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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미숙아 발달지식, 양육지식,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모성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김소연, 강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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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Child Development Knowledge, Rearing Knowledge and Use of Health
Care Service on Maternal Confidence among Mothers with Premature Infants
So Yeon Kim, Sook Jung Kang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hild development knowledge, child rearing knowledge, and use of healthcare services after discharge affect maternal confidence among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Method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55 mothers
who were involved in internet communities for mothers with premature infants and 30 mothers who visited hospitals for follow up care after
having their babies discharged from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NICU) in South Korea. Results: Presence of operation history, child development and rearing knowledge, and use of healthcare service explained 12.2% of maternal confidence. Presence of operation history
(β=.32, p<.05) and child development knowledge (β=.52, p<.05)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maternal confidenc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others with premature infants need further education especially on motor development, developmental knowledge, and knowledge related to operations for mothers whose child had surgery in the NICU. Also information about services provided from
community health services for premature infants need to be advertised and dis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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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 2.7명으로 감소하였다[2]. 미숙아 출생률이 증가한 반면 영아 사망
률이 감소한 것은 미숙아 생존율의 개선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내 일

연구의 필요성

개 대학병원에서 조사한 미숙아 생존율을 보면 2002년 92.8%에서

우리나라의 미숙아 출생률은 2013년 6.47%, 2014년 6.68%, 2015년

2011년 97.5%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3]. 이에 미숙아 생존율이 증가

6.9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 그에 비하여 영아 사망률

함에 따라 살아남은 미숙아의 성장, 발달, 그리고 퇴원 이후의 건강관

은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2013년 천 명당 3.0명에서 2015년 천 명

리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3]. 미숙아는 성장과 발달 두 영역 모두
에서 지연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저혈당이나 태아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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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hyxia) 등을 들 수 있다[4]. 한 연구에 따르면 미숙아의 12.6%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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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지연이 있었고, 평균 연령 3.9세까지 지속되었다[5]. 또한 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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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 지연은 발달 지연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발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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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인지와 언어 발달 영역에서 나타났다[6]. 이와 같은 성장과
발달 지연의 잠재성을 가진 미숙아를 어머니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데에는 그와 관련된 지식들이 부족할 수 있다[7]. 이러한 미숙아의 어
머니에게 발달과 양육에 대한 지식을 교육한 결과 미숙아의 성장발
달이 촉진된다고 보고되어[8] 미숙아 양육에 있어서 발달 및 양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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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입원 중인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

요인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로 한 연구에 의하면 미숙아 어머니의 발달에 대한 지식은 일반 영아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 어머니의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식, 퇴

를 둔 어머니의 발달지식보다 낮게 나타났고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에

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수준을 확인하고, 모성자신감에 영향을

대한 지식은 발달지식보다는 높게 나타났는데[9] 이 결과만으로 어떤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미숙아가 퇴원 후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아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이 선행연구는 입원

건강한 성장발달을 할 수 있고 미숙아 어머니는 높은 모성자신감으

중인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입원 중이 아닌 퇴원 후

로 미숙아를 양육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미숙아 어머니의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고 퇴원 후 효과
적인 미숙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련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퇴원 후 어머니의 미숙아 발달에 대한 지식, 양육

미숙아의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모성자신감의 증진에 중

에 대한 지식, 미숙아의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모성자신감

요하게 작용한다[10]. 현재 국내에서 미숙아의 퇴원 후 건강관리는 병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미숙아 어머니는 퇴원 후 병원의 외래

같다.

나 전화상담 만으로는 미숙아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있
다[9]. 국외에서는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출산 전부터 퇴원 후까

첫째, 대상자의 미숙아 발달에 대한 지식, 양육에 대한 지식, 미숙아
의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모성자신감 정도를 파악한다.

지 관리하는 프로그램[11], 퇴원 전부터 시작하여 퇴원 후 가정방문까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미숙아 관련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지 이어지는 관리 프로그램[12] 등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그램

미숙아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식,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모성

들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개 병원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

자신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영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숙아의 어머니를 대
상으로 한 가정간호서비스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셋째, 대상자의 미숙아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식, 퇴원 후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이 모성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모성자신감을 향상시켰다[13]. 또 한 연구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연구 방법

퇴원 후 전화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이는 부모의 불안감을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14].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
기 전에 국내에서 미숙아 및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퇴원 후 건강관리

연구 설계

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통하여 병

본 연구는 어머니의 미숙아 발달에 대한 지식, 양육에 대한 지식, 퇴

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퇴원 후 미숙아 건강

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모성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관리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모성자신감이란 어머니가 영아의 요구를 인지하며 양육기술을 가
지고 스스로 어머니 역할에 만족하는 것을 말하며[15] 이는 출산 전부

연구 대상

터 형성되어 출산 경험과 아동의 상태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16].

본 연구는 온라인 자조모임에 가입한 미숙아 어머니들과 일개 대학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자신감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미숙아와의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퇴원한 미숙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편

제한된 면회횟수와 정상 만삭아에 비해 약하다는 생각 등으로 인하

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은 재태기간 35주 미만, 출생 시 체중 2.5kg미

여 정상 만삭아의 어머니보다 낮게 나타난다[7]. 또한 미숙아 어머니

만, 교정연령 24개월 이하,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경험이 있는 미숙아의

는 퇴원 후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불안과 양육 스트레

어머니로 하였다. 35주 미만인 미숙아는 35주 이상인 미숙아에 비해

스가 증가할 수 있으며[17] 이는 모성자신감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발달이 느릴 수 있으며, 교정연령 24개월을 기준으로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자신감은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양육 행동을

성장발달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선정기준을 위와 같이 설정하였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자 미숙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다. 신체적 기형(심장기형, 기관기형, 식도폐쇄)으로 인하여 현재 이와

[18]. 실제로 높은 모성자신감은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스트레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거나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입원이 2회 이

스를 경감시키고, 미숙아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상 있었던 경우, 유전자 질환에 의한 질병이 있는 경우 모두 성장발달

있다[16]. 이와 같이 모성자신감은 미숙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

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는 중요한 요인이며 어머니의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식과도 연관이

G power 3.10을 이용하여 독립변수를 5개(일반적 특성 및 미숙아 관

있기 때문에 국내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자신감 정도를 확인하고 관련

련 특성 중 선별, 발달지식, 양육지식,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로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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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검정 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효과크기 .15로 산출한 결과

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기관 중에서는 보건복지부(www.mw.

최소로 필요한 표본 수는 74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85명

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강남구보건소(health.gang-

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85부였다. 이 중 인터넷

nam.go.kr), 은평구보건소(health.ep.go.kr)를 통하여 시행 중인 보건의

자조모임에서 수집된 것이 55부, 일개 대학병원에서 수집된 것이 30부

료서비스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병원에서는 미숙아 퇴원 후 부모를

였다. 누락된 자료는 없었으며 총 8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으로 제공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화상담[14]과 가정간
호서비스[13]가 있었고,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서비스나 모자보건서

연구 도구

비스를 통해 미숙아에게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미숙아 발달에 대한 지식

[19]. 이후 내용타당도를 신생아중환자실 책임간호사 1인, 신생아중환

Park과 Bang[9]이 개발한 미숙아의 발달 및 양육에 대한 부모의 지

자실 수간호사 1인, 그리고 간호학 교수 2인을 포함한 총 4인에 의해

식 정도 중 발달 지식 부분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6문항이며 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용타당도 지수는 평균 .87로 모두 .85이상으로

동, 언어, 사회성, 인지, 기타 발달지식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일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5개의 항목이 구성되었는데 이는 퇴원 후 병

경우 ‘1점’, 오답 혹은 모르는 경우에는 ‘0점’으로 계산하며 가능한 점

원의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병원의 퇴원 후 전화상담, 보건소의 방

수의 범위는 0~2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간호서비스, 보건소의 모자보건서비스, 병원의 전문간호사, 방문간

도구 개발 시 신뢰도 KR 20은 .88이었다[9].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호팀, 사회복지팀의 상담 이용경험 여부[13]였다.

KR 20 = .67로 측정되어 문항을 검토한 결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떨
어뜨리는 19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19번 문항은 ‘대부분의 아기는 교

모성자신감

정연령 18개월이면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가며 계단을 올라간다.’로

본 연구에서는 Parker와 Zahr[20]의 Maternal Confidence Question-

대표적이지 않은 발달 단계에 관한 문항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저해한

naire를 Choi와 Shin[1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미숙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총 25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KR

아 어머니의 모성자신감을 측정하는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20은 .70이었다.

며, 0~2세의 어머니에게 사용하도록 개발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미숙아 양육에 대한 지식

Park과 Bang[9]이 개발한 미숙아의 발달 및 양육에 대한 부모의 지
식 정도 중 양육 지식 부분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2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시 신뢰도
Cronbach’s α =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2
이었다.

목욕, 수유, 환경, 배변, 체온, 기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 계산
방식은 발달지식의 측정도구와 같고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12점이

자료 수집 방법

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시 신뢰도 KR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였다. 일개

20은 .62이었다[9]. 본 연구에서의 신뢰는 KR 20은 .63으로 측정되어 문

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미숙아의 어머니들과 미

항을 검토한 결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1번 문항을 삭제

숙아를 위한 온라인 자조모임에 가입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편의표

하였다. 11번 문항 ‘대변은 하루에 1번 보는 것이 정상이다.’이며 아기의

집하였다. 대학병원에서는 간호부의 승인을 획득하여 퇴원 후 정기검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절대적인 참으로 보기 어려운 지식이기 때

진 및 진료를 위해 병 · 의원 외래에 내원한 어머니들에게 연구에 대해

문에 제외하고 총 11문항으로 분석하였다. 이 문항을 제외하였을 때

설명문을 제공하며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은 후 서면 설문지를 작성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KR 20은 .66이었다.

하도록 하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운영자의 허락을 받은 후 가입
자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게시판을 통해 연구 대상자 모집글을 올리

미숙아의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고, url주소를 통해 설명문을 읽은 뒤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미숙아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항목은 대상자들이

였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대상자들에게는 설문 완료 후 수집한 핸드

이용 가능한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

폰 번호로 소정의 답례품(기프티콘)을 제공하였으며, 답례품 제공 후

으로 본 연구자가 문헌검색과 전문가 검증을 거쳐 구성하였다. 국내

개인정보는 폐기하였다.

에서 이용 가능한 미숙아의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인을 위하
여 검색 데이터베이스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co.kr), 한국
학술정보(kiss.kstudy.com), 디비피아(www.dbpia.co.kr)를 통한 문헌검

www.e-chnr.org

윤리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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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를 거쳐 승인(IRB No.: 106-7)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에

니의 경우, 커뮤니티 내에서 양육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대상자에게 불이익은 없었다. 연구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20]. 그러나 발달에 대한 지식과 퇴원 후 보건의

참여 도중 언제라도 중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대

료서비스 이용은 두 자료수집방법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상자의 연구 자료를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연구 자
료는 본 연구의 목적만으로 사용하고, 연구 종료 후 3년 후 폐기하며,

미숙아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식,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수집된 개인정보는 답례품 제공 즉시 폐기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서

및 모성자신감
어머니의 미숙아 발달에 대한 지식 총점의 평균은 16.69 ± 3.66점이

면 혹은 웹상으로 받았다.

었으며, 영역별 정답률은 사회성발달 영역이 82.5%로 가장 높았고, 운
동발달 정답률이 55.5%로 가장 낮았다. 어머니의 미숙아 양육에 대한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분

지식의 평균은 9.49 ±1.76점이었으며, 영역별 정답률은 목욕영역이

석을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로 설정하였다. 대상자의 미

9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변 영역이 76.5%로 가장 낮게 나타났

숙아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식,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모성자

다(Table 2).

신감을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여 그 중 한 개

적 특성과 미숙아 관련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미숙아 발달 및 양육에

이상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42.4%(36명), 한 가지도 이용한 적이 없

대한 지식,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모성자신감의 차이는 t-test,

는 경우는 57.6%(49명)로 나타났다(Table 3).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NOVA에서 유의미한 결

이용 개수는 총 다섯 개 중 평균 1.58± 0.50개였으며, 1개의 서비스를

과에 대해서는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

이용한 경우 58.3%(21명), 2개인 경우 25%(9명), 3개인 경우 11.1%(4명), 4

상자의 미숙아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식, 미숙아 퇴원 후 보건의료서

개인 경우 2.78%(1명), 5개 모두인 경우 2.78%(1명)이었다. 각각의 서비

비스 이용이 모성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은 동시입력방식의 다중회귀

스별로 살펴봤을 때, 퇴원 후 병원 측 상담전화 를 받은 경우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0.6%(26명)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가 2.4%(2명)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모성자신감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미숙아 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3.31± 3.97세이었으며 교육 정도는 대졸

총점의 정도는 최고 70점 중 평균 47.67±11.78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미숙아 관련 특성에 따른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식,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모성자신감의 차이

이상이 81.2%(69명)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직업이 있는 경우가 22.4%(19

미숙아 관련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미숙아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

명), 없는 경우가 48.2%(41명), 휴직이나 병가 상태인 경우 29.4%(25명)

식, 퇴원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모성자신감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 어

로 직업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월수입은 302만원 정도였

머니의 모성자신감은 미숙아의 수술력 유무(t = -2.16, p < .05)에 따라

다. 미숙아의 평균 재태주수는 30.46주로, 27주 이상 33주 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숙아가 수술력이 없을 때의

53.6%(44명)로 가장 많았다. 미숙아의 현재 교정연령 평균은 2.34개월

어머니의 모성자신감(M = 48.97, SD = 11.52)이 미숙아가 수술력이 있

이었다. 입원 중 미숙아의 수술력이 있는 경우는 18.8%(16명), 없는 경

을 때(M = 42.06, SD = 11.60)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는 81.2%(69명)로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수술명은 동맥관개존증
수술이 56.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혜부 탈장 수술 12.5%(2명), 미
숙아망막증 수술 12.5%(2명), 요도하열 수술 6.3%(1명) 등으로 나타났
다(Table 1).

대상자의 모성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값이 2.37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여 자기 상관의 위험이 없었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자료수집과 오프라인을 통한 자료수

고 모형의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집을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Inflation Factor, VIF)도 10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두 그룹 간 대

확인되었다. 연속변수는 그대로 입력하고 명목변수는 더미로 입력하

상자의 연령, 교육정도, 월수입 등의 일반적 특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자신감의 차이를

그러나 양육에 대한 지식은 온라인으로 수집한 자료의 평균이 높게

살펴본 결과, 미숙아의 수술력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성

나왔다(t = 3.21, p < .05).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미숙아 어머

자신감의 차이가 나타나(t = -2.16, p < .05) 이 변수를 회귀분석에 포함

410

어머니의 미숙아 발달지식, 양육지식,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모성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www.e-chnr.org

https://doi.org/10.4094/chnr.2017.23.4.40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others

Age (year)

Child

(N=85)
n (%)

M ± SD

25~29
30~35
36~40
41~45

14 (16.5)
49 (57.6)
19 (22.3)
3 (3.6)

33.31 ± 3.97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graduate school

1 (1.2)
15 (17.6)
69 (81.2)

Occupation

Yes
No
Leave of absence

19 (22.4)
41 (48.2)
25 (29.4)

Types of occupation*

Office (worker)
Professional
Management
Service

30 (68.2)
7 (15.9)
4 (9.1)
3 (6.8)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

10 (11.8)
21 (14.1)
39 (35.4)
19 (22.6)
9 (10.6)
5 (6.0)

302.24 ± 182.31

Gestational age (week)

＜27
27~32
33~35

18 (21.5)
44 (53.6)
23 (24.9)

30.46 ± 3.16

Birth order

1st
2nd
3rd
4th

52 (61.2)
24 (28.2)
8 (9.4)
1 (1.2)

Multiple birth

Singleton
Twin or triplet

72 (84.7)
13 (15.3)

Corrected age (month)

＜1
1~5
6~8
9~12
13~18
19~24

32 (37.6)
25 (29.4)
8 (9.4)
12 (14.1)
3 (3.5)
5 (5.9)

Operation history

Yes
No

16 (18.8)
69 (81.2)

2.34 ± 1.48

*Participants with occupation or on leave of absence (n=44).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네 개의 변인은 모성자신감에 대해 12.2%의 설

논 의

명력을 보였으며 유의미한 예측인자는 미숙아의 수술 유무(β =.23,
p < .05)와 미숙아 어머니의 발달에 대한 지식(β =.25, p < .05)으로 나타

본 연구는 어머니의 미숙아 발달에 대한 지식, 양육에 대한 지식, 퇴

났다. 미숙아가 수술한 경험이 없을수록, 어머니의 미숙아 발달에 대

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모성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한 지식이 높을수록 모성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시도되었다. 어머니의 미숙아 발달에 대한 지식의 평균은 16.69
± 3.66점이었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해 입원 중인 미숙아 어머니

www.e-chn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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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N=85)

Variables

Items

M ± SD

Min

Max

Correct answer (%)

Development
knowledge

Sociality
Others*
Cognition
Language
Motor
Total

3
4
3
2
13
25

2.51 ± 0.67
3.26 ± 1.09
2.27 ± 0.68
1.44 ± 0.75
7.21 ± 2.23
16.69 ± 3.66

1
0
0
0
2
5

3
4
3
2
11
23

82.5
81.5
75.7
72.4
55.5
66.8

Rearing
knowledge

Bathing
Environment
Body temperature
Breastfeeding
Others†
Defecation
Total

1
1
1
4
3
1
11

0.92 ± 0.28
0.91 ± 0.30
0.91 ± 0.29
3.48 ± 0.83
2.52 ± 0.63
0.76 ± 0.43
9.49 ± 1.76

0
0
0
1
1
0
2

1
1
1
4
3
1
11

91.8
90.6
90.6
87.1
83.9
76.5
87.4

*Others includes items about catch-up growth and developmental speed; †Others includes how to hold baby, hiccups, side effects of vaccination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Health Care Service Received after Discharge

(N=85)

Categories

n (%)

Received service

Yes
No

36 (42.4)
49 (57.6)

Types of service

Tele-counseling from hospital
Regular education program from hospital
Maternal-child health service from health center
Counseling service from hospital*
Visiting nurse service from health center

26 (72.2)
18 (50.0)
8 (22.2)
5 (13.9)
2 (5.6)

Number of services received

M ± SD

1.58 ± 0.50

*Counseling service from NP, visiting nurse team, and social service team
Table 4. Factors Affecting Maternal Confidence
Predictors
History of operation†

No
Yes

Development knowledge
Rearing knowledge
Health care service received
after discharge

No
Yes

(N=85)
b

β

t

6.94

.23

2.18*

0.81

25

2.35*

-0.45

-.07

-0.62

1.31

.12

-1.07

R2
(ΔR2)

F
(df1, df2)

.12
(.08)

2.78*
(4, 80)

*p＜.05; History of operation for child.
†

에게 발달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 선행연구에서의 점수인 15.41점[9]에

입원 중인 미숙아 어머니에게 같은 도구로 시행한 선행연구에서는 언

비해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가 입원

어발달 영역의 정답률이 74.2%로 가장 높았고, 운동발달 정답률이

중에 이루어졌고, 본 연구는 퇴원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숙아를

43.4%로 가장 낮았다[9]. 선행연구에서는 언어발달 영역의 지식이 가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선행연구

장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발달 영역 지식이 가장 높은 이유

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영역별 정답률은 사회성발달 영역

는 자료수집 시점과 대상자 연령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행

이 가장 높게 그리고 운동발달 영역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는 입원 중인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평균 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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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약 30주, 입원기간이 평균 29일로 교정연령 평균이 2.34개월인

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24]. 미숙아의 어머니는 수

본 연구의 대상자보다는 연령이 어리고 치료가 더 필요한 대상자이기

술과 관련된 미숙아의 단기 합병증 및 장기적인 손상에 대한 대처능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미숙아 어머니에게 선행

력이 미숙하여 모성자신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연구와 본 연구 모두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인 운동발달 영역에 대한

들에게는 수술과 관련된 추가적인 교육을 포함한 간호서비스가 필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숙아 어머니에게 교육을 시행

할 수 있겠다.

할 때 미숙아의 발달수준을 사정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면
더욱 구체화된 내용으로 개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성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미
숙아의 수술경험 유무와 미숙아 어머니의 발달에 대한 지식이 모성

어머니의 미숙아 양육에 대한 지식의 평균은 9.49 ±1.76점으로, 동

자신감에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술한 경험이 없을수

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던 평균 점수인 9.34점[9]과

록, 어머니의 미숙아 발달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모성자신감이 높

비슷한 수준이었다. 영역별 정답률은 목욕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

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에 대한 지식은 모성자신감에 유의한 영향

고, 배변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입원 중인 미숙아 어머니에게 같

요인이 아니었으나 발달에 대한 지식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온 결

은 도구를 사용하여 시행한 선행연구 결과도 목욕 영역의 정답률이

과에 주목할 만하다. 우선 발달지식 도구의 내용은 미숙아의 특성이

91.8%로 가장 높았고, 배변 영역이 61.7%로 가장 낮아 본 연구 결과와

반영되어 있으나 양육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인 양육과 관련된 내용

유사하였다[9]. 양육지식 중 배변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이 더 많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양육에 대한 지식의 내적 일

수 있지만[21]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습득하여 실제에 적용하는

관성이 .66으로 낮은 것도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양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모유를 먹일 때의

육에 대한 지식은 주로 생활습관이나 일반적인 건강정보와 같이 개인

무른 변과 설사, 정상적인 녹색 이행변과 병리적인 녹색변을 구분하기

적이고 비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25], 비교적 정보를 구할 수 있

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는 경로가 많으나 발달에 대한 지식, 그 중에서도 정상아가 아닌 미숙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 국가에서

아의 발달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

운영하는 보건소의 서비스 이용률보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

유로 미숙아 부모들은 양육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미숙아이기 때문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미숙아라는 특수하고 취약

에 우려되는 장기적인 결과인 발달문제 혹은 장애문제 등에 더 관심

한 대상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부족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이 많다[26]. 따라서 미숙아 대상으로 교육, 특히 퇴원 교육을 실시할

보건소로의 연계의 미흡을 생각할 수 있다[22]. 아직 보건소에서의 미

때에는 발달과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고 부모의 우려 혹은 궁금증을

숙아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혹은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

잘 해결해 줄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결과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 이

과를 본 예는 없었다. 하지만 일개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

용은 모성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으로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분만의료기관과 협력 및 연계하

퇴원 후 교육 중재가 모성자신감의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

여 미숙아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프로

[27]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퇴원 후 보

그램의 적용 결과 어머니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

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과반수이고, 선행연구는

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의 스트레스, 양육부담감, 산후 우울이 감소

교육중재의 효과를 보았고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하였다[23]. 보건소의 서비스는 지역의 대상자에게 접근이 용이하다

결과를 보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차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

는 장점이 있고[22]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

로 사료된다.

원 사업, 그리고 방문간호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미숙아 어머니의 모성자신감은 미

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도록 병원 뿐 아니라 보건소에서의 홍보 노력

숙아에게 수술경험이 없고 발달에 대한 지식이 많을 때 높아지는 것

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미숙아의 건강관리와 발달 교육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퇴원 후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본 연구 결

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현재의 인력에게 미숙아

과를 고려하여 수술경험이 있는 미숙아 어머니의 교육 요구를 사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면 보건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

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합병증이 많은 장루술을 받은 환

고, 대상자 입장에서는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

아의 경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장루처치에 대한 내용을

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포함할 수 있겠다[28]. 또한 모성자신감의 증진을 위해 어머니에게 미

어머니의 모성자신감은 미숙아가 수술력이 없을 때(M = 48.97,

숙아 발달에 관한 교육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SD = 11.52)가 미숙아의 수술력이 있을 때(M = 42.06, SD = 11.60)보다 높

내용으로는 미숙아의 성공적인 따라잡기 성장을 위해 각 성장 발달

게 나타났다. 이는 수술을 받은 미숙아 부모의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발달목표를 교육하고 어머니가 직접 관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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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발달지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29]. 따라잡기 성장

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5 [cited 2017 May 23]. Available from:

은 퇴원 후 미숙아의 성장 발달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는 미숙아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

키, 체중, 머리둘레가 정상 만삭아의 연령과 성별에 표준화된 값까지

ZTITLE&parentId=A

생후 24개월 이내에 도달하도록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28]. 따라서 미

2. Statistics Korea. Leading cause of death 2015 [Internet]. Seoul: Statis-

숙아 어머니에게 발달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은 미숙아의 성공

tics Korea; 2015 [cited 2017 May 23]. Available from:

적인 따라잡기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미숙아 어머니 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워 일
부 대상자를 온라인 자조모임을 통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는 점이

&bSeq=&aSeq=356347&pageNo=1&rowNum=10&navCount=10&
currPg=&sTarget=title&sTxt=

며 온라인으로 설문을 한 대상자의 양육에 대한 지식이 오프라인으

3. Jeong MS, Yoon SH, Lee YK, Ko SY, Shin SM. A 12-year retrospective

로 설문을 한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자조모임을 통

study of survival rates and outcomes of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하여 양육과 관련한 지식습득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차후 연구

in a single center. Neonatal Medicine. 2016;23(1):1-7.

에서는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http://dx.doi.org/10.5385/nm.2016.23.1.1

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퇴원한 미숙아

4. Kerstjens JM, Bocca-Tjeertes IF, de Winter AF, Reijneveld SA, Bos

의 어머니를 위한 각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 목표가 포함된 교육 프로

AF. Neonatal morbidities and developmental delay in moderately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퇴원한 미숙아 어머니의 운동발달 지

preterm-born children. Pediatrics. 2012;130(2):e265-272.

식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가정에서 어머니가 시행 가능한 미숙아의

http://dx.doi.org/10.1542/peds.2012-0079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5. Pampanini V, Boiani A, De Marchis C, Giacomozzi C, Navas R,

다. 셋째, 미숙아의 건강관리와 어머니의 건강교육이 가능한 전문 지

Agostino R, et al. Preterm infants with severe extrauterine growth re-

식을 가진 간호사를 양성하여 퇴원 후 보건의료서비스의 인력으로

tardation (EUGR) are at high risk of growth impairment during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임상에서 간호사가 미숙아의 퇴원 시 현

childhood. European Journal of Pediatrics. 2015;174(1):33-41.

재 이용률이 낮은 보건소의 모자보건 서비스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http://dx.doi.org/10.1007/s00431-014-2361-z

활용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보건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연계

6. Ionio C, Riboni E, Confalonieri E, Dallatomasina C, Mascheroni E,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퇴원 후 보건의

Bonanomi A, et al. Paths of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in

료서비스가 미숙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숙아의 성장 및 발

healthy preterm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달 상태를 직접 측정하여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016;44:199-207. http://dx.doi.org/10.1016/j.infbeh.2016.07.004
7. Heydarpour S, Keshavarz Z, Bakhtiari M.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숙아 어머니의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식, 퇴원

the role of motherhood in mothers of preterm infants admitt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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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wee care): The effect of a comprehensive develop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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