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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초산모는 출산 후 아이 양육에 처음 직면하면서 아이의 상

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자신

이 어머니로서 미숙하거나 준비가 안된 것에 대해 자존감이

저하되며 심한 경우 좌절감까지 경험한다김미종 특히( , 2002).

우리나라 어머니는 산욕초기 모아 상호작용의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외국 어머니들에 비해 모아 상호작용 정도가 낮고 영

아와의 접촉행동이 적으며 영아의 신호를 잘못 인식하는 경

우가 많다고 한다이은숙( , 1987).

모아 상호작용은 어머니와 영아간에 발생하는 언어적 비언,

어적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영아기 모아 상호작용을 증진하

는 것은 영아에게 최적의 발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

게 된다 그러나 초산모의 경우 처음으로 영아를 양육하면서.

영아의 행동과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아의 신호에 민감

하게 반응할 수 없어 조화로운 모아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

는다 이러한 어려움은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모성의 자존.

감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은숙( , 1987).

모성 자존감은 여성 스스로 모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평

가하는 인지과정으로한경자 방경숙 산욕기 초산모는( , , 1999),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기를 양육해야 할 모성의 역할

을 경험하면서 모성역할전환에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되

나 정상 분만 후 일만에 퇴원하게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2-3

는 모성의 긍정적 자기인식과 적극적 모성역할 전환을 위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모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측 요인으로 영아기

질은 생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개인적 성향으로(Coffman,

영아가 잘 보채고 까다로운 기Levitt, Guacci, & Silver, 1992)

질을 가진 경우 부모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포기하는 반면

순한 영아에게는 자극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 영아기질은 어머니의 모성역할(Als & Lewis, 1975).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도 관련성이 높아 영아의 기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이영은 강양희 박혜선 황은주 문미영 영아의( , , , , , 2003),

행동기질이 불안정한 경우 부모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끼

게 된다 이러한 기질은 선천적인 내적 요인(Boukydis, 1985).

이기는 하지만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및 어머니가 조성하는

양육환경에 따라 영아기 개월 이전에는 변화 가능성이 많은3

것으로 나타나 한경자와 방경숙(Thomas & Chess, 1977; ,

방경숙 개월 이전에 영아의 기질을 긍정적으로2000; , 2000) 3

변화시킬 중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초산모는 모아 관계 형성에 큰 위기를 겪고 있

지만 이러한 위기를 중재하려는 간호전문직의 노력은 모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개발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정상 영아와 그 어머니의 모아 상호작용.

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로 영아와의 의사소통 교육(Leitch,

브레즐톤 신생아 행동 사정 도구를 이용한 어머니 교1999),

육이선아 어머니 역할 교육 프로그램방경숙 이( , 2002), ( , 2000)

있는데 이들 중재 대부분은 영아의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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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 어머니가 영아의 신호를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이다.

반면 모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방법으로 감

각자극은 영아의 피부를 자극하는 것으로 영아에게 가장 자,

연스러운 어머니가 감각자극을 제공하게 되면 모아 상호작용

측면에서 어머니에게는 영아의 신호나 행동을 이해하고 반응

할 수 있도록 민감성 능력을 증가시키고 영아에게는 행동상

태를 안정화시켜 자신의 신호를 좀 더 명확하게 보낼 수 있

는 능력을 증가시켜 영아와 부모 모두에게 효과적이다김미(

예 장군자 김선희 장군자 이를 근거로 영아의, , , 2004; , 2004).

신호나 행동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초산모에게 감각자극을

교육한 후 규칙적으로 영아에게 제공하도록 하면 모아 상호

작용 측면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모성으로서의 인지과정과

영아기질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각자극이 모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모아 관계의

다른 측면인 모성 자존감과 영아 기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 및 가설
감각자극이 모아 상호작용 모성자존감 및 영아기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감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모아 상호작용∙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감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모성자존감 점수∙

가 높을 것이다.

감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영아기질 점수가∙

높을 것이다.

용어의 정의
감각자극 인체의 감각기관에 주어지는 자극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의 감(Field, et al., 1986), Field et al.(1986)

각자극 프로토콜인 촉각자극과 수동적 운동자극으로 구성

된 분 정도 소요되는 마사지를 의미한다15 .

모아 상호작용 모아 체계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아가 행동의 상호교류를 통해 끊임없이 상호자극,

강화 반응하는 역동적 조절 과정, (Kenneth & Patrick,

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미예 가 고안한 수유시1982) , (1999)

모아 상호작용 측정도구를 통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모아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모성자존감 어머니로서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

가에 대한 것한경자와 방경숙 으로 본 연구에서는( , 1999)

와 의 를 한Shea Tronick(1988) Maternal self-report inventory

경자와 방경숙 이 한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번안수(1999)

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모성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영아기질 생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개인적 성향: (Coffman,∙

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et al., 1992) , Priham, Chang Chiu

이 개발한 를 방경숙(1994) “What my baby is like(WBL)”

이 한국 영아를 대상으로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2001)

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기질,

임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감각자극을 초산모에게 교육한 후 초산모가 주8

동안 영아에게 매일 감각자극을 수행하여 그 중재 효과를 측

정한 연구로 초산모를 실험군과 대조군에 편의 배정하였으므

로 대상자의 무작위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속변수가,

사전에 측정되지 않은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측정 설계의 유

사실험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기간
시에 소재한 일 개 산후 조리원에 있는 본 연구에 참여를D

동의한 초산모와 영아를 대상으로 실험군은 연구 기간 동안

중재를 교육하였고 대조군은 연구 기간이 끝난 후 감각자극

중재를 교육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 일부터. 2001 12 1

년 월 일까지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어머니는 연2003 3 30 .

구기간 동안 영아를 직접 돌보고 산욕기 합병증이 없는 건강

한 초산모 영아는 제대가 탈락되고 생리적 체중감소가 회복,

된 건강한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 를 근거로 두 군간 차이검증에 필요Cohen power analysis

한 연구 대상자 수를 계산하면 효과크기=.05, 1- =.80,α β

일 때 쌍 즉 어머니와 영아 총 쌍이 필요하며d=.80 n=20 , 40

초기 대상자로 실험군 쌍 대조군 쌍을 모(Cohen, 1988) 21 , 20

집하였지만 실험군 쌍 대조군 쌍이 탈락되어 최종 대상자, 1 , 1

는 실험군 쌍 대조군 쌍 총 쌍이었다20 , 19 39 .

연구도구
감각자극 의 촉각자극과 수동적 운동자: Field et al.(1986)∙

극으로 구성된 감각자극 프로토콜을 이용하였다 감각자극.

의 제공 횟수는 의 선행 연구 결과에 근Field et al.(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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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일 회로 선정하였고 감각자극을 제공하는 시간1 2 ,

은 수유 시간 전 영아의 수면각성 상태 중 상호작용하기1 -

에 가장 좋은 조용히 깨어 있는 상태 에서 실시하였다“ ” .

그 이유는 김희숙 의 선행연구에서 수유 시간 전이(1996) 1

수유 시간 후보다 감각자극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고 안정1

상태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의 감각자. Field

극 프로토콜은 촉각자극 분과 운동자극 분으로 총 분10 5 15

정도 소요되는 마사지이며 촉각자극은 대상자를 복위로,

한 후 머리 목과 어깨 등 양다리 양팔 순서로 각각 분, , , , 1

씩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마사지하고 운동자극은 앙와위

로 하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양다리의 순으로, , , ,

각각 분씩 굴곡과 신전운동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1 .

초산모에게 감각자극을 교육한 방법은 먼저 감각자극에

대한 내용을 유인물로 제작하여 초산모가 내용을 숙지하

도록 한 후 영아의 제대가 탈락되고 난 후부터 산후 조리

원에 있는 동안에는 오전에 연구자가 어머니 앞에서 감각

자극을 시범 보이고 오후에는 어머니가 직접 영아에게 감

각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자가 관찰하여 하루 회 총2

일 정도 교육하였다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회 모두 실5-7 . 2

시하였고 주 가정 방문시 감각자극 제공여부를 비디8-10

오로 촬영하였다.

모아 상호작용 김미예 가 고안한 수유시 모아 상호: (1999)∙

작용 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영아 신호에 대한.

민감성 문항 성장 발달 촉진 문항 보챔에 대한 어머(14 ), (8 ),

니의 반응 문항 영아신호의 명료성 문항 어머니에 대(5 ), (8 ),

한 반응 문항 모영아의 동시적 행동 민감성 문항의(5 ), - (5 ) 6

개 영역 총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비디오 분석45

시 거의 나타나지 않은 보챔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영역‘ ’

문항과 어머니에 대한 반응 영역 중 수유동안 어머니를5 ‘ ’ ‘

향해 미소짓거나 웃는다는 개 항목은 도구에서 제외하였’ 1

다 각 문항은 예 혹은 아니오 로 구성되어 있고 예. “ ” “ ” “ ”

로 대답한 항목만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모아 상호

작용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생후 주 가정을 방문. 8-10

하여 수유동안의 모아 상호작용 과정을 연구자가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는 군 배정을.

알지 못하는 제 자인 모아 상호작용 사정 도구인3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두 관찰자로NCAST

관찰자 두 사람간 일치율은 이었다98% .

모성자존감 이 개발한 모성자가보: Shea & Tronick(1988)∙

고도구 를 한경자와 방경숙(Maternal self-report inventory)

이 한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1999)

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6

문항 어머니로서의 일반적 능력 문항 아기 돌보기 능), (5 ).

력 문항 어머니역할에 대한 준비도 문항 임신분(6 ), (4 ),

만출산에 대한 감정 문항의 개 영역 총 문항으로(4 ) 5 25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점의 절대로 그렇지 않다에서. 1 ‘ ’

점의 절대적으로 그렇다로 평점하는 점 식 척도5 ‘ ’ 5 likert

로 점과 점 사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자존감, 25 125

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저자들에 의한 개발당시 신.

뢰도 는 였고 국문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66-.89 ,

는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Cronbach's alpha .83 ,

도는 였다Cronbach's alpha .72 .

영아기질 가 개발한: Priham, Chang & Chiu(1994) “What∙

를 방경숙 이 한국 영아를My Baby is Like(WBL)” (2001)

대상으로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

구는 온순지속성 문항 활동성 문항 반응성 문항(7 ), (4 ), (4 ),

적응성 문항의 개 영역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3 ) 4 18 .

각 문항은 전적으로 그렇다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 9 ‘ ’

점으로 평점하여 점에서 점 사이에서 점수가 높을1 , 18 162

수록 적응을 잘하고 쉽게 달래지며 반응을 잘 나타내고, , ,

지속적이며 잘 밀착하는 긍정적인 기질을 가진 아기임을,

의미한다 원저자들에 의한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이었고 국문도구의 신뢰도alpha .69-.87 , Cronbach's alpha

는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86 , Cronbach's

이었다alpha .70 .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연구를 위해 시 소재 산후 조리원에 연구목적과 절차를D

설명하고 연구 허락을 받았다 산후 조리원에 있는 산모를 대.

상으로 연구기준에 맞는 초산모와 영아를 실험군과 대조군에

배치하고 실험군에게는 영아의 제대가 탈락된 후부터 조리원

퇴원까지 감각자극을 교육하였는데 평균 일 정도 교육하, 5-7

였다 조리원 퇴원 후 가정에서 어머니가 감각자극을 제공하.

는지 여부는 주일에 한 번 전화방문과 주 비디오 촬영으로1 8

확인하였고 질문지는 생후 주 사이에 가정방문을 통해, 8-10

어머니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생후 주에 가정을 방. 8-10

문한 이유는 연구 대상자들이 산후 조리원에 머무르는 주3-4

동안에는 영아 돌보기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퇴원 후

일정 기간 영아 돌보기에 참여한 생후 주 사이에 질문지8-10

를 작성하였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자의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 대상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에 편의 배정하여 무작위,

할당이 되지 못한 점 종속변수가 사전에 측정되지 않은 비동,

등성 대조군 사후 실험설계로 종속변수의 동질성이 검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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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에 사후비교만으로 중재의 효과라고 주장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성자존감의 내용 중 영아돌. ‘

보기 능력과 영아기질 및 모아 상호작용은 어머니가 일정기간’

아기를 돌보고 난 후에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사료되고 또

산후 조리원에 입원한 초산모 대부분이 입원기간 동안 아기

돌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간

주 사이에 사후측정만 하게 되었다8-10 .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였으며 실험군과 대SAS program ,

조군의 동질성 검정은 χ
2 와 연구가설 검정은-test t-test, t-test

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영아의 성별 수유형태 월수입 어머니의 평균연령과 교육, , ,

수준 연구시작시 영아의 출생일수 영아의 출생시 체중에 따, ,

른 동질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어서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가설검정
감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모아 상호작용 점“

수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

군의 모아 상호작용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 총점 점29.06

은 대조군 총점 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20.13 (t=4.88,

가설은 지지되었다 하부 영역별로 점수를 살펴보면p=.000) .

어머니에 대한 반응 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t=1.87, p=.071)

차이가 없었고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성, ‘ ’(t=5.07, p=.000), ‘

장발달 촉진 영아신호의 명료성’(t=2.82, p=.008), ‘ ’(t=4.23,

모영아 동시적 행동 민감성 에서 실p=.000), ‘ - ’(t=3.26, p=.003)

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2>.

감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모성자존감 점수“

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의 모성자존감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 총점 점은 대96.17

조군 총점 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86.65 (t=-4.23, p=.000)

가설은 지지되었다 하부 영역별로 점수를 살펴보면 아기돌. ‘

보기 능력 을 제외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t=0.98,p=.335) ‘

감 어머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t=-2.79, p=.009), ‘ ’(t=-2.05,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도 임신p=.048), ‘ ’(t=-2.36, p=.025), ‘ ,

분만 출산에 대한 감정 의 개 영역에서 실험, ’(t=-3.17, p=.003) 4

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3>.

표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1>
특성

실험군(n=20)

N(%) or M(SD)

대조군(n=19)

N(%) or M(SD)
χ2/t p

영아의 성별
남
여

12 (60.0)

8 (40.0)

9 (47.4)

10 (52.6)
1.39 .238

수유형태
모유수유
인공수유
혼합유

6 (30.0)

2 (10.0)

12 (60.0)

3 (15.8)

3 (15.8)

13 (68.4)

1.35 .509

월수입
만원미만200

만원이상200

10 (50.0)

10 (50.0)

10 (52.6)

9 (47.4)
0.52 .916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

2 (10.0)

18 (90.0)

3 (15.8)

16 (84.2)
2.25 .134

어머니연령 29.50± 3.24 28.94± 2.66 0.56 .582

연구시작시 영아의
출생일수일( )

13.94± 1.98 14.12± 1.54 -0.29 .776

출생시체중(g) 3400.83±330.54 3273.53±276.27 1.23 .227

표 두 집단간 모아 상호작용 점수 비교< 2>
항목

실험군(n=18)

M(SD)

대조군(n=17)

M(SD)
t P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11.71(1.61) 8.13(2.39) 5.07 .000

성장발달촉진 4.82(1.01) 3.50(1.63) 2.82 .008

영아신호의 명료성 6.53(1.01) 4.75(1.39) 4.23 .000

어머니에 대한 반응 2.76(0.83) 2.06(1.29) 1.87 .071

모영아 동시적 행동 민감성- 3.12(1.11) 1.69(1.40) 3.26 .003

총 점 29.06(4.19) 20.13(6.20) 4.8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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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자극을 제공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영아기질 점수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영아기질을 측정한 결과 실험군 총점 점은 대조군의 총120.67

점 점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나 가설은 지지되110.29

었다 하부 영역별로 점수를 살펴보면 온순성(t=-2.10, p=.043). ‘

및 지속성 활동성 반응’(t=-1.54, t=.134) ‘ ’(t=-0.47, t=.641) ‘

성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적응’(t=-0.65, p=.518) , ‘

성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t=-2.62, p=.013) < 4>.

논 의

본 연구는 감각자극을 교육받은 초산모가 영아기 주까지8

영아에게 감각자극을 직접 제공했을 때 모아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실험군에서 대조군

에 비해 모아 상호작용 모성 자존감 영아 기질 점수가 더, ,

높게 나타났다.

모아 상호작용은 실험군 총점 점이 대조군 총점29.06 20.13

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산모의 영아 마사,

지가 생후 주 유희적 모아 상호작용을 촉진시켰다는 연구최4 (

소영 어머니의 감각자극이 미숙아 퇴원시 모영아 상, 2002), -

호작용을 촉진시켰다는 연구김미예 김선희 장군자( , , , 2004;

와 일치하였다 모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Ferber, et al., 2002) .

기 위한 중재 대부분은 모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데 이는 의 모아 상호작용 모델에서 적응적 모아, Bernard

상호작용은 어머니나 영아가 지닌 기본적인 특성들보다 중재

에 의해 쉽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이론적 주장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Marriner and Alligood, 1998).

모성 자존감은 실험군 총점 점이 대조군 총점 점96.17 86.65

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감각자극을 제공받,

은 실험군의 어머니는 감각자극을 영아와 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모성 스스로 감각자극을 제공하면서 아기

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는 만족감이 생기면서 모성 자존감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안영미 는. (2004)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체계적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월간 제공한 연구에서 개월째 측정한 모성 자존감은 실6 6

험군 총점 점이 대조군 총점 점에 비해 유의하게108.83 92.75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안영미와 이상미 는 고위험 신생아(2004)

어머니를 대상으로 통합적 입원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NICU

이 대조군에 비해 모성 자존감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모성 자존감의 하부 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아기 돌보기‘

능력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영역 모두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가,

양육경험이 전혀 없는 초산모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초산모는 출산 후 아이 양육에 처음 직면하기 때문에 아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한다김미종( , 2002).

본 연구의 감각자극 중재는 어머니가 영아를 만져주면서 어

머니로서의 인지과정은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지

만 구체적으로 아기의 요구를 파악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

부여에는 제한점이 나타나 이를 보강한 중재 개발과 후속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영아기질은 실험군 총점 점이 대조군 점보다120.67 110.29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oniak-Griffin & Ludington-

가 정상아 명을 대상으로 단일감각군 통합감각Hoe(1988) 81 ,

군 단일감각과 통합감각을 같이 제공한 군과 대조군간에 영,

아기질을 측정한 결과 그룹들간 점수 차이가 너무 작아 통계

표 두 집단간 모성 자존감 점수 비교< 3>
항목

실험군(n=18)

M(SD)

대조군(n=17)

M(SD)
t P

어머니역할에 대한 자신감 26.56(3.01) 22.65(5.07) 2.79 .009

어머니로서의 일반적 능력 20.83(1.97) 19.53(1.77) 2.05 .048

아기 돌보기 능력 15.83(2.28) 16.82(3.59) -0.98 .335

어머니역할에 대한 준비도 16.50(2.20) 14.65(2.45) 2.36 .025

임신분만출산에 대한 감정 16.44(2.45) 13.00(3.86) 3.17 .003

총 점 96.17(5.97) 86.65(7.31) 4.23 .000

표 두 집단간 영아 기질 점수 비교< 4>
요 인

실험군(n=18)

M(SD)

대조군(n=17)

M(SD)
t P

온순성 및 지속성 49.11( 8.23) 44.59( 9.15) 1.54 .134

활동성 23.28( 7.38) 22.24( 5.53) 0.47 .641

반응성 28.06( 4.89) 27.06( 4.08) 0.65 .518

적응성 20.22( 4.32) 16.41( 4.27) 2.62 .013

총 점 120.67(16.52) 110.29(12.23) 2.10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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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는 차이

를 보인다 그러나 중재방법은 다르지만 정상 영아 어머니에.

게 영아기 어머니 역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방경숙(2000)

의 연구에서 생후 개월 측정한 영아기질은 실험군 총점3

점이 대조군 총점 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130.95 120.22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영아기질의 하부영역별 점수를 살펴보.

면 적응성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온순성과‘ ’ ‘

지속성 활동성 반응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 ’, ‘ ’

는데 이는 적응성 영역에 포함된 질문 항목이 수유시간이나, ‘ ’

수유종류 변경 수면시간이나 환경 변경 일반적인 변화에 아, ,

기가 쉽게 잘 적응하는 가에 대한 것으로 생후 주 사이에8-10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몇몇 어머니들이 대체적으로 자

기 아기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로 응답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감각자극 중재는 모성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생후 개월 이전에 영아기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모아3

상호작용을 증진시킨 독자적인 간호 중재로 확인되었으므로

초산모의 산욕기 간호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감각자극이 초산모의 모아 상호작용 모성자존감,

과 영아기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

군 사후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시에 위. D

치한 개 산후 조리원에 있는 건강한 정상아를 둔 초산모로1

실험군 명 대조군 명 총 명이었고 연구기간은 년20 , 19 39 , 2001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였다12 1 2003 3 30 .

실험군 초산모에게는 감각자극을 교육한 후 영아의 제대

탈락 후부터 생후 주까지 의 감각자극 프로토콜을 하루8 Field

회 적용하도록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생후 주에2 . 8-10

가정을 방문하여 모아 상호작용 모성자존감과 영아기질을 측,

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SAS program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정은 χ2 가설검증을 위해-test, t-test,

서는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t-test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각자극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모아 상호∙

작용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감각자극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모성자존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감각자극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영아기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연.

구대상자를 충분히 확보한 후 사전사후 비교할 수 있는 연구-

설계에 따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모성자존감과 영아기.

질은 모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

로 정상 영아와 미숙아 초산모와 경산모 등 연구 대상자를,

구분하여 감각자극 중재를 적용한 후 어느 집단에 가장 효과

가 크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은 감각자극이 초산모와 그 영아간 모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초산모의 모성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어머니가 영아기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효과적인 중재임을 보여줌으로

초산모의 양육교육의 일환으로 감각자극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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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nsory stimulation conducted by primiparas

on mother-infant interaction, maternal self-esteem and infant temperament. Metho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study design was us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1, 2001 to March 30, 2003. The

participants were 39 primiparas with normal birth weight infants.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20 mothers

in the intervention group and 19 in the control group. The mothers in the intervention group were given instruction

on sensory stimulation by the researcher, and the mothers, in turn, used this technique on their infants twice a day

during the first 2 months of life. Both groups were measured for maternal self-esteem and infant temperament

using the maternal self-report inventory (MSRI) and What My Baby Is Like (WBL) and a film was made of the

feeding situation when each infant was between 8 and 10 weeks of age. Result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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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erimental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mother-infant interaction, maternal self-concept and infant

temperament. Conclusion: This suggests that sensory stimulation conducted by primiparas may improve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maternal self-esteem and infant temperament.

Key words : Sensory stimulation, Mother-infant interaction, Maternal self-esteem, Infant temper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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