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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어머니는 영아의 출생과 더불어 최초로 접하는 양육자로서

영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초기 영아양육환경(Hertzman & Weins, 1996).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에 의하면 영아 초기 양육환경은 어머니와. Barnard(1986)

영아의 지속적인 접촉과 모아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 발전되

어진다고 하며 모아 상호작용이란 어머니와 영아가 행동의,

상호교류를 통해 모아체계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는

역동적 조절 과정이라고 한다 즉 어머니가 영아의 암시 신. , ,

호에 반응하고 영아는 그 어머니에게 반응함으로써 영아의

경험을 확장해 주고 영아의 능력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줌,

으로써 영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가져오게 된다, ,

고 한다 균형 잡히고 안정된 모아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영아가 자신의 요구를 명백히 신호로 보내야 하고 어머니는,

영아의 요구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정확히 해석하여 즉각 반

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영아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이 소개되

어 왔으나 이중에서도 브레즐튼 신생아 행동평가법이 영아의

요구와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모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가

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브레즐튼의 신생아.

행동평가법은 검사자가 영아와 상호작용 하면서 영아가 가지

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영아의

행동을 평가할 뿐 아니라 중재도구로서도 쓰여지고 있다 검.

사자가 영아를 다루고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어머니,

가 관찰함으로써 영아의 행동을 이해하게 됨은 물론 영아를,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여 어머니로서 자신감이 생기고 배운,

지식과 기술을 영아 돌봄과 양육에 활용함으로써 영아행동

발달도 도모하게 된다(Brazelton & Nugent, 1995; Myers,

그러나 이 평가법을 사용하는 데는 숙련이 요구되고1982).

평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해 왔으나 중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목적에,

맞게 간결하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브레즐튼 신생아 행동평가법을 중재 도구로서 활용한 선행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미숙아 어머니나 십대

산모와 같은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Clark &

Tesh, 1980; Ferrari et al. 1986; Szajnberg, Ward, Krauss, &

정상 산모와 영아를Kessler, 1987; Widmyer & Field, 1980),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Anderson, 1979;

임혜경 그러나 오늘날 핵가족화와 맞Davidson, 1979; , 1998).

벌이 부부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정식 교육이

나 관찰을 통한 학습의 기회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

은 영아의 행동과 능력에 대한 지식이 낮고 이로써 영아 양

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권미경 이은숙( , 1997; ,

한경자 따라서 어머니들에게 영아의 행동과 요1987; , 1991).

구에 민감하고 긍정적인 모아관계를 위한 어머니 교육 프로

그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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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자는 영아행동 이해와 모아 상호작용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로 브레즐튼 신생아 행동 평가법을 이용하여

영아의 습관화 오리엔테이션 운동성 상태조절 반사 능력에, , , ,

대하여 소책자 시범 개인상담을 통해 어머니에게 교육하고, , ,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간호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
브레즐튼 신생아행동평가법을 이용한 어머니 교육이 모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브레즐튼 신생아행동평가법을 이용한 어머니 교육이 영아∙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연구 가설
제 가설 브레즐튼 신생아 행동평가법을 이용한 어머니 교1 .

육을 받은 중재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모아상호

작용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 가설 브레즐튼 신생아 행동평가법을 이용한 어머니 교2 .

육을 받은 중재군의 영아는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영아

보다 행동 점수가 높을 것이다.

용어 정의
브레즐튼 신생아행동평가법을 이용한 어머니 교육•

바람직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생 초기 영아

의 전반적인 행동 특성을 어머니에게 교육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브레즐튼 신생아 행동 평가법,

이하는(Brazelton Neonatal Behavioral Assessment Scale,

로 표기함을 이용하여 영아의 습관화 오리엔테이션NBAS ) , ,

운동성 상태조절 반사 능력에 대하여 소책자 시범 개인상, , , , ,

담을 통해 어머니에게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모아상호작용•

모아상호작용이란 어머니와 영아가 끊임없이 상호자극 강,

화 반응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영아의 신호와 암시에 어, ,

머니가 반응하고 영아도 어머니에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 모아 놀(Bigner, 1985), Walker(1982)

이상호작용 척도(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Scale: MIPIS)

를 하영수 가 번역한 것으로 어머니 반응 영아 반응 모(1987) , ,

아 동시적 반응을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 작,

용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영아 행동•

영아행동이란 영아가 내적 외적 자극에 대한 정서 상태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Brazelton & Nugent, 1995),

본 연구에서는 중 습관화 오리엔테이션 운동성 상태NBAS , , , ,

조절 행동군을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

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를 이용한 어머니 교육이 모아상호작용과NBAS

영아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은 년 월 일에서 월 일까2001 7 30 10 6

지 시에 소재하는 개의 종합병원과 개의 산부인과 의원에J 2 1

서 이루어졌다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

기로 동의한 산모로서 정상신생아를 분만하고 산과적 합병증,

이 없으며 영아와 함께 퇴원하여 최소한 한 달간은 영아와

함께 지내는 어머니와 제태기간이 주 이상이며 선천적 기38

형이나 합병증이 없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재군 쌍. 24 ,

대조군 쌍이 최종대상에 포함되었다24 .

연구 도구3.
모아상호작용 척도•

본 연구에서는 모아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Walker

의 모아놀이상호작용 척도(1982) (Mother-Infant Play Interaction

를 하영수 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Scale: MIPIS) (1987) .

이 척도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어머니와 영아의 놀이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평점하는 척도로 모두 문항16

이며 어머니 반응 문항 영아 반응 문항 모아 동시적 반10 , 3 ,

응 문항의 가지 하위영역으로 되어 있고 모아 동시적 반응3 3 ,

중 상호작용의 종결 항목은 관찰상황에 따라 제외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최저 점에서 최고 점으로 최대 점수는 점이며 점수가 높1 5 75 ,

을수록 상호작용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의 연구에서 값이 이었고 본 연구에Ha(1987) Cronbach's .97α

서는 였다.85 .

영아행동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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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행동 측정은 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실NBAS

시하였다 는 개 항목의 개 행동군과 개의 반사항. NBAS 27 6 18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침습적인 항목습관화의 발 침자극 항목과 평점방법이( )

전체 평점방법과 다른 상태조직 항목 자율신경계 안정성4 , 3

항목과 운동성의 항목전반적인 근육긴장도와 활동성을 측2 ( )

정에서 제외하였다 행동항목들은 최저 점에서 최고 점으로. 1 9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조직 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반사항목.

들은 최저 점 척도이며 점이 정상이고 점이하와 점은0-3 , 2 , 1 3

비정상 반응으로 간주한다 단 발목반사 안구진탕증 긴장성. , , ,

경반사는 점이 정상이고 점이 비정상이다 는0, 1, 2 3 . NBAS

모든 항목을 합한 총점은 의미가 없으며 각 항목별 행동군, ,

별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Brazelton & Nugent,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값이1995). NBAS Cronbach's α

이었고 일부 항목을 삭제한 본 연구에.23-.85(Brazelton, 1974) ,

서는 값이 이었다Cronbach's .70 .α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와Wolke St. James-Roberts

가 개발한 것을 신영희 등 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1987) (1999)

였다 이 도구는 영아의 반응성 영역 문항과 불안전성 영역. 8

문항으로 모두 문항의 점 척도이며 최저 점에서 최고15 23 6 0

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5 .

영아의 반응성 영역은 아기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관심이 없다의 문항을 역환산하였으며 최대 점수는 점’ 40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민활하고 반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불안정성 영역은 아기는 쉽게 달래진다 항목을 역환. ‘ ’

산하여 최대 점수는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가 불안75

정하고 잘 보채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와 의 연구에서는Wolker St. James-Roberts(1987) Cronbach's α

값이 반응성 영역은 불안정성 영역은 였고 본 연구에.83, .92

서는 각각 과 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는 였다.70 .87 .82 .

연구진행 절차
사용을 위한 훈련NBAS•

연구자는 이 척도의 사용을 위해 년 월 일부터 월2000 9 8 11

일까지 사용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교수로부터 훈련30 NBAS

을 받았다 방법은 메뉴얼과 정상신생아를. NBAS Video tape,

대상으로 회에 걸친 시범과 지도를 받았고 정상신생아 명3 , 30

을 대상으로 실습을 하였으며 결과, interrater reliability test

였다.95 .

모아상호작용 관찰을 위한 훈련•

연구자는 이 척도의 사용을 위해 년 월 일부터 월2001 8 20 9

일까지 주동안 아동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29 6 5

기생 명과 함께 하루 평균 시간씩 회에 걸쳐 강사 자격증1 3 7

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방법은 모아상호작용.

교육용 Video tapes( , , Copy 3 MIPIS Training, 1283 DB,Ⅰ Ⅱ

을 이용하였고 연구자와 박사과정생 연구자와 강사와의T-60) , ,

는 각각 이었다interrater reliability .87 .

예비조사•

연구의 실행가능성을 사정하고 자료수집 과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개 종합병원에서 년 월 일부터 월J 1 2000 11 1 11 30

일까지 정상 모아 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5 .

소책자 개발과정•

소책자의 내용은 의 주요개념과 의 모아상호NBAS Barnard

작용 모델 및 관련 문헌고찰을 토대로 제작하였는데 영아의

행동발달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 출생 직후 영아의,

발달특성과 속도 두뇌발달과 행동발달의 관계 정상적인 발, ,

달을 돕기 위한 적절하고 즐거운 자극경험 자극의 양과 종( ),

류 시기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시범보일 내용인, .

습관화 운동성 상태 조절 반사기능 상호작용 능력에 대해, , , ,

사실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사진과 함께 설명을 포함하였

다 소책자의 내용타당도 검증은 사용에 대한 자격을. NBAS

소지한 지도교수의 자문을 구하였다.

본 조사•

중재군의 실험처치와 자료수집∙

중재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생후 일이내의 영아에- , 1-3

게 병원 신생아실에서 어머니의 참관없이 연구자가

로 영아행동을 평가하였고 실험처치와 대상자의NBAS ,

일반적 특성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의 설문지를 완,

성하기 위한 차 가정 방문은 퇴원 후 일 이내에 연구1 1-2

자가 직접 방문하였다 차 가정방문 당일 어머니와 친. 1 ,

밀감을 조성하기 위해 분만후 불편감이나 후유증 유무와

관리 영아의 수유 배설 수면에 대해 간단한 질의응답을, , ,

한 후 어머니로 하여금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실험처치는 소책자를 이용한 교육과 시범으로서 연- NBAS

구자가 어머니에게 직접 제공하였다 먼저 준비한 소책자.

를 보면서 설명하고 설명하는 중간에 어머니의 질문이,

있을 때 답변을하였다 그 후 연구자는 손을 깨끗이 닦고.

어둡고 조용하고 따뜻하게 준비된 방에서 시범을NBAS

어머니에게 보였다 연구자가 영아의 다양한 행동을 유도.

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극을 줄 것이며 도중에 영아 옷을,

벗기고 울릴 것이나 어머니는 관여하지 말고 관찰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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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을 요청하였다 시범 중에 생긴 질문이나 느. NBAS

낀 점에 대해서는 시범이 모두 끝난 후에 토의하도록 보

류하였다 시범에 소요된 시간은 약 분이었다. NBAS 30-40 .

교육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만 후 주경에 전화방문하- 2

여 격려와 지지를 제공하고 어머니의 질의에 응답하였다.

중재효과 측정을 위한 모아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비디오-

촬영과 영아행동평가는 분만 후 주째에 차 가정방문하4 2

여 실시하였다 비디오 촬영과 영아행동을 평가를 한 후.

모아상호작용 및 영아발달 증진을 위한 개별상담 시간을

가졌다 모든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약 시간이었다. 1 .

대조군의 자료수집∙

모든 절차는 중재군과 동일하되 차 가정방문시 시, 1 NBAS

범과 소책자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기호화하여 프로그램을 이SAS(Version 6.04)

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재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 지각의 차이 분석은 ²-testχ

와 로 하였다t-test .

중재군과 대조군의 모아상호작용과 영아행동의 차이 분석∙

은 로 하였다t-test .

연구 결과

중재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재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1>

세였고 모두 고졸이상이었으며 월평균 만원 이상의28.96 , , 150

소득이 였고 임신중에 직장에 다닌 경우는 였다62.5% , 33% .

임신중에 커피나 녹차와 같은 기호품을 사용한 경우가 였71%

고 제왕절개 분만 이 많았으며 인공수유가 였고, (54%) , 45.8% ,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대조군 어(87.5%).

머니의 평균 연령은 세였고 모두 고졸 이상이었으며 월29.21 , ,

소득 만원 이상이 였다 임신 중에 직장에 다닌 경150 62.5% .

우는 였으며 임신중에 커피와 녹차와 같은 기호품을 사33% ,

용한 어머니는 였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분만이 각각71% .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특성 구분

중재군

n(%)

대조군

n(%)
²or tχ p

나이 평균(SD) 28.93( 3.43) 29.21( 4.22) 0.23 .812

교육정도 고졸 11(45.83) 12(50.00) 0.08 .773

대졸 13(54.17) 12(50.00)

수입 만원미만150 9(37.50) 9(37.50)

만원이상150 15(62.50) 15(62.50) 0.00 1.000

임신동안 없음 16(66.67) 16(66.67) 0.00 1.000

직장유무 있음 8(33.33) 8(33.33)

임신동안 없음 7(29.17) 7(29.17) 1.07 .300

기호품 있음 17(70.83) 17(70.83)

분만유형 정상분만 11(45.83) 12(50.00) 0.08 .773

제왕절개 13(54.17) 12(50.00)

수유방법 모유수유 5(20.83) 3(12.50) 0.66 .717

우유수유 11(45.83) 13(54.17)

혼합수유 8(33.33) 8(33.33)

산후조리 있음 3(12.50) 1( 4.17) 1.09 .296

보조자 없음 21(87.50) 23(95.83)

아기성별 남아 14(58.33) 10(41.67) 1.33 .248

여아 10(41.67) 14(58.33)

출생순위 첫째 10(41.67) 12(50.00) 0.33 .562

14(58.33) 12(50.00)

출생시 몸무게 평균(SD) 3.29( 0.36) 3.22( 0.43) 0.58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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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었고 인공수유가 였으며 대부분 산후조리를 도와, 54% ,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중재군의 영아는 남아(96%). (58.3%)

가 많았고 둘째이상인 경우 가 많았으며 평균 체중은, (58.3%) ,

이었다 대조군의 영아는 여아 가 많았고 절반이3.29kg . (58.3%) ,

첫째였으며 평균 체중이 이었다 중재군과 대조군의 일, 3.22kg .

반적 특성을 카이검증과 로 비교해 본 결과 유의수준t-test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특성

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지각•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동변수로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표 와 같다 영아의 반응성에 대한< 2> .

어머니의 지각 정도는 점 만점에 중재군 어머니 평균이40

점 대조군 어머니 평균은 점이었다23.79 , 22.95 (t=1.43, p=.157).

영아의 불안정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정도는 점 만점에75

중재군 어머니가 평균 점이었고 대조군 어머니가 평균31.87 ,

점 이었다34.66 (t=0.76, p=.449) .

두 군의 어머니의 지각 차이를 로 검정한 결과 통계적t-test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의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

각정도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모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지각< 2>
지각

중재군

M(SD)

대조군

M(SD)
t p

반응성(40) 23.79( 1.82) 22.95( 2.17) 1.43 .157

불안정성(75) 31.87(12.52) 34.66(12.80) 0.76 .449

영아행동•

에 의해 중재군과 대조군의 영아행동을 평가한 결과NBAS

는 표 과 같다< 3> .

습관화∙

습관화는 영아가 잠든 상태에서 불빛 딸랑이 종소리로 불, ,

쾌한 자극을 반복해서 주었을 때 이를 차단하는 능력을 보여

표 중재전 영아행동에 대한 동질성 검증< 3>
영아행동

중재군

M{SD)

대조군

M(SD)
t p

습관화습관화습관화습관화
반응감소 빛- 5.90 (1.34) 5.79 (1.47) 0.28 .779

반응감소 딸랑이- 6.20 (1.85) 5.85 (1.31) 0.69 .494

반응감소 종소리- 5.88 (1.07) 6.58 (1.41) -1.63 .112

전체¹ 18.22 (3.42) 18.29 (3.93) -0.05 .954

사회적 상호작용사회적 상호작용사회적 상호작용사회적 상호작용
생물성 시각적자극 5.00 (1.74) 5.16 (1.65) -0.33 .736

생물성 시각적 청각적자극+ 5.54 (1.79) 6.12 (1.39) -1.25 .214

무생물성 시각적자극 5.63 (1.58) 5.91 (1.74) -0.60 .546

무생물성 시각적 청각적자극+ 5.33 (1.09) 5.62 (1.34) -0.82 .413

생물성 청각적자극 5.75 (1.15) 5.62 (1.43) 0.33 .741

무생물성 청각적자극 5.20 (0.72) 4.91 (1.47) 0.87 .389

민활성 6.33 (1.37) 6.08 (1.76) 0.54 .587

전체² 38.79 (7.65) 39.45 (8.43) -0.28 .775

운동성운동성운동성운동성
운동기능 성숙도 7.20 (0.50) 7.29 (0.46) -0.59 .559

끌어당겨 앉히기 3.12 (0.33) 3.37 (0.64) -1.67 .102

방어동작 6.20 (0.77) 6.25 (0.84) -0.17 .860

전체³ 16.54 (1.02) 16.91 (1.13) -1.20 .235

상태조절상태조절상태조절상태조절
안기기 5.70 (0.46) 5.83 (0.63) -0.77 .441

안위 5.83 (0.96) 6.00 (0.83) -0.64 .524

자기위안행위 5.41 (1.05) 5.29 (1.12) 0.39 .693

손을 입에 가져감 4.29 (1.19) 4.45 (1.14) -0.49 .623

전체⁴ 21.25 (1.59) 21.58 (1.79) -0.68 .499

반사반사반사반사ⁿnnn 2.85 (1.19) 2.86 (1.42) 0.01 .987

최대가능점수: 1=27, 2=63, 3=27, 4=36.

비정상반사 갯수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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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으로 점 만점에 중재군 영아는 평균 점이었고27 18.22 ,

대조군 영아는 평균 점으로 두 군 모두 불쾌한 환경적18.29

자극을 차단하는 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05, p=.954).

사회적 상호작용∙

시청각 자극에 주의 집중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

재군과 대조군이 점 만점에 각각 평균 점과 점으63 38.79 39.45

로 주의집중력과 민활한 정도가 대체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28, p=.775).

운동성∙

영아의 운동 성숙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중재군과 대조군

모두 와 항목이 점 만점에 각각 점motor maturity defensive 9 7

과 점 수준으로 양호하였으나 은 각각 점 수준으6 , pull-to-sit 3

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중재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점. 27

만점에 각각 점과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16.54 16.91

가 없었다(t=-1.20, p=.235).

상태조절∙

자극의 증가에 따라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으로 울 때 달래주면 진정하는 능력 사람에게 안기는 반응, ,

울다가 스스로 진정하는 능력 손을 입에 가져가는 능력을 포,

함하고 있다 중재군과 대조군이 점 만점에 각각 점과. 36 21.25

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21.58 ,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68, p=.499).

반사∙

중추신경계의 성숙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의 반사 중, 18

에서 과도 혹은 과소로 비정상적인 반사를 보인 경우는 중재

군 영아에서 평균 개 대조군 영아에서 평균 개으로2.85 , 2.86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01, p=.987).

또한 개이상 비정상 반응을 보인 것은 중재군과 대조군 모3

두 명이었고 모두 정상 반응을 보인 것은 중재군은 명13 , 3 ,

대조군은 명이었다2 .

두 군간에 영아 행동을 영역별과 항목별로 차이가 있는지

를 로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t-test

로 두 군의 영아행동발달 정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었다.

가설 검정
제 가설 검정1•

표 중재후 모아상호작용 비교< 4>
모아상호작용

중재군

M(SD)

대조군

M(SD)
t p

어머니 반응어머니 반응어머니 반응어머니 반응 :

안는 유형 4.12 (0.44) 4.00 (0.58) 0.82 .413

애정표현 4.00 (0.29) 3.75 (0.73) 1.54 .133

애정표현 4.33 (0.56) 3.91 (0.50) 2.69 .010*

영아의 반응에 따른 표현량( )

돌보는 유형 3.70 (0.85) 3.50 (0.65) 0.94 .351

시각적 상호작용 4.50 (0.51) 3.96 (0.62) 3.29 .002*

놀이에서의 상호작용유형 4.04 (0.55) 3.79 (0.41) 1.77 .082

발성유형 4.16 (0.76) 3.95 (0.62) 1.03 .306

전반적 어조와 내용( )

발성유형 4.00 (0.93) 3.45 (0.72) 2.25 .029*

영아의 반응에 따른 양( )

웃음을 띄게 하는 어머니의 노력 3.04 (1.04) 2.25 (1.03) 2.64 .011*

상호작용의 운동감각적 특성 3.88 (0.53) 3.46 (0.59) 2.56 .014*

전체¹ 39.79 (3.97) 36.04 (2.62) 3.85 .000**

영아반응영아반응영아반응영아반응 :

지배적인 상태 4.17 (0.70) 3.96 (0.75) 0.99 .325

지배적인 기분과 정서 3.79 (0.88) 3.58 (0.71) 0.89 .374

시각적 상호작용 4.21 (0.59) 3.63 (0.57) 3.47 .001**

전체² 12.16 (1.71) 11.16 (1.66) 2.05 .045*

모아동시성 반응모아동시성 반응모아동시성 반응모아동시성 반응 :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4.13 (0.79) 3.41 (0.50) 3.91 .001**

양자간의 특성
정서의 동시성 3.70 (0.85) 3.29 (0.46) 2.09 .043*

전체³ 7.83 (1.49) 6.71 (0.85) 3.19 .003**

전체⁴ 59.79 (6.63) 53.91 (3.88) 3.74 .001**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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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즐튼 신생아행동평가법을 이용한 어머니 교육을 받은“

중재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모아상호작용 점수가

높을 것이다 의 가설 검정 결과는 표 와 같다” < 4> .

모아상호작용은 어머니 반응 영아 반응 그리고 모아동시, ,

적 반응 점수를 합산한 값으로 중재군 평균이 점 대조, 59.79 ,

군 평균이 점으로 중재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53.91

하게 높아 가설 이 지지되었다1 (t=3.74, p=.001).

제 가설 검정2•

브레즐튼 신생아행동평가법을 이용한 어머니 교육을 받은“

중재군의 영아는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영아보다 행동

점수가 높을 것이다 의 가설 검정 결과는 표 와 같다” < 5> .

습관화∙

습관화는 중재군 평균이 점 대조군 평균이 점으21.00 , 19.26

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73,

그러나 습관화의 항목 중 딸랑이 자극에 대한 반응p=.093) 3

감소는 중재군의 영아가 대조군의 영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2.80, p=.009).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은 중재군 평균이 점이었고 대조군은46.58 ,

점으로 중재군의 영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43.50

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목 중에서 생(t=2.12, p=.039). , 7

물성 최대가능 점수(t=2.76, : 1=50, 2=15, 3=10, 4=75,

과 무생물성 시각적 자극 무생물성 시p=.008) (t=2.05, p=.045), /

청각적 자극 그리고 민활성 에(t=2.58, p=.013) (t=2.80, p=.007)

서 중재군의 영아가 대조군의 영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동점수가 높았다.

운동성∙

운동성은 중재군 평균이 점 대조군이 점으로 두20.08 , 19.29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81, p=.076)

상태조절∙

상태조절은 중재군 평균이 점 대조군이 점으로26.79 , 25.33

표 중재후 영아행동 비교< 5>
영아행동

중재군

M(SD)

대조군

M(SD)
t p

습관화습관화습관화습관화
반응감소 빛- 6.46 (1.06) 6.26 (1.22) 0.47 .636

반응감소 딸랑이- 7.20 (1.08) 6.00 (1.25) 2.80 .009*

반응감소 종소리- 7.33 (1.49) 7.00 (1.13) 0.68 .497

전체¹ 21.00 (2.80) 19.26 (2.65) 1.73 .093

사회적 상호작용사회적 상호작용사회적 상호작용사회적 상호작용
생물성 시각적자극 6.37 (1.13) 5.29 (1.54) 2.76 .008*

생물성 시각적 청각적자극+ 7.04 (1.16) 6.79 (1.55) 0.63 .532

무생물성 시각적자극 6.70 (0.80) 6.16 (1.00) 2.05 .045*

무생물성 시각적 청각적자극+ 6.75 (0.89) 6.00 (1.10) 2.58 .013*

생물성 청각적자극 6.41 (1.01) 6.29 (1.36) 0.35 .721

무생물성 청각적자극 5.79 (0.77) 6.04 (0.99) -0.96 .339

민활성 7.50 (0.58) 6.91 (0.82) 2.80 .007*

전체² 46.58 (4.12) 43.50 (5.77) 2.12 .039*

운동성운동성운동성운동성
운동기능 성숙도 7.66 (0.63) 7.54 (0.58) 0.70 .483

끌어당겨 앉히기 5.79 (0.72) 5.54 (0.77) 1.15 .254

방어동작 6.62 (1.13) 6.20 (0.97) 1.36 .179

전체³ 20.08 (1.69) 19.29 (1.30) 1.81 .076

상태조절상태조절상태조절상태조절
안기기 7.62 (0.71) 7.58 (0.58) 0.22 .825

위안 6.04 (0.62) 5.95 (0.90) 0.37 .712

자기위안행위 5.79 (0.93) 5.50 (0.83) 1.14 .259

손을 입에 가져감 7.33 (1.09) 6.29 (1.23) 3.10 .003**

전체⁴ 26.79 (1.97) 25.33 (1.27) 3.03 .004**

반사반사반사반사ⁿnnn 0 0 0.00 1.000

* p < .05, ** p < .01

최대가능점수 : 1=27, 2=63, 3=27, 4=36.

비정상반사의 갯수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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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군 영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03,

특히 항목 중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점수가 중p=.004). 4 ,

재군 영아가 대조군 영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3.10, p=.003).

반사∙

비정상 반사는 두 군의 영아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제 가설인 브레즐튼 신생아행동평가법을 이용한, 2 “

어머니 교육을 받은 중재군의 영아는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

군의 영아보다 행동점수가 높을 것이다 는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갓 출산한 어머니에게 브레즐튼 신생아행동평가

법을 이용하여 영아의 능력이나 다양한 행동 특성에 대해 시

범과 상담 그리고 소책자 제공을 통해 교육한 결과 모아상호,

작용과 영아행동 발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어머니 교육의 효과를 모아상호작용과 영아행동

측면에서 논하면서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는 종래의 평가법과는 달리 정상과 비정상을 가려내NBAS

기 이전에 영아의 능력과 기질을 일찍부터 이해하는데 역점,

을 두고 영아의 행동에서 신호읽기 적절한 자극수준 스트레, ,

스의 신호와 부담을 알고 기질까지 예측함으로써 부모에게

영아의 개별성에 맞는 양육법을 알려 줄 수 있으나 기술적

숙련이 필요하고 검사시간이 길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 연구방법으로서 사용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가진 다양한 행동 레파

토리와 능력을 보여 주되 어머니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침습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항목들은 제외하고 어머니에게

직접 시범 보이고 시범이 끝난 후 질의응답 및 개별 상담하,

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일찌기. ,

도 를 설명과 시범을 함께 제공하였을Anderson(1981) NBAS

때 교육효과가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자연스런 생활 환경에서 어머니 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환경 조성에도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사

료된다 방경숙 도 가정 방문을 통한 중재가 긍정적 양. (2001)

육환경 조성에 중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브레즐튼 신생아행동평가법을 이용한 어머니 교육이
모아상호작용에 미친 효과
산욕 초기의 모아상호작용은 모성역할을 획득하는 과정 중

에 있는 어머니가 영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언

어 표현을 못하는 영아의 욕구간에 이루어지는 상징적 상호

작용으로 상호간의 행동교류를 통해 어머니가 영아의 경험을,

확장해 주고 영아의 능력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영

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 .

영아는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하며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사회적 존재이며 원만하고 긍정,

적인 상호작용은 영아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가능하다.

를 이용한 어머니 교육을 받은 중재군의 모아상호작NBAS

용 평균 점수가 점 대조군이 점으로 중재군이 통계59.79 , 53.91

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 어머니 교육이 모아상호

작용을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산모에게.

를 시범보인 임혜경 의 연구에서도 중재군과 대조NBAS (1998)

군이 각각 점과 점으로 중재군의 모아상호작용이63.56 58.15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어머니 교육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모아상호작용에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임혜경

의 연구 결과에 비해서 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은 어머(1998)

니 반응의 지역적 차이때문으로 사료된다.

모아상호작용의 영역 중 어머니 반응 영역을 비교해 보면3 ,

본 연구의 중재군과 대조군이 각각 점과 점으로 중39.79 36.04

재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교육을 받은 중재군 어머니들은 대조군에 비,

해 영아가 깨어 있을 때 영아의 반응에 따라 애정을 표현하

고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려주고 영아에게 미소, , ,

짓고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며 등을 토닥이고 쭉쭉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을 받은 어머니가.

영아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민감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임혜경 의 연구에서도 어머니 반응 점수가 교육, (1998)

을 받은 중재군 점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 점(43.06 ) (39.35 )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점은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게 시범과 설명 개별. ,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만,

보여준 임혜경 의 결과에 비해 어머니 반응점수가 낮았(1998)

는데 이는 다음 요인이 관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본 연구, . ,

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산모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이들 모아

의 입원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모아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상

대적으로 짧았을 것이고 반면 임혜경 의 연구에서는, (1998)

모두 자연분만한 산모들로 일찍부터 모아가 함께 하는 시간

이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대상의 지역적 문화.

적 차이도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의 어.

머니들은 일반적으로 감정표현을 비교적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검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임혜경 의 연구결과에서는 모아상호작용의 영역 중(1998) 3 ,

어머니 반응과 모아동시적 반응은 중재군이 대조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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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지만 영아 반응에서는 차이가

없었던 점에 비해 본 연구 결과에서는 영역 모두 중재군이, 3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영아 반응에서.

중재군의 영아가 대조군의 영아보다 시각적 상호작용이 양호

하게 나타난 것과 모아동시적 반응이 양호한 것은 의NBAS

시범과 소책자를 이용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영아의 민활

성 상호작용 능력 자기위안 능력에 대해 어머니는 영아 행, ,

동이나 신호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켰고 이것이 영아의 상

호작용적 행동반응과 모아간의 정서적 상호교류의 역동성을

증진시켜 사후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브레즐튼 신생아행동평가법을 이용한 어머니 교육이
영아행동에 미친 효과
영아는 츨생한 그 순간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노

력하고 또한 환경을 선택적으로 자신의 발달에 이용하는 능

력이 있다 영아가 출생할 때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와도 환.

경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능력은 없으므로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하면 영아의 성장발달은 방

해를 받는다.

본 연구의 를 이용한 어머니 교육은 영아의 오리엔테NBAS

이션과 상태조절 영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중재군 어머니가 영아 행동특성이나 능력에 대해 미쳐 몰

랐던 부분을 직접 관찰하고 설명을 들음으로써 이해하게 되

고 이해한 내용을 매일의 영아 돌봄에 활용함으로써 영아에

게 적절한 발달 자극을 주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영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교육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역은 오리엔테이션 능력과 상태조절 능

력이었고 어머니 교육의 효과보다는 영아의 성숙 효과를 나

타내는 영역은 습관화와 운동성 능력이었다.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은 교육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또한 사전보다는 사후 측정에서 점수가 높게 나,

타남으로써 시간 경과에 따른 성숙의 효과도 있었다 대부분.

의 어머니들은 영아가 사회적 능력을 갖춘 인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백일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전에는

단순히 감각기능이 있는 하나의 생물체로 보기 때문에 그 동

안 영아에게 발달 자극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한경자 그러나 본 연구의 중재군 어머니들은 갓( , 1991).

출생한 영아가 물체를 쳐다보면서 따라오고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를 찾는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선입견을 많이

배제하고 영아에게 적절한 시청각 자극을 제공하였다고 사료

된다.

상태조절 영역은 교육을 받은 중재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

군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어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 영아들.

은 환경으로부터 불쾌한 자극을 받았을 때 손을 입에 가져가

거나 스스로 울음을 멈추려는 노력을 보이거나 연구자가 달

래주었을 때 연구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교육을 받은 어머니가 영아의 행동 특성과 기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양육함으로써 어머니와 영아가 긍정적인 관계를

이루며 유연하고 순합적이 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계,

속 모아 유대관계가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습관화와 운동성 능력은 중재군이 대조군보다 약간,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두 군,

모두 사전보다는 사후 측정 때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성

숙의 효과로 사료된다 습관화 능력은 영아의 기질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며 외부세계에 대한 영아의 능동적 독

립적 대처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운동성도 영아,

초기에는 학습보다는 타고난 능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영아의 신경계 기능 상태를 측정하는 반사 영역에서는 중

재군과 대조군 영아 모두 각각 가 서기 걷기 체간굴곡54% , , ,

발목 긴장성 경반사 항목에서 약하게 나타났으나 주후 조사, 4

에서는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임혜경 은 분만한지. (1998) 1

주 후의 영아 행동검사에서 개 항목이상 저조한 반응을 보3

인 영아가 정도로 나타나 추후 측정을 통한 반사기능의50%

변화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반사기능은 타고.

난 신경 근육반응으로 어머니에 의한 돌봄보다는 시간의 경

과에 따른 신경 근육계의 성숙으로 그 반응이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사기능을 어머니에게 시범보인 것은. ,

영아 행동의 대부분은 반사적 움직임이 지배적으로 많기 때

문에 영아의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재연구가 안. ,

고 있는 방법론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를 이용한 어머NBAS

니 교육이 모아상호작용이나 영아행동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표본크기, ,

가 적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둘째 자료수집상,

에 가 적용되지 않은 점이다double blind method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 를 이용한 어머니 교육이 모아Brazelton NBAS

상호작용과 영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

된 실험연구이며 연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2001 7 30 2001

월 일까지경남 시에 소재하는 개의 종합병원과 개의10 6 J 2 1

산부인과 의원에서 분만한 정상모아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맞는 중재군 쌍 대조군 쌍으로 모두 쌍을 연구대상자24 , 2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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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가설인 브레즐튼 신생아 행동평가법을 이용한 어머1 “∙

니 교육을 받은 중재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모아상호작용 점수가 높을 것이다 는 모아 상호작용의.” 3

가지 반응을 모두 합한 총점 평균이 중재군은 점 대59.79 ,

조군은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53.91

제 가설은 지지되었다(t=3.74, p=.001), 1 .

제 가설인 브레즐튼 신생아 행동평가법을 이용한 어머2 “∙

니 교육을 받은 중재군의 영아는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

군의 영아보다 행동 점수가 높을 것이다 는 사회적 상호”

작용 과 상태조절에서 만 두(t=2.12, p=.039) (t=3.03, p=.004)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제 가설은 부분, 2

적으로 지지되었다 습관화 와 운동성. (t=1.73, p=.093) (t=

은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1.81, p=.076)

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정상 영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를 이용한 어머니 교육은 모아상호작용과 영NBAS

아행동 발달을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를 이용한 교. , NBAS

육적 중재를 원만한 모아관계 형성과 영아의 발달을 위해 적

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추후 간호실무 적용을 제언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를 이용한 교육적 중재효과를 단기간에 비교하, NBAS

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추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어머니의 교육을, ,

담당하는 임상 간호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NBAS

가 필요하다.

세째 임상간호사에 의한 교육적 중재가 가정으로의, NBAS

지속적인 관리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필요

하다.

네째 의 교육적 중재를 이용한 반복연구를 통해 우, NBAS ,

리나라의 지방마다 영아행동과 모아상호작용 양상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 교육중재 방법을 보완하기 위,

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영아 발달을 위한 환경조성이 어렵고 원만한 모아,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려운 고위험 모아를 대상으로 NBAS

의 교육적 중재를 적용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추후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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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Maternal Education using Brazelton Neonatal Behavioral
Assessment Scale on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Behavior
Shin, Yeung-Hee

1)
Lee, Seon-Ah

2)

1)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2) Department of Nursing, Andong Science Colleg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effects of maternal education using Brazelton Neonatal Behavioral

Assessment Scale(the following will be marked as NBAS) on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48 pairs of normal mother and infant, 24 pairs for intervention group

and 24 pairs for control group. The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two general hospitals, and an OBGY clinic

located in J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30, 2001 to October 6, 2001.

Prior to investigation and data collection, following operational hypotheses were set up in order to compare the

investigative data against these operational hypotheses(H).

H1: Intervention group will higher mother-infant interaction score than control group.

H2: Intervention group infants will higher overall performance in infant behavior test score than control group

inf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score was 59.79 points in intervention group and 53.91 points in control group.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score of intervention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an control group.

Therefore, hypothesis 1 was supported.

2. The infant behavior score of intervention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group, but partially.

Therefore, hypothesis 2 was partially supported.

1) The social interaction(orientation) score was 46.58 points in intervention group and 43.50 points in control

group. The orientation score of intervention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an control group.

2) The state regulation score was 26.79 points in intervention group and 25.33 points in control group. The

state regulation score of intervention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an control group.

In conclusion, present work demonstrated that maternal education using NBAS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method for promotion of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of infant behavior development. Author believes that many

inexperience young mother may find NBAS-based maternal education beneficial for their nursing babies, therefore

NBAS-based intervention is recommended to be adopted routinely as an integral part of neonatal nurs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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