전략이 자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적절한 중재를 받

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장

기적인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이에 대해 마음이 놓여 여유가 생겨도 경계를 늦추

지 않았다는 주제는 극소체중아의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

과 발달에 대한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과 일치하며

미숙아가 발달지표를 달성해야할 때(McCain, 1990),

미숙아 어머니들은 자녀가 정상속도로 과업을 완수할 수

있을지 위기로 여기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McCarton, 1986).

주제 에서 어려웠던 시간을 회상하며 보람을 찾아간다7

는 것은 문진하 와 최은진 의 연구결과와도(2000) (1999)

일치한다 극소체중아 퇴원 후 가정에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적응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한

는 아기의 퇴원후 부모의 적응 과정을 수Vasquez(1995)

집 신생 확인(gathering), (emerging), (affirming)의 삼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모와 아기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확인되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기를 바깥 세상에 소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McHaffie(1990)

극소체중아 출생에서 퇴원 후 어머니의 적응을 어머니와

심층면접을 통해 내용 분석한 연구에서 적응과정을 설명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적응 단계에서 어머니는 피곤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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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보다 받은 보상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점과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상학적 철학을 배경으로 극소체중아 어머

니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연구참여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극소체.

중아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명이었다8 .

극소체중아 어머니의 경험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녹음을 하여 의 방법에 따라 개의 주제묶음이Colaizzi 7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제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놀라고 당1.

황하였다.

주제 너무나 작고 약한 아이로 인하여 불안 슬픔 두2. , ,

려움 막막함 죄책감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

겪었다.

주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온 감각 온 시간을 아이3.

에게 몰두하였다.

주제 아이를 키우는 현실이 때때로 견디기 힘겹다4. .

주제 홀로 특별한 아이를 보통 아이로 키워냈다5. .

주제 아이에 대해 마음이 놓여 여유가 생겨도 경계를6.

늦추지 않았다.

주제 어려웠던 시간을 회상하며 보람을 찾아갔다7. .

본 연구결과인 극소체중아 어머니의 경험에서 시사하

는 바를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극소체중아 어머니의 경험을 총

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괄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극소체중아 어머니에 대한 간호가 이루어질수

록 새로운 견해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가 기여했다고 생

각된다 특히 가정에서 극소체중아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위한 간호중재 및 서어비스가 전무한 현실에서 극소체중

아 어머니의 부정적인 경험이 아기 퇴원 후에도 상당 기

간 지속되고 자녀의 성장발달과 더불어 파생되는 문제,

가 변화되므로 아이 입원 시는 물론 퇴원 후에도 지속적

으로 적절한 정보와 서어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극소체중아 어머니의.

부정적인 경험이 지속적이고 일률적이기 보다는 단속적

이고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방적인 간호중재를

지양하고 개별적 맞춤 서어비스가 필요로 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간호교육 측면으로는 극소체중아를 돌보는 어머

니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간호사를 준비시켜

야 할 것이다 전문간호사를 위한 교과과정에는 과학적.

인 간호 지식과 기술 뿐 만 아니라 대상자와 함께 하면

서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해주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술적 차원

에서의 간호중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하고자 한

다.

극소체중아로 태어나 학령전기 이상 성장한 자녀를1.

둔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이는 극소체중아의 성장과 더불어 어머니 경험의 변

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인 간호중재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극소체중아 부부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해서 극2.

소체중아 아버지의 경험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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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 : Mothers with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Experience,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phenomenological study

Experience of mothers with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Moon, Jin-Ha*

A phenomenological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of mothers with very

low birth weight. Sample of 8 mothers

participate. Seven theme clusters emerge when

the formulated meanings were organized into

categories. The participants are 8 mothers who

gave birth in the general hospital located in

Kyunggi-Province and still live there. The data

are collected from the intensive interviews on

the experience of mothers whose baby is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Data collection is

through in depth personal interviews two or

three times with each mother.

On the basis of the meanings of the

experience of mothers with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the seven essential themes have

been obtained

Theme 1: Being surprised and perplexed due to

the unexpected sudden delivery

Theme 2: Experiencing emotional pain such as

anxiety, sorrow, fear, confusion and

self-blaming caused by a small and

feeble baby.

Theme 3: Pouring all their time and efforts into

the baby under the acute tension

Theme 4: Undergoing intolerable difficulties in

confronting reality

Theme 5: Raising the special infant into an

normal one by themselves

Theme 6: Being on the vigilance for their baby

even though they can be relieved

Theme 7: Finding out a reward for the

difficulties they have experienced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will enable

us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experience

by mothers whose baby is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and furthermore to provide a new insight

which helps baby.

* Department of Nursing,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