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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어렵게 고민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논문을 쓰던 시간보다 감사의 글을 쓰는 지
금 이 순간이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까지 제게 수많은 배려와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주신 귀하신 분들을 혹시 한분이라도 빼뜨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
입니다.이제 부족한 결실을 세상에 내어 놓게 되면서 이 논문은 저의 논문이라기
보다는 지난 과정동안 저에게 사랑을 일깨워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소중한 많은
분들의 논문임을 고백합니다.
학문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학문적․정신적으로 보살펴 주시고,논문

진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리한 지도와 통찰력으로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장순복
교수님께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어려움에 처한 결정적인 순간에 늘 지지와
도움을 주시고,학문적 태도 뿐 아니라 삶의 태도와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주신 유
일영 교수님,통계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자보다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논
문 쓰는 전 과정동안 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던 남정모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 흐름을 잡아주시고,매 순간 용
기를 북돋아 주시며 정서적으로 한없는 지지를 해주신 박지원 교수님,분석적 사
고로 논문의 구석구석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연구자로서 모범을 보여주시며,
늘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박소미 교수님께 다시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만날 때마다 논문진행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주신 이원

희 학장님,유지수 교수님,김선아 교수님,오가실 교수님,김희순 교수님,김인숙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제게는 늘 마음의 고향과 같
으신 최연순 교수님과 김조자 교수님,너무나도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신 김수
교수님,논문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함께 의논해주시고 유경이를 위해 늘 기도
해 주신 이제는 목사님이 더 자연스러운 김주형 교수님,자료수집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백방으로 알아봐 주시고 도움주신 임지영 교수님,제게는 교수님이라기보
다는 선생님으로서 더 편하고 좋은 김광숙 교수님을 비롯하여 논문을 쓰는 전과
정 동안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저를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성장시켜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
견할 수 있도록 기회주시고 도와주셨던 김용순 교수님,그리고 찾아뵐 때 마다 반
갑게 맞아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유문숙 교수님을 비롯한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의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 수집을 허락해주시고 자료수집 과정 중에 큰 격려와 도움을 주신 분 들이
있습니다.그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논문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자료수
집동안 연구자의 입장에서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김행수
교수님과 자료 수집을 도와주신 김의제 님,환자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연세모아병원의 양오승 대표원장님,유용균 원장님,이연혜 원장님,
최순미 원장님과 유경희 간호과장님,김은주 간호사님,이승옥 간호사님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주시고 가능성과 도우심의 길을 열어주셨
던 에덴메디 여성병원의 정영내 원장님과 자료수집을 도와주신 오혜연 수간호사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체계적으로 자료수집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도움과
배려를 해주신 강서미즈메디 병원의 이정원 간호부장님,문정혜 외래간호과장님,
이효정 간호사님을 비롯한 여러 간호사님들과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료수집 동안
큰 도움을 주셨던 윤희정 간호사님,신헌심 간호사님과 효진씨에게도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아름다운 출산의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자료 수집을 도와주
셨던 서란희 일신조산원 원장님과 자료수집 과정 중에 진심을 다해 도와준 효주
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할애
하여 성실하게 설문지 응답을 해주신 모든 산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선배이자 학문의 선배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한결같은 도움과 지원을 해

준 손연정 선생님,바쁜 가운데서도 굳은 일을 마다않고 결정적인 도움과 위로를
해 준 이선경 선생님,수원까지의 먼 길을 함께 동행해주고 자료수집의 어려운 고
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심정언 선생님,통계분석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움을 준 방소연 선생님,논문 쓰는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 고유경 선생님과 송은경 선생님,늘 기쁨과 지지를 준 남경아
선생님,논문 쓰는 전 과정동안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준 춘희를 비롯한 고마운
가족건강관리학과의 한나래,김민정,최은경,김민정 선생님과 든든한 후배이자 제
자인 가영이,그리고 일일이 언급하지 못했지만 음으로 양으로 여러 도움을 준 연
세대학교 간호대학의 여러 선생님들과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의 조은미,장지연 선
생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그리고 늘 부족한 친구를 챙겨주는 소중한
친구 우영이와 선국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힘과 지지가 되어 준 마음이 따뜻한 후배 선희,닮고 싶은 후

배 명현,귀여운 필운이와,미국에 홀로 남은 남편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실 김
창길 목사님,이원규 장로님,김성인 집사님,최태영 집사님과 오중환 박사님을 비



롯한 교회의 여러 식구분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강 선생님,임 선생님,민
정씨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받아온 가족들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은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는 진리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사랑으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지원해 주신 시

부모님,그분들의 기도는 저희 가정을 지탱해 주는 큰 힘이었음을 고백합니다.어
려운 교회 사역의 여건 속에서도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선
영 형님가족과 민경이와 유경이를 미국에 있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챙겨
주신 문영 형님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부족함 많은 딸과 손녀들을 미국
에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정신적,물질적,상황적으로 지지
해 주시고 도와주신 친정 부모님,그 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논문은 없었을 것입니다.정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존재
만으로도 언제나 큰 위로가 되어준 든든한 재준오빠 가족,민경이와 유경이를 지
극한 사랑으로 돌봐주고 성장시켜주며 마음의 큰 위로와 행복을 준 고마운 재용
오빠 가족,언제나 나의 삶의 모델이 되는 닮고 싶은 상은언니 가족과,부족한 언
니와 조카의 건강과 행복을 늘 챙겨주는 내 사랑하는 둘도 없는 동생 도은이 가
족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염치없이 받아왔던 그 고마운 사랑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결혼해서 지금껏 한 번도 부족한 아내임을 탓하지
않고 지극한 신뢰와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준 듬직한 남편 규운씨,정말 하나님께
서 제게 예비해두셨던 가장 좋은 반쪽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합니다.그리고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주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물이자 하나
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민경이와 유경이에게 부족한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그 동안 힘이 되어 주어 너무나도 고마왔다는 말을 함께 전하고 싶습
니다.더불어 민경이와 유경이는 저의 희망이자 삶의 의미임을 고백합니다.그리
고 사랑하는 이 모든 이들과의 만남을 주관해 주시고,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며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부족하나마
이 작은 결실을 바칩니다.

2006년 12월
연구자 송송송 주주주 은은은 올림



- i -

차차차 례례례

차례·······································································································································ⅰ
표 차례·································································································································ⅳ
그림 차례·····························································································································ⅳ
부록 차례·····························································································································ⅴ
국문 요약·····························································································································ⅵ

ⅠⅠⅠ...서서서론론론 ·······························································································································1

A.연구의 필요성···········································································································1
B.연구의 목적················································································································3
C.용어 정의····················································································································3

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6

A.초산모의 삶의 관점·································································································6
1)생리적 적응의 관점·························································································6
2)심리적 적응의 관점·························································································7
3)상황적 적응의 관점·························································································8

B.산후피로의 개념······································································································10
C.산후피로 관련요인··································································································13

1)생리적 요인·····································································································13
2)심리적 요인·····································································································15
3)상황적 요인·····································································································20



- ii -

ⅢⅢⅢ...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및및및 가가가설설설적적적 모모모형형형 ·············································································································································333222

A.개념적 기틀············································································································32
1)Pugh와 Milligan(1993)의 출산기 피로 연구를 위한 개념적 기틀······32
2)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피로영향요인 선정···············································34
3)예비조사를 통한 피로영향요인 정련·························································34
4)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36

B.가설적 모형··············································································································37
C.연구가설····················································································································39

ⅣⅣⅣ...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444111
A.연구설계···················································································································41
B.연구대상····················································································································41
C.연구도구····················································································································43
D.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47
E.자료분석 방법··········································································································49

ⅤⅤⅤ...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50
A.대상자의 일반적 특성···························································································50
B.대상자의 산과적 특성····························································································50

1)임신관련 특성·································································································50
2)분만관련 특성·································································································53
3)산욕관련 특성·································································································54
4)산후조리 관련 특성·······················································································54

C.연구변수의 기술 통계····························································································57
D.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59
E.가설적 모형의 검증································································································59
F.모형의 수정 및 검증······························································································67
G.연구가설의 검증·····································································································75



- iii -

ⅥⅥⅥ...논논논 의의의 ···························································································································78
A.초산모의 산후피로·································································································78
B.초산모의 산후피로 설명모델················································································82
C.산후피로의 영향요인과 유발경로········································································84
D.산후조리와 산후피로·····························································································94
E.연구의 의의··············································································································98
F.연구의 제한점··········································································································99

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01
A.요약 및 결론········································································································101
B.제언·························································································································104

참고문헌·······························································································································106
부록·······································································································································118
영문요약·······························································································································132



- iv -

표표표 차차차례례례

표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51
표 2.대상자의 임신관련 특성··························································································52
표 3.대상자의 분만관련 특성··························································································53
표 4.대상자의 산욕관련 특성··························································································55
표 5.대상자의 산후조리 관련 특성················································································56
표 6.연구변수의 기술 통계······························································································58
표 7.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60
표 8.가설적 모형의 적합지수··························································································63
표 9.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65
표 10.수정모형의 적합지수······························································································69
표 11.수정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71
표 12.수정모형의 효과계수······························································································73

그그그림림림 차차차례례례

그림 1.출산기 피로 연구를 위한 개념적 기틀 ··························································33
그림 2.본 연구에 포함될 산후피로 영향요인 ····························································36
그림 3.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37
그림 4.한국 초산모의 산후 피로 설명모델의 가설적 모형······································38
그림 5.가설적 모형의 경로도해······················································································66
그림 6.수정모형의 경로도해····························································································74



- v -

부부부록록록 차차차례례례

부록 1.임상연구센터 연구승인서 Ⅰ············································································118
부록 2.임상연구센터 연구승인서 Ⅱ············································································119
부록 3.연구 참여 설명문································································································121
부록 4.연구 참여 동의서································································································123
부록 5.산후 피로 설문지································································································124



- vi -

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한한한국국국 초초초산산산모모모의의의 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 설설설명명명모모모델델델

본 연구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와 양육적 환경에서 초산모의 산후피로를 설명
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요인들 간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설명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산후피로 예측요인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구축을 위해 Pugh와 Milligan(1993)의 출산기 피로 연

구를 위한 개념적 기틀과 산후피로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영아 까다로
움과 사회적 지지는 외생변수로,산후피로,산후우울,수면만족,양육스트레스,수
유어려움,산후조리만족은 내생변수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1,2,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 2곳,산

부인과 전문병원 3곳,조산원 1곳에서 출산한 후 산후검진을 위해 내원한 초산모
를 대상으로 2006년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
가 보고식으로 이루어졌으며,총 278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수집된 자료는
SPSS12.0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AMOS4.0program
을 이용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일부 적합지수가 부적절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정지수가 작은 경로
5개를 삭제하고,수정지수에서 상관성이 높은 오차를 자유화시킴으로서 적합도가
좋은 수정모형을 구축하게 되었다(χ2=153.463,p=0.078,χ

2/df=1.180,RMSEA=0.026,
RMR=0.082,GFI=0.948,AGFI=0.924,NFI=0.909,NNFI=0.980,CFI=0.985,PNFI=0.691).

2.가설적 모형의 가설 중에서 최종 14개의 가설이 지지되었으며,연구 가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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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산후피로는 산후우울과 수면 만족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이 변수

들에 의해 40.5% 설명되었다.
2)산후우울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27.3% 설명되었다.
3)수면만족은 수유어려움,영아 까다로움,산후조리만족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

을 받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44.6% 설명되었다.
4)양육스트레스는 영아 까다로움,수유어려움,사회적 지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56.3% 설명되었다.
5)수유어려움은 영아 까다로움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 변수들에 의해 30.7% 설명되었다.
6)산후조리만족은 사회적 지지와 영아 까다로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

며,이 변수들에 의해 34.1% 설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후우울과 수면만족은 산후피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양육스트레스,산후조리만족,수유어려움,영아 까다로움과
사회적 지지는 산후우울과 수면만족을 매개로 산후피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설명되었다.이로부터 산후피로는 산후우울을 매개로 하는 심리적 경
로와 수면만족을 매개로 하는 생리적 경로를 통해 유발된다고 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또한 한국적 상황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 산후조리 만족과 양육스트레
스는 각각 수면만족과 산후우울을 통해서 산후피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따라서 산후피로 예방과 완화를 위한 우선적 간호중재 요인은
산후우울과 수면만족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으며,산후조리만족을 높이기 위한 전
략과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은 산후피로의 예방과 완화에도 기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핵심어 :한국초산모,산후피로,설명모델,산후조리,양육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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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출산은 인생의 발달과업으로서 여성의 고유한 특권이며 생명창조가 되는 극적
인 상황이지만,출산 과정동안 엄청난 신체적․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출산 후
에는 신체기능의 회복과 아기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 및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담
으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므로 산모는 피로를 경험할 수 있다(Gardner,1991).산
후피로의 빈도에 대한 것은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대체로 65~90%의 산
모가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rake& Verhulst,1988;Fawcett,1981;
Fawcett& York,1986).모성 역할을 습득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
에 있는 산모가 피로하게 되면 자가 간호능력과 어머니 역할 수행능력이 감소되
고,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Pugh& Milligan,
1993).따라서 산후피로는 개인의 적응 뿐 아니라 가족의 발달과 적응에 까지 영
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실제로 질병과 치료중심의 의
료 환경에서 이는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신정,1999).
산욕기 산모 간호의 목적이 신체회복의 도모와 어머니 역할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발달과업의 안정된 이행을 도모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Reeder,Martin,&
Koniak-griffin,1997),이를 저해하는 산모의 피로는 중재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
가 있으며,이를 위해 어떤 요인을 중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 이해가 한국의
문화적 상황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국 여성은 대부분이 출산 후 삼칠일 (3주)동안 산후 몸조리를 잘 해야 한다

는 산후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이러한 기대가 만족되지 못할 경우 산후병 등
의 신체적 건강문제가 유발 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문화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유
은광,1993).따라서 이 시기 동안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으로부터 산후 몸조리
를 제대로 받을 여건이 못 되는 경우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일정기간을 보내면
서 산후 몸조리를 하기도 한다.이는 매우 독특한 한국의 출산 문화이며 산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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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안숙희,2005).따라서 이러한 독특한 산후조리 문화적 특성을
산후 피로 영향요인으로 함께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출산은 여성이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관계적 적응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건
이기도 하다(Reeder등,1997).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비율이 급격히 상
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양육의 일차적 책임과 의무가 여성에게 편향되
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영,유아의 주된 돌봄 제공자로서 인식되고 역할
을 수행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에(김나영,윤호열,& 이승희,2000;김신정 & 박인
숙,2003),새로운 모성역할 적응 과정동안 경험하게 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매
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선행연구에서도 여성들이 엄마로 이행해 가는 과정은
남성들이 아빠로 이행해 가는 과정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여성에게
위기 상황으로 인지되며(김나영 등,2000;Power& Parke,1984),이러한 스트레스
가 피로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따라서 초산모의 피로 유발기전을 모성
역할 이행과정 동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규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실제로 모성역할 획득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양육스트레스와 피로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논문은 드문 실정이다.
이제까지 수행된 산후피로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외국에서는 1980년 이

후로 출산기 여성의 피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출산기 여성의 피로 정도와 변화양상,영향요인 등을 규명하는 연구들
이 보고됨에 따라 산후피로 중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Carty,Bradley,&
Winslow,1996;Fawcett& York,1986;Gardner,1991;Gardner& Campbell,
1991;Milligan,Parks,& Lenz,1990;Pugh & Milligan,1993),국내의 경우는
2000년 이후로 단지 산모의 피로정도를 기술하는 몇 편의 연구가 보고 된 상태로
(김신정,정금희,& 김은하,2001;김신정,정금희,& 김태희,2000),산후피로를 총
체적으로 설명 또는 예측하는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또한 다수의 국외 선행연구
를 분석한 결과,빈혈,수유,우울,불안,영아기질,사회적 지지,수면,산모나이,
분만방법,진통시간,산모와 자녀의 건강문제 등이 산후피로의 유의한 영향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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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되고 있으나,이러한 요인들은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
하므로,‘한국적 상황에서 산모의 피로를 설명하기에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제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산후피로관련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유의한 영향

요인 뿐 아니라,한국의 전통적인 산후조리 문화적 특성과 초산모가 모성역할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산후피로 현상
을 설명하고자 한다.만약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초산모의 모성역할 적응과정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산후피로 설명모형을 구축한다면 한국적 상황에서 산후피
로의 예측요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나아가 한국 초산모의 산후피로 간호중
재 개발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BBB...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초산모의 산후피로 설명모델을 개발함으로서 산후피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산후피로 예측요인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한국 초산모의 산후피로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2.한국 초산모의 산후피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간접효과,총

효과 등을 조사함으로서,이들 상호간의 인과적 관계 및 강도를 규명한다.
3.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부합도 검정을 통해 수정모형을 제시한다.

CCC...용용용어어어 정정정의의의

111)))외외외생생생변변변수수수

(((111)))영영영아아아 까까까다다다로로로움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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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의 성격을 특징지을 수 있는 신체적,심리적 감정 성향의 하나로서(Bates,
Freeland,& Lounsbury,1979),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중 어
머니가 느끼는 자녀의 기질적인 까다로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Bates등(1979)의
ICQ(InfantCharacteristicsQuestionnaire)를 이영환(1993)이 번안한 영아기질 측정
도구 중에서 까다로운 기질의 하부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
된 점수를 의미한다.

(((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사회적 결속관계 안에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타인에 대한 호감,

타인의 언행에 대항 인정 및 타인에 대한 상징적 또는 물질적인 도움과 같은 지
지적인 대인관계로서(Kahn& Antonucci,1981),본 연구에서는 산모가 인지한 정
서적,실제적 지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Taylor등(1985)의 도구를 이혜경(1992)
이 번안한 정서적 지지 도구와 이혜경(1992)이 개발한 실제적 지지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22)))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

(((111)))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
출산 후에 계속되는 저항할 수 없는 고갈된 느낌과 신체 정신능력의 감소로 표

현되는 대상자 스스로가 인지한 주관적 현상의 정도와 양상으로서(Kim,
Mcfarland,& McLane,1984),본 연구에서는 Milligan,Park,Kitzman과 Lenz
(1997)가 개발한 간소화된 10문항 피로척도(Shortened10item FatigueScale)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22)))산산산후후후우우우울울울
자녀출산 후 어머니가 경험할 수 있는 가벼운 기분변화로부터 근심,침울함,실

패감,무력감 및 무가치감 등을 나타내는 감정변화로서(Cox,Holden,& Sagovsky,
1987),본 연구에서는 Cox 등(1987)이 개발한 Edinburgh Postnatal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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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을 이동규,조형래,김동일과 이태균(2001)이 번안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
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33)))수수수면면면만만만족족족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휴식의 욕구가 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무의식 상태

에 대한 개인적 경험으로서(이희승,2003),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수면만
족 척도로 측정된 점수와 총 수면시간을 의미한다.

(((444)))양양양육육육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출산 후 아기를 돌보는 과정동안 경험하는 스트레스로서(Cutrona,1984),본 연

구에서는 Cutrona(1984)의 양육 스트레스 도구(CSI,ChildcareStressInventory)를
전지아(1990)가 번안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
미한다.

(((555)))수수수유유유어어어려려려움움움
신생아 양육을 위하여 산후에 어머니가 선택한 수유 방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개인 내적인 느낌 또는 반응으로서(Reeder등,1997),본 연구에서는
Frosyth,Leventhal과 McCarthy(1985)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수유
어려움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666)))산산산후후후조조조리리리 만만만족족족
예로부터 산후 관리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실제로 수행

되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산후관리 방법으로,아기를 낳은 후에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특별한 음식,활동,거처 등을 적당하게 하여 돌보아 줌으로써 임신 전의
건강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경험으로서(유은광,1993),본 연구에
서는 산후조리 경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유은광의 산후조리 6원칙을 근거로
연구자가 개발한 산후조리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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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초초초산산산모모모의의의 삶삶삶의의의 관관관점점점

첫 출산을 한 초산모는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생리적으로 회복을 해야 하는 과
업과 함께,어머니로서 신생아를 돌보는 새로운 역할에 심리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과업이 있다.초산모들은 이러한 발달기적 위기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동안에 다
양한 신체적․심리적 증상이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이를 초산모가 처해 있
는 상황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서 초산모의 적응을 돕
기 위한 기초로서 중요하다.따라서 초산모의 삶의 관점을 생리적,심리적,상황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11)))생생생리리리적적적 적적적응응응의의의 관관관점점점

출산 후 산모는 신체적으로 매우 피로하며,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임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와 유
즙의 분비,산후통,변비,봉합부위의 통증,오로,수면부족 등과 같은 불편감을 경
험하게 되며,이로 인해 감염이나 피로 등의 문제를 쉽게 경험할 수 있다(Reeder
등,1997).산모의 신체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간호요구를 살펴보면
Henderson(1966)과 Abdellah(1960)등이 제시한 기본욕구 외에 출산과 관련하여
자궁의 정상적인 퇴축,산후출혈의 예방과 조절,산후통의 조절,회음절개에 따른
불편감 해소와 감염예방,유즙형성과정에서 오는 울유로 인한 불편감의 해소,원
활한 유즙 분비와 수유,유두균열의 예방,활력징후의 안정,조기이상과 산욕체조,
기타 신체 이상에의 확인과 이에 따른 적절한 간호에 대한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Bobak& Jensen,1991).
흔히 미국인들은 산욕기를 잔인할 만큼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라고 생

각하며(Milligan,1989),특히 초산모의 경우는 아기와의 관계 적응 및 아기 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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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출산 이전의 익숙했던 수면과 휴식 등의 모든 생활패턴을 새롭게 변화시
켜야 하는 위기의 시간을 맞게 되지만,모순적으로 이러한 적응의 과정이 신체
적․생리적으로 매우 의존적이고 피로도가 매우 높은 시기 동안에 요구되어 어려
움이 크다고 하였다(Summer& Fritsch,1977).따라서 역할 재적응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 요구되는 산욕기에 새로운 역할을 획득해야 하는 초산모는 생리적으로도
매우 취약할 수 있는 대상이며,산욕기 동안 경험할 수 있는 피로 등의 다양한 증
상 경험을 감소시키도록 돕는 것은 여성 개인 차원 뿐 아니라 자녀와 가족의 건
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222)))심심심리리리적적적 적적적응응응의의의 관관관점점점

대부분의 여성은 삶의 과정에서 임신과 분만을 경험하게 되지만 분만은 생리적
변화와 더불어 모성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부가되고 책임이 가중되는 생의 전환
기로서,심리적 적응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간주되고 있으며(Hazle,
1982),많은 산모가 분만 후의 기간을 임신기간보다 더 큰 위기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선행연구를 살펴보면,Lemaster(1977)는 46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위기에 대한 연구에서,대상자의 83%가 첫 아이 분만 후 매
우 심한 위기감을,나머지 17%도 약간의 위기감을 느꼈음을 보고하였고,Russell
(1974)은 생후 6~56주 사이의 아기를 가진 196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모성역할긴장
을 조사한 결과,응답자의 57.5%가 약간의 어려움을,39.1%가 중정도의 어려움을,
3.1%가 약간 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어머니로의 역할전환 과정동
안 심리적 어려움이 없는 산모는 단 한명도 없고 모든 산모들이 약간 이상의 어
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하였다.또한 여성들이 엄마로 이행해 가는 과정은 남
성들이 아빠로 이행해 가는 과정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과도한 스트
레스는 여성에게 위기 상황으로 인지된다고 하였다(김나영 등,2000;Majewski,
1986;Miller& Sollie,1980;Power& Parke,1984).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초산모에게 있어 산욕기는 생리적 회복 뿐 아니라 모

성으로서의 역할변화 과정동안의 심리적 재통합이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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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로 보았으며(Hans,1986;Rubin,1984),부모다운 마음으로의 이행,모성역할의
획득과 적응,기본적인 모성행위를 발전시키는 과정 등을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하
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행의 시간으로 설명하고 있다(Milligan,1989).따라서 모성
역할의 적응과정 중에 있는 초산모는 역할전환과 관련된 어려움과 부담,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이러한 다양한 스트레스는 산모의 심리적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33)))상상상황황황적적적 적적적응응응의의의 관관관점점점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중의 하나인 임신과 출산은 단순히 ‘생물학
적 사건’만이 아니라,그 사건이 일어나는 맥락(context)내의 가치와 신념에 영향
을 주는 사회,문화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통합된 현상이다(Jordan,1978).
또한 문화는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형태를 규정하고 영향을 주
며,특히 건강과 건강행위와 관련된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유은광,
1993).따라서 여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야기되는 발달기
적 위기상황인 출산은 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므로,산모의 상황
적 적응의 관점은 산후관리에 대한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산모는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라는 특수한 돌봄 형태를 통해

관리되어져 왔다.이는 결혼과 동시에 출가외인으로 인정되던 딸이 다시 합법적으
로 친정에 머물면서 친정어머니의 돌봄을 받으며,편히 쉬고 먹으며 대접을 받는
특별한 산후 돌봄의 형태로서,출산 후 일정기간 동안 일상적인 가사,가족 돌봄
등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고 오직 아기양육과 자신의 신체․생리적,심리적 회복에
만 전념해야 한다는 신념과 실천체계가 결합된 문화적 특성이다.산모는 이러한
돌봄의 시기를 거치면서 신체적으로 회복되고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으며,자녀양
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됨으로서 모성역할을 준비하였
다.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여건의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산
후조리의 방법은 매우 다양해 졌고,자신이 기대한 바와 같이 산후조리를 받기 어
려운 사회적 지지의 상황일 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 산후 돌봄을 받게 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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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산후관리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였으나,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들은 산
후조리기간 동안 보편적으로 기대되는 6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
음이 유은광(1993)의 질적 연구에서 설명되었다.또한 이러한 산후조리에 대한 신
념은 산모와 산모주변의 인적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이 산후조리 6원칙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지에 따라 ‘산후조리 잘하기’와 ‘산후조리 잘못하기’
로 이어져,궁극적으로 산후조리를 잘 한 경우에는 여성의 평생 건강과 안녕이 유
지증진 되지만,산후조리를 잘 못한 경우에는 산후병으로 인한 평생의 고통을 경
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따라서 한국문화에서 출산을 한 산모들은 어느
정도 산후조리에 대한 공통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이를 얼마나 만족스럽게 수
행했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지는 장․단기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매
우 중요한 문제이다.따라서 출산 후 산모가 놓이게 되는 사회적 지지의 상황적
여건은 산후조리와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유은광(1993)은 한국 여성들은 최소한 2주의 산후조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

각하며,일반적으로 삼칠일(3주)이 기대되지만 길면 길수록 좋다고 느끼며,이상적
으로는 100일을 기대한다고 설명하면서,산후조리기간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개
념화 하였다.1단계인 칩거기(criticalperiod)는 분만 후 2주까지의 시기로서,이 시기
동안 산모는 준비된 방안에 거하면서 산관자로부터의 집중적인 돌봄을 받으며 주로 편
안히 누워서 쉬며,가사일 등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시기라고 하였고,2단계인개시전기
(preresumableperiod)는 분만 후 15일부터 3,4주까지의 시기로서,가벼운 일을 서서히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였다.또한 3단계인 주의개시기(carefulresumableperiod)
는 산후 3,4주부터 100일까지의 시기로서,서서히 활동하도록 주의를 요하는 시기이지
만 아직까지 전적인활동의 개시는 어려우며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고 하
였고,마지막 4단계인 안전개시기(saferesumableperiod)는 산후 100일 이후의 기간으
로서 비로소 정상생활 복귀로의 준비가 완료되고,새로운 엄마로서의 역할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았다.즉,출산 후 2주까지는 산관자에 의한 전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시기이며,산후 100일이 지나야 비로소 정상생활로 어느 정도 복귀할 수 있다
고믿는일반적인신념이한국여성들에게있다고하였다.
따라서 산후조리의 내용과 기간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만족이 산모가 처한 상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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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내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경우,산모의 신체적․심리적 안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
을미칠수있으며,안숙희(2005)의연구에서도산후조리수행과산후신체적,정신적건
강상태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따라서 산후조리를 통한 산모관리의
문화적 특성은 한국사회에서 출산 한 산모가 생리적․심리적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산
모를 둘러싼 상황적여건의 하나로서 한국 산모의 피로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하게고려
되어야한다.

BBB...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의의의 개개개념념념

피로(fatigue)란 개념은 원래 라틴어의 “fatigare”와 불어의 “fatiguer”에서 유래
된 말이며,“과도한 활동이나 흥분 뒤에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일 힘을 잃은 상태
(시사영어사/랜덤하우스 영한대사전 편집위원회,1995)”,또는 “과로로 인하여 정
신이나 몸이 지쳐서 고단한 느낌(이희승,2003)”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Mosby(1990)의 건강관련 사전에서는 “쇠약이나 힘의 상실상태,신체 활동과
정서,심리적 압박이 따르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피로는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개발되고 사용되는 용어로서,개인

의 일상적인 기능에 대한 신체,정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며(정금희 & 김
신정,2000),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고,나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학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개념이다(Pugh& Milligan,1993).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관
심을 가지고 피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연구를 진행해왔다.그들이 내린 피로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만큼의 공통된 속
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피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었던 몇몇 학자들에 의한 피로의 정의

를 살펴보면,일본의 산업장 근로자의 피로를 주로 측정해 온 Yoshitake(1971)는
피로를 “업무에 대한 혐오,휴식하기를 원함,참을 수 없음,멍함,둔함,집중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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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신체적 소모 등으로 표현되는,신체적,정신적,신경․감각적 느낌의 부조화
등의 불유쾌한 느낌의 복합체”로서 개념화하였고,임산부 등의 출산관련 대상자의
피로를 주로 측정해 온 Pugh(1993)는 피로를 “증가된 불편감과 신체활동 능력 감
소 및 정신 집중능력의 감소와 관련되며,주관적이고,인지적이며,생리적인 세 가
지 측면을 가지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암환자의 피로를 측정해 온 Piper(1989)
는 피로를 “암환자 스스로가 인지한 주관적 현상으로서,피곤,지침,에너지 부족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요인들로 구성
된 다차원적 현상”이라고 정의하였고,Milligan,Lenz,Park,Pugh와 Kitzman
(1996)은 피로를 “일반적인 피곤(tiredness)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이보다 정도
가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며 쉽게 완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우울과 불안 등
의 부정적 심리상태와 관계는 되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하였으며,Kim 등
(1984)은 피로를 “계속되는 저항할 수 없는 고갈된 느낌과 신체 정신능력의 감소”
라고 정의하였다.이들의 정의로부터,“피로란 신체․생리적,정신․심리적,신
경․감각적 차원 등의 다차원으로 불유쾌하게 인지되는 복잡 다양한 현상으로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의 느낌”이라고 공통적 속성을 정의할 수 있다.
산후 피로도 일반적 피로의 개념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는 개념으로서,피로를

느끼는 시기가 출산을 겪은 이후의 시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출산은 여성의
삶에서 정상적인 사건이지만,출산 후에는 신체기능의 회복과 미래 부모역할에 대
한 책임 등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쉽게 피로해지며
(Gardner,1991),출산을 경험한 산모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피로를 느끼
게 된다(Milligan,Flenniken,& Pugh,1996;Pugh & Milligan,1993).Drake와
Verhulst(1988)의 연구에 의하면,임신기간과 분만 후에 가장 많이 보고 된 신체적
증상이 피로였으며, 약 90%정도가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했으며, Fawcett과
York(1986)는 약 65%정도의 산모가 피로를 호소한다고 하였다.제왕절개 분만을
한 24명 산모들의 요구에 대한 역행적 실험연구를 진행했던 Fawcett(1981)의 연구
에서 거의 대부분의 산모들이 분만 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극심한 피로를 호소
하였고,또한 50명의 건강한 모유수유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Chapman등(1985)의
연구에서는 피로가 산후 4개월 동안 가장 큰 주관적인 호소였다고 보고하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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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듯 피로는 산욕기 동안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증상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
으나,실제로 질병과 치료중심의 의료 환경에서 피로란 개념이 간과되고 있으며,
특히 산모를 비롯한 정상인의 피로는 대부분 중요하게 연구되거나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김신정,1999).
산후 피로의 특성을 살펴보면,첫째,피로는 긍정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기분

나쁜 느낌”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지되고 있었다(Milligan등,1997).흔히 출산관
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피곤(tiredness)과 피로(fatigue)가 동일한 개념
인 듯 사용되기도 하나 실제로 이 두 개념은 다르다.피곤이란 개념은 긍정적 느
낌에 보다 가까운 개념으로서,“어떤 만족스러운 활동이나 과업을 성취한 후 느끼
게 되는 주관적 경험”으로 중재해 주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족스럽게
회복이 되는 반면,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지친 느낌으로서,정신적 활동이나
신체적 활동 능력의 감소(Kim 등,1984)”이며,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회
복되기 보다는 적절히 중재되어야 할 부정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Milligan등,1996).이는 Lenz,Suppe,Gift,Pugh와 Milligan(1995)이 “불쾌증상
이론(Unpleasant Symptom Theory)”에서 피로를 중재가 필요한 불쾌증상
(UnpleasantSymptom)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봐도 알 수 있다.또한 Reeves,
Potempa와 Gallo(1991)는 출산기 동안의 피로가 우울,불안,분노,혼동 등의 심리
적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변수들은 휴식에 의해 완화
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중재가 필요함을 설명한 것으로도 지지되는 산후피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산모의 피로는 일반적 피로개념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정신적,신경․감각

적 측면으로 인지되어지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Milligan등,1996),신체적,정
신적,상황적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며,이는 나아가 산후 신체적 회복
능력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Pugh
& Milligan,1993).즉,피로에는 선행변수와 결과변수가 있으며,선행요인을 적절
히 중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간호처방이 될 수 있다.
셋째,산모의 지속적 피로는 중재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특성이 있다(Milligan,1989;Peggy,Elizabeth,Renee,& Hae-ra,1999;P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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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이는 Milligan(1989)이 산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의 귀납적 접근을 통
해 분석한 결과,산후피로를 눈덩이와 같이 점점 커져서 도저히 극복되지 못할 것
같은 압도적인 느낌이라고 설명한 것이나,Pugh(1990)가 여러 연구와 이론을 분석
하여 연역적 접근을 시도한 결과,계속적으로 축적되며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현상으로 피로를 정의한 것과도 일치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산후피로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산모의 산후회복이 촉진

되며 모아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달시키는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김신정 등,2000).
그러므로 산후 피로를 적절히 중재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피로현상에 대
한 총체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CCC...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산후피로의 관련요인을 크게 생리적 요인의 수유,심리적 요인의 양육스트레스
와 산후우울,상황적 요인의 영아기질,사회적 지지,산후조리,수면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해 봄으로써,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포함된 개념 간의 직․간접 경로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11)))생생생리리리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산후피로의 생리적 관련 요인으로 수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11)))수수수유유유

①①① 수수수유유유와와와 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
모유수유의 걱정(concern)에 대한 연구에서 피로는 가장 흔히 호소되는 문제이

다.Chapman,Macey,Keegan,Borum과 Bennett(1985)은 50명의 모유수유 산모를
편의 추출하여 피로정도를 조사한 결과,첫 3일 동안 35%의 모유수유 산모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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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주된 문제로 인식했다고 보고하였고,Doren(1993)은 첫 3주 동안 88~95%의
모유수유 산모가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Webster,1994,재인용).
Sims-Jones등(1993)은 123명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중단의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응답자의 10%가 모유수유의 중단원인을 “피로”로 응답했다고 설
명하였고,Rychnovsky(2004)는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가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산
모보다 출산 직후와 산후 2주에 유의하게 높은 피로수준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Milligan(1989)은 산후 6주의 시점에서 우울을 통제하였을 때,수유방법은 영
아기질과 함께 산후피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변수로 설명하였고,Hantos
(1993)는 수유방법이 산후 2일,3주,7주의 각 시점에서 산후피로와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또한 Pug와 Milligan(1995)은 산후 2주에 가정간호를 통
해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유수유 지지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피로가 감소하고,모유수유 기간이 증가되었으며,Milligan등(1996)은 옆으로
누운 모유수유 자세를 교육받은 산모가 피로를 덜 느끼고,나아가 모유수유 기간
이 증가됨을 발견하였다.즉,모유수유와 수유어려움은 초산모의 주된 걱정 중의
하나로서,수유어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은 산후피로를 낮추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유어려움이 산후피로에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가설

을 설정하였다.

②②② 수수수유유유와와와 양양양육육육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출산 후 수유어려움은 엄마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고,나아가 부모역할

수행의 자신감을 저하시킨다(Frosyth등,1985).이수연과 권인수(2006)는 영아모의
수유방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모유수유를 하는 엄마가 분유수유
를 하는 엄마보다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고,Lee(1993)
는 수유방법과 역할긴장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고 하였으나,이러한 결과는
수유방법 별 어려움 등을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또한 이선옥,정은순,안숙희,문
길남과 박남희(2003)는 모유수유실천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수유의 어려움이
증가할수록 모유수유기간이 짧아진다고 설명하였으며,Bennett(1981)은 78명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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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 모유수유의 어려움은 초산모가 출산 후에 가장 흔히
경험하는 양육과 관련된 문제로서,성공적인 모유수유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초산모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즉,수유행위는 초산모
에게 요구되는 어머니로서의 중요한 양육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이러한 수유행위
에서의 어려움 증가는 어머니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
지하게 함으로서 내적 스트레스와 긴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Burr,Holl,
Nye,& Reiss,197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유어려움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 효과를 주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③③③ 수수수유유유와와와 수수수면면면
수유방법과 수면 부족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모유수유를 하거나,혼합

수유를 하는 영아는 생후 1년 동안 밤 동안 더 자주 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로 인해 산모의 수면부족이 유발되며,이는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다(Alley &
Rogers,1986).또한 Rychnovsky(2004)는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가 모유수유를 하
지 않는 산모보다 출산 직후에 수면의 효율성이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에서도 밤 동안의 잦은 수유와 같은 비효율적인 수
유패턴이나 수유의 어려움은 산모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유어려움이 수면만족에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가설

을 설정하였다.

222)))심심심리리리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산후피로의 심리적 관련 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산후우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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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평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신체의 평형을 깨뜨리는 일상생활의 문제나 주요한 생의 위기는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생활 속의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
나면 재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이 부담이 되어 스트레스가 생긴다.특히 성인 여성
은 생의 주기 과정에서 직업과 결혼,임신,출산,폐경 등과 같은 많은 변화와 위
기를 경험함으로서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임을 감안할 때 스트레
스가 성인여성의 건강에 주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출산과 관련해서 어머
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스트레스는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이다(전지아,1990).
양육 스트레스는 일상적 스트레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스트레스에 대한 많

은 연구에서 이혼,가족원이나 배우자의 죽음,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중요한 생활
사건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가정하였으나,실제로 이러한 생활사건
은 매일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축적 등이 산모대상의 연구에서는 보다 의
미가 크다(유호용,2001).따라서 산모대상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측정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양육스트레스와 산후피로와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
는 거의 없으므로 스트레스와 산후피로와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고
찰하고자 한다.

①①①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
두 개의 연구에서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서 스트레스를 측정하

였다.Wambach(1998)는 산후 3일,3주,6주,9주의 자료수집 시점에서 다양한 삶
의 사건들을 얼마나 스트레스로서 인지하는지를 평가하는 도구인 인지된 스트레
스 척도(PerceivedStressScale)로 측정한 결과,4개의 자료수집 시점에서 피로와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ardner(1991)는 MAMA(Maternal
Adjustmentand MaternalAttitude)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조사하여 피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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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산후 2일,2주,6주의 시점에서 스트레스는 피로와의 상관
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특성에 의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자녀

의 특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의 산물로서(유호용,2001),출
산 후 여성이 모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초산모가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특징을 가지는 스트레스이다.따라서 양육의 주 책임자로서 기대되는 초
산모의 피로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
사에서도 양육스트레스가 피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양육스트레스와 산
후피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설명한 선행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산후피로보다는 산후우울의 유의한 예측인자로
서 유의하게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산후피로에 직접효과를 주기 보다는 산

후우울을 경유하여 산후피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
였다.

②②② 양양양육육육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와와와 산산산후후후우우우울울울
양육스트레스와 산후우울의 관련성을 조사한 많은 연구들은 출산 후 양육스트

레스를 심하게 경험할수록 산후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
이고 있다.Gove와 Hughes(1979)는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장기간 지속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증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보았다.또한 양미선(2000)은 산후 3~7개월 사이에
있는 산모 238명을 대상으로 산후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
과,출산 후 어머니가 우울하다고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32%)이었으며,아이로 인해 자아실현이 어려움(24%),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
(13%)등의 순서로 나타났다.또한 전지아(1990)에 의하면 특히 산후의 자녀양육스
트레스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수용을 성숙하게 못하는 데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이
산후우울과 상관이 높다고 보고하면서,우울을 결정짓는 주된 변인은 양육스트레
스이므로 산후우울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산후 스트레스,특히 양육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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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춰야 한다고 설명하였다.최순희(2001)는 산모의 생활스트레스,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생활스트레스가 많은 산모가 적은 산모보다 우울
정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설명하였다.또한 김나영 등(2000)은 정신지체아동을
둔 151명의 아버지와 169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를 설명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엄마의 우울 점수가 아빠의 우울 점수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고하면서,이러한 결과로부터 사회적 분위기가 양육
의 일차적 책임이 아빠 보다는 엄마에게 있으며,엄마가 아빠보다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
로 해석하였다.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아빠와
엄마 모두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하은혜,오경자와 김은정(1999)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혼여성 150명을 대
상으로 우울증상(CES-D),양육스트레스,부모역할 효능감,부부만족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우울증상과 양육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이들 변수로 우울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가 추가되기 전에 일반적 특성만 포함된 회귀모델은 유의하지 않았으나,양육스트
레스가 모델에 추가되면서 우울 변동의 약 11.6%를 설명하였으며 회귀모델이 유
의하였다고 설명하였다.또한 양육스트레스는 아니지만,김정선과 신경림(2004)은
성인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 세 주요 변수간의 관
계를 조사한 결과 우울과 스트레스는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스트레스는 우울에 대해 25.3%의 설명력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등 여러 선행연구
에서 스트레스는 우울을 설명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산후우울에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가

설을 설정하였다.

(((222)))산산산후후후우우우울울울

산후우울은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산후 4주에서 6주가
산후우울 발생의 민감기로 설명하고 있으며(박영숙,1991;Gjerdingen& Chal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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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가벼운 정도의 우울감은 산모의 50~85.7%가 경험한다고 하여(박영숙,1991;
Lesh,1978;Pitt,1968),산후우울감은 매우 일반적인 산모의 정서로서 중요하게 간
주된다.따라서 산모대상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①①① 산산산후후후우우우울울울과과과 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
미국국립보건원(NIH)은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건강문제 중 성인여성의 정신

건강문제로 우울을 제시한 바 있으며(김정선 & 신경림,2004,재인용),실제로 우
울은 피로를 설명하는 이론이나 연구에서 피로의 선행변수로서 설명되는 중요한
개념이다.물론,개념적 특성간의 유사성으로 인해 선행관계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피로가 우울의 예측인자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Montgomery,
1983),우울이 피로의 예측인자로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Pitt,1968),암환자의 피로
를 설명하는 Piper(1989)의 피로통합모형(IntegratedFatigueModel,IFM)이나,출
산기 피로 연구를 위한 개념적 기틀(Pugh& Milligan,1993)및 피로현상을 설명
하는 중범위 이론(Lenz등,1997),그리고 기타 여러 피로설명모형(권영은,1997;
박미숙,2001;이경숙,1999;최은영,2005)에서 우울을 피로발생의 유의한 예측인
자로서 설명하고 있다.
Pugh와 함께 출산기 여성의 피로모델을 개발한 Milligan(1989)은 산후 3개월간

의 피로에 대한 종적연구에서,CES-D의 우울척도로 우울을 측정하여 피로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산후 6주의 시점에서 산후 우울의 변동은 산후 피로 변화
의 36%를 설명하였고,우울을 통제하였을 때,영아기질과 수유방법이 산후피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변수로 설명되었다.또한 산후 3개월의 시점에서 같은 방법
으로 피로의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우울이 피로변화의 30%를 설명하였고,우울
을 통제한 후 피로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영아기질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산
후 3개월의 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우울은 가장 피로
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개념으로서,산후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산모가 더
높은 수준의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mbach(1998)역시 CES-D의 우
울척도를 이용하여 산후 3일,3주,6주,9주에 우울점수를 측정하였다.CES-D의 우
울진단을 위한 기준점수인 16점을 기준으로 우울군과 비우울군으로 분류한 후 피



- 20 -

로점수를 비교한 결과,우울군이 비우울군보다 피로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매 측정의 시점에서 우울과 피로가 중정도의 상관계수를 나타냈음을
보고하였다.또한 Webster(1994)는 POMS의 우울하부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을 측정
한 결과,우울이 산후 6주의 피로강도(fatigueintensity)의 유의한 예측인자로 설명
되었다.Rychnovsky(2004)는 PDSS의 우울척도를 이용하여 우울을 반복 측정하여
산후피로와의 관련성을 본 결과,출산 직 후,산후 2주,산후 6~8주의 각 시점 모
두에서 산후우울과 산후피로는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Gardner(1991)
는 BDI(BeckDepressionInventory)를 이용하여 35명의 질 분만 산모의 우울을 측
정한 후 피로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산후 2일과 산후 2주의 피로와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후우울이 산후피로에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333)))상상상황황황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산후피로의 상황적 관련 요인으로 영아기질,사회적 지지,산후조리,수면에 대
해 고찰하고자 한다.

(((111)))영영영아아아기기기질질질

①①① 영영영아아아기기기질질질과과과 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
영아기질은 산후피로의 예측 또는 유발인자로서 다양한 연구에서 지지되었다.

Milligan(1989)은 ICQ를 사용하여 영아기질을 측정한 결과,우울을 통제한 상태에
서 영아기질이 산후 6주와 산후 3달의 피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부
터 더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를 가진 엄마가 덜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를 가진 엄
마에 비해 피로를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Hantos(1993)는 지난 24
시간에 울고 보챈 정도와 산후 3주의 피로수준 간에 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
하였고,Wambach(1998)역시 ICQ를 이용해서 영아기질을 측정한 결과,영아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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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수는 산후 6주와 9주의 피로와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또한
김신정 등(2001)은 영아기질의 까다로움 인지여부에 따라 전체 피로 및 피로의 하
부 영역인 정신피로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질이 산후피로에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②②② 영영영아아아기기기질질질과과과 산산산후후후우우우울울울
Cutrona와 Troutman(1986)은 생후 3개월 아기를 가진 산모의 산후우울과 아기

기질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아기기질의 까다로
움 만으로도 산후우울을 30% 설명하였고,양미선(2000)은 양육스트레스와 산후우
울에 대한 연구에서 산후우울과 주요 영향 변수들 간의 상관성 분석을 한 결과,
영아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산후우울을 유의하게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신자영(1996)의 연구도 사회성,정서성,활동성으로 구성된 영아기질 중 정서성과
산후우울과의 상관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고,Wilkie와 Ames(1986)는 산후 6주된
초산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아기의 우는 양,횟수,우는 시간 등이 산
후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질이 산후우울에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③③③ 영영영아아아기기기질질질과과과 양양양육육육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아동의 기질은 크게 순한 기질,반응이 느린 기질,까다로운 또는 어려운 기질

의 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이 세 가지 기질 중에서 까다로운 기질이 부모
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된다.
양미선(2000)은 산후 3~7개월 사이에 있는 산모 238명을 대상으로 산후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성 분석을
한 결과,영아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많이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신자영(1996)은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영아기질과 높은 상
관이 있다고 하면서,영아기질의 하부 영역인 정서성,사회성,활동성 중 정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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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았다.또한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
트레스가 많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신숙재,1997),
아기의 기질이 순할수록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이 적어진다고 보고하였다(원정선,
1990).영아가 정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경우에 어머니는 영아와 부정적
인 관계를 맺게 되고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bidin,
1990;Cutrona& Troutman,1986),아기의 기질이 순하다고 평가할수록 모성역할
긴장과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obert,1983).박성연,전춘애와 한세영
(1996)은 아동이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며,끊임없이 움직이는 특성을
가질수록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더 힘들게 느끼고 이로 인해 양
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한다고 보았다.이렇듯 여러 연구에서 아기의 기질이
까다롭다고 인지한 경우에 엄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질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가

설을 설정하였다.

④④④ 영영영아아아기기기질질질과과과 수수수유유유,,,수수수면면면,,,산산산후후후조조조리리리
영아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수유와 수면이 어려우며,또한 산후몸조리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직접 상관을 설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하지만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
사에서 10명 중 7명(70%)의 산모가 잠을 만족스럽게 자지 못하는 것을 산후 피로
의 주요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며,산모의 수면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은 밤 동안
자주 깨서 먹으려 하는 밤 수유의 문제와 이유가 뭔지 모르게 보채고 깊이 잠들
지 못하는 아이의 성격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또한 이러한 경우에 잘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므로 산후조리가 어렵다고 하였고,영아가 까다로울수록 수유
가 어렵다는 일관된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질이 수유어려움,수면만족,산후조리만족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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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①①①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
Gardner와 Campbell(1991)은 분만 후 2일된 산모 68명을 대상으로 산후피로를

측정한 결과 산후 조력자가 적거나 없을 경우 피로 정도가 크다고 하였고,
Webster(1994)는 47명의 질분만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후 2일,2주,6주에 산후피
로를 측정한 결과,시간적․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지의 형태는 수면,휴식과
함께 산후 6주간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설명하였다.또한 김신정 등(2001)
은 산후 1주에서 8주 산모의 피로에 대한 연구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정신적 피로와 신경․감각적 피로,전체피로가 낮다고 하였고,김
신정과 박인숙(2003)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피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남편이 가사일을 돕지 않는 경우가 돕는 경우보다,남편이 영․유아 돌봄을 돕지
않는 경우가 돕는 경우보다 피로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의
피로가 관련됨을 설명하였다.하지만,Milligan(198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산후피로의 유의한 예측변수로 지지되지는 않았으나,산후 6주의 모유수유 어려움
을 완충시킴으로서 산후피로를 낮추는 것으로 설명되었다.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중요하게 설명되는 변수이긴 하나 피로에 대한
유의한 영향이 지지된 연구는 소수이며,산후피로에 대한 관계보다는 오히려 양육
스트레스나 산후우울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에서 유의하게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산후피로에 직접효과를 주기 보다는 산후

피로의 영향변수인 산후우울과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서 산후
피로를 간접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간접경로를 설정하였다.

②②②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산산산후후후우우우울울울
최순희(2001)는 산모의 생활스트레스,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에서 사회적 지지가 많은 산모가 적은 산모보다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낮았음을
설명하였다.정명희와 김증임(2005)은 출산 후 2주에서 8주의 산모 131명을 대상으
로 산후우울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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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이 산후우울감을 호소했다고 보고하였고,남편의 지지와 역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최순희(1996)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군

에서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간에는 역 상관관계가 있어서,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짐을 설명하였고,홍영수와 김재엽(2003)은 79명의 발달장애아동 어머
니를 대상으로 배우자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배우자 지지는 장애아 어머니의 우울 변동을 16.4% 설명하였다.
또한 Cairney,Boyle,Oeford와 Racine(2003)의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는 미혼모 우울의 40%를 설명하였다고 보고하는 등 스트레스와 함께 사회적 지지
가 주효과로서 우울을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정선과 신경림(2004)
은 성인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에서 우울과 사회적 지
지는 역 상관관계가 있으며,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는 우울의 변동을 29.6%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Son과 Oh(1993)는 대학생의 스트레스,사회적 지
지,역기능적 태도,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다음으로 우울 발생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설명되었으며,사회적 지지가
모델에 포함되면서 약 8% 설명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또한 Choi와
Kim(1998)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남녀 대학생의 우울증을 예측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우울증이 더 쉽게 발
생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이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우울의 발생
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산후우울에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가설

을 설정하였다.

③③③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양양양육육육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모성역할전환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균형을 줄여주

고 모아애착을 높여주며,산모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도모함으로서 모성역할
적응에 도움을 준다(Lenz등,1986).또한 산모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산모
로 하여금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과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하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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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모성역할에 대한 적응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Crnic,Greenberg,Ragozin,Robinson,& Basham,1983).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주로 발달장애아

또는 영․유아를 돌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다수가 수행되었다.홍지연(2006)은 발
달장애 아동 어머니 15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간에 역 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하였으며,이를 회귀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 변동의 1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주(2006)는 발달장
애아 어머니 111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연구에서,배우자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의 하부영역으로 측정된 디스트레스,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모두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양육스트레스 하부영역에 대한 배우자 지지의 설명력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배우자 지지는 디스트레스 영역을 30% 설명하였고,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16%,그리고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10% 설명하였다.한명숙(2001)
은 대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인지된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짐을 보고하였고,스트레스를 성취관련 스
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사회적 지지는
성취관련 스트레스 변동의 약 14%를,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약 18%를 설명하였다.
남편의 가사 참여도가 높을수록(원정선,1990),남편의 양육참여 정도가 많을수

록(조혜승,1997)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제로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보다는 정서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 감
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도 설명하였다(박성연 등,1996).Wills와 Langner
(1980)는 스트레스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스트레스가 발생된 상황에서 배우자로
부터 받은 지지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주요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Crnic과
Booth(1991)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지지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자녀가 어리거나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 영
아를 돌봐 줄 양육 대리인이 없고,남편의 도움도 없을 때에 더 큰 스트레스를 경
험한다고 하였고(이인숙,1994),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우 모성역할을 수행
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게 되고 자신의 과업을 실제보다 어렵게 판단하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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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낸다고 보았다(하영수,김신정,& 정금희,1990;Mercer,
1985).이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많을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것이 설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④④④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수수수유유유어어어려려려움움움
초산모는 대개 모유수유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신생아 돌봄이나

수유경험의 부재로 인해 수유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 더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이는 현대사회가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의 지
지체계 부족으로 인해서 더욱 더 심화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성공적인 모유수유의 핵심은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수유의 어려

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 도움을 받
을 수 있어야 한다(Stashwick,1994).조미영(1992)은 모유수유의 장애요인으로 산
전과 산후의 교육 부족과 배우자나 가족에 의한 지지의 부족,출산 직후의 모아분
리 등의 구조적 문제를 들어 설명하면서,모유수유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
한 정보적 지지 뿐 아니라,주변 지지체계로부터의 지속적인 격려와 정서적,실제
적 지지가 중요함을 설명하였다.또한 여러 연구에서 모유수유 지속에는 배우자나
가족,친구 및 건강관리제공자에 의한 격려와 지지 및 어려움 발생시의 상담 및
도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박옥희 & 권인수,1991;오현이,박난준,&
임은숙,1994;송규희,1989).Margaret(1988)은 남편이나 어머니 또는 친구나 건강
전문가 등과 같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지지자가 수유기간 동안 어머니를 돕고
이해하며 격려해 주는 것이 수유에 대한 어머니의 의지와 신념을 강하게 하고 실
제적인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수유 어려움이 있을 때 적시의
도움과 지지가 성공적인 모유수유 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다.또한 모유수유
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와 지지가 수유어려움이 있을 때 어머니의 극복의지에 영
향을 미침으로서 모유수유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reed &
Fraley,1993;Freed,Fraley,& Schanler,1993).김신정과 이정화(1993)는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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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모유수유를 위한 시설의 부족이나,주위 사
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여가 모유수유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게 만
든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적 지지가 수유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설명하였다.모
유수유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정보적,실제적,정서적인 사
회적 지지의 형태가 수유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수유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
명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수유어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⑤⑤⑤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산산산후후후조조조리리리
한국의 산후조리는 출산 이후에 제공되는 매우 특수한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

로서,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출산 후 특정기간에 집중
적이고 특수한 돌봄이 제공되는 산후조리정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 진다.
유은광(1993)은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Ethnographicresearchmethod)을 사

용하여 산후조리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에서 산후조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여기서 인적요인은 산모 요인,산관자
요인,전문 의료인 요인으로서,산모와 산모 주변의 사람들이 산후조리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고 산후조리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적,신념적 여건을 형성하고 있느냐
와 관련되며,환경적 요인은 시설,계절 등등의 물리적 환경과 주위사람들이 산모
에 대해 얼마나 지지적이고 사랑과 관심을 주고 보호적이냐를 의미하는 정신적
환경과 관련된다.즉,산모에 대해 지지적이고 보호적이며 사랑과 관심을 주는 정
신적 환경 뿐 아니라,산관자가 산후조리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산
후조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느냐 하는 인적 요인이 출산 후 산모가 산후 조리를
얼마나 만족스럽게 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또한 여러 연구에
서 산후조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자신의 집이나 친정집에서 친정어머니
로부터 받을 때라고 보고하고 있는데(박형숙 등,2001;유은광,1993;유은광 등,
2000),이는 산모가 가장 정신적,실제적으로 가장 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서 산후조리가 가장 잘 이뤄질 수 있음을 믿는 신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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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산후조리에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가설
을 설정하였다.

(((333)))산산산후후후조조조리리리

한국의 산모들은 출산 후 일정기간 동안 주변의 지지체계로부터 전폭적인 지지
를 받으며 잘 먹고,잘 쉬며,무리하지 않고,돌봄을 받는 산후조리의 시기를 보내
게 되며,산후조리를 잘 못할 경우 신체적 기능장애와 회복의 지연(김태경 & 유은
광,1998;유은광,1993,1999),산후병(유은광,1993),엄마역할 부적응과 모아애착
형성의 어려움(박형숙 등,2001),부정적 건강상태(김태경 & 유은광,1998;안숙희,
2005)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따라서 외국과는 다른 이러한 산후조리의 문화가 본
연구에 포함된 우울이나 수면,피로 등의 신체적․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
임이 예측될 수 있다.하지만 산후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를 통해서 산후피
로에 관여하는 현상인지에 대한 것은 연구가 미비하다.
안숙희(2005)는 산후조리 수행과 산후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산후 신

체적 건강상태로서 피로를 측정하였다.연구결과 출산 직후보다 출산 후 6주에 오
후 피로도가 더 증가했다고 응답한 군이 산후 6주에 피로도가 더 낮아졌다고 응
답한 군에 비해 산후조리 하부영역 중 인지된 돌봄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
고하였다.또한 산후조리의 하부영역인 돌봄은 오후 피로와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고,얼마나 대접을 받았는지에 대한 산후조리 하부영역은 오전 피
로 및 오후 피로와 각각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이를 통해서 산후
조리 동안 잘 대접받고 돌봄을 잘 받는 것은 산후 피로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김태경과 유은광(1998)은 5년 이내에 출산경험이 있었던
여성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수행정도와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전통적
인 산후조리 수행도가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유은광(1999)은 출산 후 2주 이상 된 초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에 따른 산후여
성의 기능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산후조리를 잘 했다고 평가할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회복상태가 높았고,산후조리기간이 길수록 산후조리를 잘 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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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후조리가 산후피로에 직접 효과를 주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하지만 산후조리 현상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산후조리 현
상이 어떤 효과를 통해서 산모의 신체적․심리적 적응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것은
규명할 필요가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후조리만족이 산후피로에 관여하
는 기전을 선행연구에서 설명된 산후피로와의 직접관계를 보기위한 직접 경로 뿐
아니라,심리적 돌봄의 효과로 산후우울의 감소를 유발하여 산후피로를 감소시키
는 간접경로와 신체적 돌봄의 효과로 수면요인의 증진을 유발하여 산후피로를 감
소시키는 간접경로를 동시에 설정하였다.

(((444)))수수수면면면

①①① 수수수면면면과과과 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
수면상태는 피로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흔히 연구되는 변수로서 많은 피로 관

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수면과 피로와의 관련성은 수면단계에 대한 이해
로부터 출발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해 간단한 언급을 하고자 한다.
수면은 총 5단계에 걸쳐서 일어난다.수면 1단계로부터 4단계까지는 수면의 강

도가 점점 깊어지며,이 단계 동안 신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일어난다.총 수면의 단계를 경험한 후에 꿈을 꾸는 단계인 REM(Rapid Eye
Movement)수면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 단계를 통해 정신능력의 재충전이 일어
나게 된다.REM 수면은 학습,기억,심리적 적응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만약
어떤 이유로든 수면이 유지되지 못하여 다시 수면을 시도하려 하면 언제나 수면
1단계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그러므로 밤 동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주 깨
는 산모는 REM 수면에 이르지 못하거나,만족스럽지 못한 정도의 REM 수면만을
경험하게 된다.REM 수면의 박탈은 정서불안,무감동,집중력 결핍,판단력 저하,
통증과 불편감에 대한 민감성 증가 등을 유발하는데(Hayter,1980),이는 피로의
증상이기도 하다.또한 대부분의 조직들에서 단백질 합성과 세포분열이 수면 4단
계와 같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Adam & Oswald,1983),산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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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회복을 위해 깊은 수면단계는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산후 영아 돌보기를 위
해서 자주 깨어서 깊은 수면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산모들은 산후 신체적 회복
이 더딜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로가 더욱 더 유발될 수 있다.따라서 비효율적이
거나 분절적인 수면은 산모에게서 피로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수면이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초산모의

가장 큰 걱정 중의 하나는 아이로 인해 수면과 휴식이 방해받는 것이며,초산모는
단지 4.5시간의 연속적인 수면을 이룬다고 보고하고 있으나(Russell,1974),이는
초산모가 느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하고 있다(Pellgrom & Swartz,1980).
Hantos(1993)는 지난 밤 동안의 수면이 방해받았는지에 대해 ‘그렇다’,‘아니다’,
‘잘 모르겠다’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한 결과,산후 3주의 시점에서 수면의 방해를
받는다고 대답한 산모에서 피로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Wambach(1998)는 수면의
양과 질을 VerranSnyder-HalpernSleepScale을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산후 3일,
3주,6주,9주 모두에서 수면방해와 피로 간에 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산후 3주,6주에는 수면의 효율성과 피로 간에 역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수
면을 생리적 요인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한 Lee와 Zaffke(1999)는 산후 1달과
3달의 자료수집 시점에서 2틀 동안 polysomnpgraphicrecords를 이용해서 수면상
태를 관찰한 결과,분절적인 수면은 산후 3개월의 피로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Cabill(1999)은 낯선 병원환경과 이로 인한 수면과 휴식의 방해를 피로 관련요인으
로 설명하였고,Carty등(1996)은 산모의 피로관련 요인으로 첫 48시간 동안의 수
면장애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또한 김신정 등(2001)은 산모의 피로를 조
사한 연구에서 수면시간이 6시간 이상인 군이 6시간 미만인 군에 비해 정신적 피
로와 전체피로가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고하였고,아기로 인해 수면 방해를 받는다
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신체적 피로가 크다고 설명하였다.또한
낮잠을 자는 경우에 정신적 피로와 신경․감각적 피로 및 전체 피로가 유의하게
낮아짐을 설명하였다.
반면에,Webster(1994)는 수면일지를 사용해서 24시간동안의 총 수면시간과 수

면의 방해된 횟수를 측정한 결과,수면 방해와 질분만 산모의 피로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고,Troy(1999)는 RCSQ-M을 이용해서 수면을 측정한 결과 수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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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수면시간은 산후 14~19주 산모의 피로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또한
Milligan(1989)은 지난 24시간 내의 수면의 양이 출산 직 후,산후 6주와 3개월의
피로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서,수면과 피로와의 관련성은 매우 중요하여
피로 연구에서 꼭 다뤄지는 변수이지만 연구마다 결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하
지만,산모 수면의 특징은 수면시간의 감소보다는 밤 동안의 수면방해나 자주 깨
는 것 등과 관련된 수면의 효율성의 문제가 크므로(Compbell,1986),수면시간과
같은 객관적 변수보다는 수면의 질에 대한 개인의 만족이나 인지 등과 같은 주관
적 변수의 사용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되며(Tilley,Donohoe,& Hensby,1987),또
한 낮잠은 수면박탈로 인한 신체적 회복에 도움을 주므로 낮잠을 포함한 총 수면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Milligan,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의 총 수면시간과 개인이 인지한 수면

만족도를 포함하는 수면요인이 산후피로에 직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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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및및및 가가가설설설적적적 모모모형형형

AAA...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Pugh와 Milligan(1993)의 “출산기 피로 연구를 위한
개념적 기틀(TheFrameworkfortheStudyofChildbearingFatigue)”을 근거로
산후 피로에 대한 선행 연구의 분석과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포함될 주요개
념을 도출한 후,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개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개념
적 기틀을 도출하였으며,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11)))PPPuuuggghhh와와와 MMMiiilllllliiigggaaannn(((111999999333)))의의의 출출출산산산기기기 피피피로로로 연연연구구구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Pugh와 Milligan(1993)은 전통적인 모성간호학 교과서,임상 저널,출산기 피로
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의 광범위 고찰로부터 “출산기 피로 연구를 위한 개념적
기틀”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으며,이는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의 근거가 되
었다.
Pugh와 Milligan(1993)의 개념적 기틀은 크게 피로 영향요인과 결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
하고자 하므로 피로의 영향요인과 피로와의 관계만을 개념적 기틀에 이용하였다.
Pugh와 Milligan(1993)의 개념적 기틀에 따르면 산모의 피로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크게 생리적,심리적,상황적 요인으로 구성된다.생리적 요인에는 분만 시
출혈량,체중의 감소,자궁,장 등을 포함하는 내부 장기들의 산후 변화,호르몬의
변화,연속적인 임신이나 분만,빈혈,감염,출혈,영양,수분균형,수유방법 등이
포함되고,심리적 요인에는 우울,불안,임신이나 출산 및 아이에 대한 부정적 느
낌,어머니 역할의 전환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변화된 신
체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느낌 등이 포함되며,상황적 요인에는 음주,흡연,수면
양상과 운동 등을 포함하는 생활습관과,사회경제적 수준,직업유무,영아기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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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지 및 산모의 나이와 산과력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생생생리리리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출혈량
체중 감소

내부장기 변화(자궁/유방..)
호르몬 변화

연속적인 임신과 분만
빈혈,감염
출혈,영양
수분균형
수유방법

심심심리리리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우울
불안

부정적 느낌
모성역할전환 반응

신체상 변화에 대한 반응

상상상황황황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생활습관
(흡연,음주,수면,운동)
사회경제적 수준
직업유무
영아기질
사회적 지지
산모나이
산과력

피피피 로로로

역역역할할할수수수행행행 능능능력력력

1.기능수행의 어려움
-어머니로서의 기능복귀
-어머니의 자가간호수준
-모성 행위
-영아 돌봄
-타인과의 관계
-대처 행동

2.생리적 회복능력
-출산 후 신체적 회복

그그그림림림 111...출출출산산산기기기 피피피로로로 연연연구구구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PughLC.,&Milligan,RA.(1993).Aframeworkforthestudyofchildbearingfatigue.AdvNursSci.,15(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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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분분분석석석을을을 통통통한한한 피피피로로로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선선선정정정

<그림 1>의 Pugh와 Milligan(1993)의 “출산기 피로 연구를 위한 개념적 기틀”
을 근거로 피로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실제로 선행연구나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산후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는 변
수는 빈혈(Gardner& Campbell,1991;Lee& Zaffke,1999),수유방법(Campman
등,1985;Hantos,1993;Milligan,1989),우울(Gardner,1991;Milligan,1989;
Rychnovsky,2004),불안(Pugh & Milligan,1995;Rychnovsky,2004),영아기질
(Hantos, 1993; Milligan, 1989; Wambach, 1998), 사회적 지지(Gardner &
Campbell,1991;Milligan,1989;Webster,1994),수면(Lee & Zaffke,1999;
Wambach,1998),산모나이(Hyamn,Feldman,Harris,Levin,& Malloy,1989;
Gardner,1991;Troy & Daglas-Pelis,1997),분만방법(Fawcett,1981;Webster,
1994),진통시간(Pugh,1990;Troy & Daglas-Pelis,1997),산모의 건강문제
(Gardner& Campbell,1991;Hyamn 등,1989),자녀의 건강문제(Gardner&
Campbell,1991;Hyamn등,1989)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초산모의 산후피로 설명모델을 구축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간호

학적으로 의미 있는 산후피로 중재요인을 찾고자 한다.따라서 산후피로에 유의한
영향요인 중에서 출산 이후의 상황에서 중재가 가능하지 않은 생리적 변수인 빈
혈과 상황적 변수인 산모나이,산모와 자녀의 건강문제는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으
로 통제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서 제외하였다.또한 분만방법과 진통시간
은 주로 출산 직 후 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Fawcett,1981;Pugh,
1990;Troy& Daglas-Pelis,1997;Webster,1994),본 연구의 측정이 이루어지는
산후 3주(15일)에서 14주(100일)의 시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 연구
의 주요변수에서 제외하였다.

333)))예예예비비비조조조사사사를를를 통통통한한한 피피피로로로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정정정련련련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된 영향요인이 본 연구의 개념으로 포함되는 것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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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지를 확인하고,한국적 상황에서 새롭게 도출되는 피로영향요인이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출산 경험이 있었던 초산모 10명을 대상으로
산후 피로 영향요인 조사를 위한 비 구조화된 면접법을 실시하였으며,예비조사
결과 다음의 변수를 본 연구의 변수로 추가하였다.
첫째,우리나라의 독특한 산후조리 문화가 산후피로와 관련됨을 확인하였다.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산 후에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의 주변 도움을 받아서
최소 2주에서 삼칠일(21일,3주)동안 산후조리를 잘 받아야 한다는 산후조리에 대
한 기대가 있으며,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느냐 즉 산후조리를 얼마나 잘 받
았느냐에 따라서 산후 신체적 건강수준과 정서적 상태가 영향을 받고,이는 곧 산
후 피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이로 부터 문화적 특성인 산후조리의
개념을 피로영향요인으로 추가하였다.
둘째,출산 후 초산모가 아기 돌봄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양육스트레스가

산후피로와 관련됨을 확인하였다.대부분의 초산모는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모
유수유와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하며,수유의 어려움이 클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
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또한 아이가 자신의 돌봄에 잘 반응하지 않는 까
다로운 아이라고 느끼는 경우에 아이 돌보는 것을 더 어려워하며 아기 돌보기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산후피로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산후피로의 영향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을 추가하였다.양육 스트
레스의 경우는 초산모가 모성역할의 전환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서 산후피로와 중요하게 관련성이 있을 것임이 예측되지만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개념으로 포함시켜서 피로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문헌에서 지지된 산후피로 영향요인 중 산모가 경험하는 불안은 상태 불

안으로서,출산 이후에 어머니 역할의 적응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자녀양육 스트레
스와 관련되며,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불안과 높은 상관이 있다(Lenz,Pugh,
Milligan,Gift,& Suppe,1997).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 이후의 발달기적 위기
의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하
였으며,불안을 연구 개념에서 제외하여서 최종적으로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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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포함될 피로영향요인이 도출되었다.
즉,Pugh와 Milligan(1993)의 개념적 기틀에 포함된 개념 중 다수의 선행연구

에서 지지된 산후피로의 영향요인인 수유,우울,영아기질,사회적 지지,수면과,
선행연구에서 피로와의 관련성이 거의 연구되지 않았고,Pugh와 Milligan(1993)의
개념적 기틀에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예비조사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적 상황
에서 피로의 영향요인으로 중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고려되는 산후조리와 양육스
트레스가 산후피로의 영향요인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변변변수수수 출출출처처처
PPPuuuggghhh와와와 MMMiiilllllliiigggaaannn

(((111999999333)))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예예예비비비조조조사사사

생생생리리리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수수수유유유

심심심리리리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우우우울울울

양양양육육육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상상상황황황적적적 요요요인인인
영영영아아아기기기질질질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수수수면면면

산산산후후후조조조리리리

산산산후후후 피피피로로로

그그그림림림 222...본본본 연연연구구구에에에 포포포함함함될될될 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444)))본본본 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본 연구에서 산후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념들 간의 관계는 선행연구와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개념간의 관계에 근거를 두고 <그림 3>과 같이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출산 후 산모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기질적 차이를 보이는 신생아의 존재와 다

양한 수준의 사회적 지지라는 상황적 여건에 놓이게 되며,이는 산모의 산후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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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영아기질과 사회적 지지는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기 보다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서 작용하며,이혜경
(1992,1998)의 모성역할 획득에 대한 구조모형 연구에서도 영아기질과 사회적 지
지는 모델 내에서 외생변수로서 설명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두 변수를 외
생변수로 설정하였다.또한 문헌고찰에서 설명된 여러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예
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그그그림림림 333...본본본 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BBB...가가가설설설적적적 모모모형형형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근거로 구성된 가설적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2개의 외생변수와 6개의 내생변수로 구성되어있다.외

생변수란 모형내의 다른 변인으로부터 설명되지 않는 변수로서 영아 까다로움,사
회적 지지가 해당되고,내생변수는 모형내의 다른 변수로부터 설명되는 변수로서
산후피로,산후우울,수면만족,양육스트레스,수유어려움,산후조리만족이 해당된
다.수면만족,산후우울,산후조리만족은 산후 피로에 대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
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며,양육스트레스,수유어려움,영아 까다로움,사회적 지지
는 수면만족,산후우울,산후조리만족을 통해서 산후피로에 대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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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한한한국국국 초초초산산산모모모의의의 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 설설설명명명모모모델델델의의의 가가가설설설적적적 모모모형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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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가설적 모형에서 도출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11)))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를를를 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로로로 하하하는는는 가가가설설설 (((555개개개)))

가설 1:산후우울이 증가할수록 산후피로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2:수면만족이 낮을수록 산후피로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3:산후조리만족이 낮을수록 산후피로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4:수유어려움이 증가할수록 산후피로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5:영아가 까다로울수록 산후피로는 증가할 것이다.

222)))산산산후후후우우우울울울을을을 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로로로 하하하는는는 가가가설설설 (((444개개개)))

가설 6: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산후우울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7:영아가 까다로울수록 산후우울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8:산후조리만족이 낮을수록 산후우울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9: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산후우울이 증가할 것이다.

333)))수수수면면면만만만족족족을을을 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로로로 하하하는는는 가가가설설설 (((333개개개)))

가설 10:수유어려움이 증가할수록 수면만족이 낮을 것이다.
가설 11:영아가 까다로울수록 수면만족이 낮을 것이다.
가설 12:산후조리만족이 낮을수록 수면만족이 낮을 것이다.



- 40 -

444)))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를를를 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로로로 하하하는는는 가가가설설설 (((333개개개)))

가설 13:수유어려움이 증가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4:영아가 까다로울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5: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다.

555)))수수수유유유어어어려려려움움움을을을 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로로로 하하하는는는 가가가설설설 (((222개개개)))

가설 16:영아가 까다로울수록 수유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17: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수유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다.

666)))산산산후후후조조조리리리만만만족족족을을을 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로로로 하하하는는는 가가가설설설 (((222개개개)))

가설 18:영아가 까다로울수록 산후조리만족이 낮을 것이다.
가설 19: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산후조리만족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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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Pugh와 Milligan(1993)의 “출산기 피로 연구를 위한 개념적 기틀”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한국 초산모의 산후피로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여 검
정하기 위한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이다.

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한국에서 출산한 초산모 전체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서울,경기지
역에 거주하는 초산모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대학병
원 2곳,산부인과 전문병원 3곳,조산원 1곳 에서 출산 한 초산모 중 다음과 같은
대상자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만족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초산모를 편의표출
하였다.AMOS분석 시 모델검증에 필요한 표본크기는 최소 200개 이상을 충족해
야 하므로(조선배,1996),분석에서 제외될 부적절한 설문지 수를 고려하여 최소
300명 이상으로부터 자료수집하려고 노력하였으며,수집된 302개의 설문지 중 부
적절한 설문지 24부를 제외하여 총 278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단위의 표집을 하지는 못했지만,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분만

이 이뤄지는 1,2,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산부인과 전문병원,조산원에서 분만
한 산모를 골고루 표출함으로서,편의표출 방법에 의한 표집오차를 최소화하고 표
본의 다양성을 증가시킴으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초산모인 자
2)제태연령 37주 이상에 출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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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분만 전 Hgb수치가 10.0mg/dl미만인 자
2)현재 건강문제나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자
3)산모나이 20세 미만이거나 40세 이상인 자
4)출산 후 15일 미만이거나 100일을 초과한 자
5)쌍둥이를 출산한 자
6)출생 시 체중 2500gm 미만의 신생아를 출산한 자
7)신생아 건강문제로 중환자실 입원경험 있는 자
8)출산 후 신생아 돌보기 경험이 없는 자

*선정 근거 :임신 중의 낮은 Hgb수치는 산욕기 초기의 피로수준을 상승시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개념 들 간의 설명력을 떨어뜨리는 외생변수
로 작용할 수 있으며(Pugh& Milligan,1993;Lenz등,1995),임부에게 빈혈로
서 간주되는 수치는 10.0mg/dl미만이다(Reeder등,1997).또한 산모의 나이
(Gardner, 1991)나 건강문제(Gardner & Campbell, 1991), 쌍둥이 분만
(Rychnovsky,2004)등의 경우는 산모의 피로수준을 상승시켜서,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개념들 간의 설명력을 떨어뜨리는 외생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조산이나 신생아 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인하여 신생아 돌
보기 경험이 정상 산모와 동일하지 않거나 없는 자는 영아기질이나 양육스트레
스 등의 연구변수에 응답이 어려울 수 있다.또한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에서는
출산 후 14일 까지는 절대적으로 산관자로부터 돌봄을 받는 시기이고,산후 100
일이 지나야 비로소 정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유은
광,1993),출산 후 14일 이전의 산모는 적극적인 산후조리 진행기에 있으므로,
산후조리 만족에 대한 응답 시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출산 후 100일
이후의 여성은 산모로서 간주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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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111)))외외외생생생변변변수수수

(((111)))영영영아아아 까까까다다다로로로움움움
본 연구에서 영아 까다로움 측정을 위한 도구는 Bates등(1979)의 ICQ를 이영

환(1993)이 번안한 영아기질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본 도구는 까다
로운 기질,적응할 수 없는 기질,사회성에 둔한 기질,예측할 수 없는 기질의 4개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지며,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요인 중 “까다로운(fussy)기
질"에 속하는 9개 문항(1,5,6,12,13,14,17,22,24번 문항)중 의미가 중복되고,
100일 미만의 어린 영아에게 측정하기 어려운 문항을 제외하고 총 4개 문항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4개 문항에 대해 Likert7점 척도(1~7점)로 측정하도록 구성
되어 있어서 4점부터 28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며,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인
지하는 영아 까다로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2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본 연
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66이었고,
본 조사결과에서는 cronbach'sα =0.76이었다.

(((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측정을 위한 도구는 총 21개 문항,4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본 도구는 크게 정서적 지지와 실제적 지지의 하부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하부 척도 별로 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정서적 지지 측정을 위한 도구는, Taylor(1985)의 도구를 이혜경(1992)이 번안,

수정한 8개 문항,4점 척도(1~4점)의 도구를 사용하였다.최저 8점에서 32점의 점
수범위를 가지며,점수가 높을수록 산모가 인지한 정서적 지지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혜경(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α =0.83으로 나
타났으며,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α =0.86이었
고,본 조사에서도 cronbach'sα =0.8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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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적 지지 측정을 위한 도구는,이혜경(1992)이 개발한 13개 문항,4점
척도(1~4점)의 도구를 사용하였다.최저 13점에서 52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산모가 인지한 실제적 지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산모를 대상
으로 하는 이혜경(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α =0.90으로 나타났으며,본 연구
를 위한 예비조사에서 cronbach'sα =0.96이었고,본 조사에서는 cronbach'sα =
0.94이었다.

222)))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

(((111)))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
본 연구에서 산후 피로 측정을 위한 도구는 Milligan 등(1997)이 Yoshitake

(1971)가 개발한 30문항의 FSC(FatigueSymptom Checklist)를 요인분석을 통해 개
발한 10문항으로 구성된 간소화된 피로도구(Shortened10item fatiguescale)를 사
용하였다.Milligan등(1997)은 본 도구의 개발을 위하여 289명의 산모로부터 출산
직후,산후 6주,산후 3개월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크게 신체적,정신적
차원으로 구성되는 간소화된 10문항의 피로도구를 개발하였다.개발 당시 내적일
관성을 K-R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각 시점에서 0.71,0.77,0.73으로 나타
났으며,각 시점의 평균 피로점수가 2.74(±2.11),3.26(±2.49),2.38(±2.18)로 나타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30문항의 FSC로 측정된 점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
며,각 시점에서 30문항의 FSC 측정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우울,수면,
영아기질과도 거의 유사한 상관성 정도를 보여서 타당도가 있는 도구로 설명되었
다.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요인의 구조를 LISREL8.0을 이용하여 확증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산 직후는 χ

2=67.9, p>0.001, GFI=0.97,
RMSEA=0.05,CFI=0.94로 나타나 하부척도가 지지되었으며,산후 6주(χ2=70.3,
p<0.001; GFI=0.97; RMSEA=0.04; CFI=0.95)와 산후 3개월(χ2=100, p<0.20;
GFI=0.95;RMSEA=0.07;CFI=0.89)의 자료에서도 각각 전반적 부합치가 만족한 수
준으로 나타나,10문항의 간소화된 피로척도가 산모의 피로측정에 보다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임을 설명하였다.본 연구에서는 10문항의 체크리스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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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도구를 Pugh(1993)가 연구에 적절한 척도로 제안한 Likert4점 척도로 전환
하여 최종적으로 도구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따라서 총 10개 항목에 대해 4점
척도(1~4점)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10점에서 40까지의 범위로 나타나게
되며,점수가 클수록 산후 피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본 연구를 위한 예비
조사에서 내적일관성 cronbach's α =0.82이었고,본 조사에서는 cronbach's α =
0.88이었다.

(((222)))산산산후후후우우우울울울
본 연구에서 산후 우울 측정을 위한 도구로 Cox 등(1987)의 Edinburgh

PostnatalDepressionScale을 이동규 등(2001)이 번안한 도구를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이 도구는 특별히 산후우울을 선별하기 위한 목
적으로 개발되었다.우울 증상과 관련된 총 10개 문항에 대해 0점에서 3점의 척도
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어서 0점에서 30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
록 산후우울이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도구의 해석은 총 점수의 합이 0~8점인 경
우는 우울이 없는 것으로,9~12점은 중정도의 우울이 있는 것으로,13점 이상은
심한 우울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산후우울의 기준 절단점수를 12/13으로 보았을
때,민감도(sensitivity,우울을 우울로 옳게 진단하는 비율)는 86%이고,특이도
(specificity,비우울을 비우울로 옳게 진단하는 비율)는 78%이었다.도구의 반분신
뢰도는 0.88이었고,cronbach's α =.97이었다(Cox등,1987).산모를 대상으로 한
김지양(2003)의 선행 연구에서 cronbach'sα =0.79이었고,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
사에서 cronbach'sα =0.84이었으며,본 조사에서는 cronbach'sα =0.80이었다.

(((333)))수수수면면면만만만족족족
본 연구에서 수면만족의 측정은 문헌고찰을 통해서 본 연구자가 개발한 2문항,

11점 척도(0~10점)를 사용하였다.이는 수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아기 돌보기로
인한 전반적인 수면의 방해정도를 묻는 2개 문항에 대해 0~10점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최저 0점에서 20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며,점수가 높을수록
수면만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에서 cronbach's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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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이었고,본 조사에서 cronbach'sα =0.84이었다.
또한 산후 피로에 중요한 수면 요인으로 설명된 24시간 동안의 총 수면시간도

본 연구의 측정변수로 사용되었다.

(((444)))양양양육육육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본 연구에서 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Cutrona(1984)의 양

육 스트레스 질문지(CSI,ChildcareStressInventory)를 전지아(1990)가 번안한 도
구를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전지아(1990)의 번역본에
는 한국인의 남아선호 경향 때문에 바라던 성별의 아기가 태어나지 않음으로서
받는 스트레스 문항이 추가되어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본 연구를 위
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산모에게 별로 스트레스로 인식되지 않는 2개 문항
을 제거하여서 총 14개 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14개 문항에 대해 각각 1점(전
혀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다)~5점(매우 스트레스를 주었다)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서 14점에서 70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며,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산모를 대상으로 한 김지양(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α=0.87이었으며,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에서 cronbach'sα =0.89이
었고,본 조사에서는 cronbach'sα =0.86이었다.

(((555)))수수수유유유어어어려려려움움움
본 연구에서 수유어려움의 측정은 Frosyth등(1985)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

가 개발한 3문항,11점 척도(0~10점)를 사용하였다.이는 수유에 대한 어려움,수
유에 대한 걱정,수유에 대한 부정적 느낌의 3개 항목에 대해 0~10점으로 측정하
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최저 0점에서 30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며,점수가 높을
수록 수유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을 의미한다.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에서
cronbach'sα =0.72이었고,본 조사에서 cronbach'sα =0.73이었다.

(((666)))산산산후후후조조조리리리 만만만족족족
본 연구에서 산후조리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유은광(1993)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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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유은광
(1993)에 의하면,산후조리는 산후에 몸 관리에 대한 정적인 신념체계와 이러한 신
념체계가 현실화 되는 역동적인 과정인 실천체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
하였으며,산모와 산관자가 따라야 할 6가지 기본원리를 설명하였다.즉,산후조리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6가지 보편적인 노하우를 1)몸
을 따뜻하게 하고 찬 것을 피하므로 기운을 돋우기,2)일하지 않고 쉬기,3)잘
먹기,4)무리하게 힘쓰지 않아 몸을 보호하기,5)청결을 유지하기,6)정성껏 돌
보기로 설명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6원칙에 대해
산모들이 얼마나 만족스럽게 산후조리를 했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6개 문항에
산후조리 기간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1개 문항을 추가하여,총 7개 문항,4점
척도(1~4점)의 산후조리 만족 도구를 개발한 후,2인의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
를 검증받고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을 수정한 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본 도구는
7개 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서,7점에서 28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산후조리 만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에서
cronbach'sα =0.91이었고,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 =0.82이었다.
또한 산후조리에 도움을 준 조력자 수도 본 연구의 측정변수로 사용되었다.

DDD...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2개의 대학병원 산부인과 외래,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3개의 산부인과 전문병원 외래,서울에 있는 1개의 조산원
에서 각각 진행되었다.이를 위해 병원 내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연구승인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밟은 뒤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111)))예예예비비비 조조조사사사
예비 조사는 2006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하는 일 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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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외래와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일 산부인과 전문병원 외래,서울에 소재하
는 일 조산원을 방문한 산모 중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산모 각 10명,5
명,5명을 대상으로 연구수행 과정의 용이성 및 질문지 관련 문제점 등을 파악하
기 위하여 실시하였다.예비조사에서 질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이해되지
않는 문항이나 질문지 응답시의 반응을 살피고,선택된 도구의 신뢰도와 사용자
타당도를 확인하였다.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도구 중 이해되지 않는 문항을
수정하였고,초산모에게 적절하지 않는 몇 개 문항을 제외함으로서 연구도구를 일
부 수정하였다.

222)))본본본 조조조사사사
본 조사는 2006년 7월 11일부터 9월 30일 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대

학병원 산부인과 외래 2곳,산부인과 전문병원 외래 3곳,조산원 1곳에서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와 훈련된 3명의 연구보조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 수집을 실시

하였으며,자료수집 전에 연구보조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문항과 내용 등
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대상자 접근에 대한 간단한 훈련과정을 거침으로
서 자료수집절차 상의 오차를 최소화시키고,자료수집자간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
력하였다.
자료 수집은 산부인과 외래에 방문한 산모 중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산모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의의,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연구 참여 후
보상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를 의뢰하였으며,진료대기 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
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0~15분 정도이었으며,설문조사가 끝난 후 아기
용품과 관련된 소정의 물질적 보상과 함께 추후 원할 경우 언제라도 육아나 모유
수유 등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산부인과 외래 간호사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설문조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도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토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환자가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위와 동일한 절차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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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가 진행되도록 부탁하였다.
설문지 응답 시 먼저 응답하게 되는 변수와 나중에 응답하게 되는 변수에 대한

대상자들의 성실도가 동일하지 않아 야기될 내적 타당도의 문제를 최소화 하기위
하여 각 변수를 측정하는 도구의 순서를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EEE...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12.0Window program과 AMOS4.0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은 실수,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2)연구의 주요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최소,최대,왜도,첨도를 구하였다.
3)연구의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를 구하였

다.
4)연구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확증적 요인분석

(confirmatoryfactoryanalysis)을 통해 요인 적재량(factorloading)을 검증하였다.
5)가설적 모형의 적합도와 연구가설 검증은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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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총 278명이며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9.46세이었고,20대는 140명(50.4%),30대는 138명(49.6%)

으로 비슷한 연령 분포를 보였다.가족형태는 핵가족이 244명(87.8%)이었고,교육
수준은 대졸이상이 205명(73.7%)이었으며,종교는 없는 경우가 119명(42.8%)으로
가장 많았다.직업은 산후 휴가 후 복직예정인 경우가 86명(30.9%)이었고,전업주
부는 80명(28.8%)이었으며,경제 상태는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92명(69.2%)으로
가장 많았다.

BBB...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산산산과과과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은 크게 임신관련 특성,분만관련 특성,산욕관련 특성과
산후조리 관련 특성으로 조사하였으며,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임임임신신신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임신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출산 시 평균 임신주수는 39.53주이었고,임신횟수는 1회,유산횟수는 없다고 응

답한 경우가 동일하게 199명(71.6%)으로 가장 많았으며,이번 임신을 계획한 경우
는 178명(64.0%)이었다.이번 임신동안 임부가 임부교실에 참여한 경우는 112명
(40.3%)이었고,임부의 남편이 임부교실에 참여한 경우는 41명(14.7%)이었다.출산
전 희망한 아기의 성별은 임부와 임부의 남편 모두에서 ‘특별히 희망한 성별이 없
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35명(48.7%)으로 아들 또는 딸을 희망한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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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표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78

특성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연령 20대 140(50.4) 29.46±3.29
30대 138(49.6)

가족형태 핵가족 244(87.8)
확대가족 34(12.2)

교육수준 고졸 이하 73(26.3)
대졸 이상 205(73.7)

종교 없음 119(42.8)
기독교 93(33.5)
천주교 34(12.2)
불교 27(9.7)
기타 5(1.8)

직업 전업주부 80(28.8)
임신을 계기로 사직 57(20.5)
출산을 계기로 사직 20(7.2)
산후휴가 후 복직예정 86(30.9)
육아휴직 후 복직예정 35(12.6)

경제상태 중하 43(15.4)
중 192(69.2)
중상 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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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대상자의 임신관련 특성
N=278

특성 구분 응답범위 빈도(%) 평균±표준편차

출산 시 임신주수(주) 37~42 39.53±1.08
임신횟수 1회 199(71.6)

2회 62(22.3)
3회 11(4.0)
4회 이상 6(2.1)

유산횟수 없다 199(71.6)
1회 62(22.3)
2회 11(4.0)
3회 이상 6(2.1)

임신계획여부 계획함 178(64.0)
계획안함 100(36.0)

임부교실참여
본인 참여함 112(40.3)

참여안함 166(59.7)
남편 참여함 41(14.7)

참여안함 237(85.3)

아기희망 성별
본인* 아들 65(23.5)

딸 77(27.8)
상관없음 135(48.7)

남편* 아들 76(27.5)
딸 66(23.8)
상관없음 135(48.7)

*무응답 제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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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분분분만만만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분만관련 특성은 <표 3>과 같다.
질 분만이 201명(72.3%)으로 가장 많았고,진통을 경험한 산모 247명 중에서 무

통분만을 한 경우는 85명(35.1%),남편이 분만과정에 참여한 경우는 233명(95.9%),
평균 진통시간은 평균 9.19시간,분만진통에 대한 인지된 통증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07점으로 나타났다.출생 시 신생아 성별은 남아가 149명(53.6%)이었고,신
생아 체중은 평균 3.28kg이었으며,산전 Hgb의 평균 수치는 12.30mg/dl이었다.

표 3.대상자의 분만관련 특성
N=278

특성 구분 응답범위 빈도(%)평균±표준편차

분만방법 질분만 201(72.3)
제왕절개 31(11.2)
질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

46(16.5)

진통 경험한 경우
무통 분만* 했음 85(35.1)

안했음 157(64.9)
남편 참여* 했음 233(95.9)

안했음 10(4.1)
진통시간*(시간) 1~48 9.19±7.47

통증정도*(점) 0~10 8.07±2.23
신생아 성별 남아 149(53.6)

여아 129(46.4)
신생아 출생체중(kg) 2.50~4.30 3.28±0.39
산전 Hgb(mg/dl) 10.0~15.2 12.30±0.97

*무응답 제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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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산산산욕욕욕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산욕관련 특성은 <표 4>와 같다.
전체 대상자 중 250명(89.9%)이 산후 3주에서 8주에 속한 산모이었으며,산후경

과 기간은 4주가 87명(31.3%),7주가 48명(17.3%),5주가 42명(15.1%),6주가 40명
(14.4%),3주가 18명(6.5%)의 순으로 나타났다.출산 후 완전 모유수유를 하고 있
는 경우는 109명(39.2%)이었고,혼합수유는 141명(50.7%)으로 나타났다.산모들의
평균 밤 수면 시간은 4.66시간이었고,밤 수면을 보충하기 위한 낮잠시간은 평균
1.78시간이었으며,낮잠을 포함한 총 수면시간은 평균 6.44시간이었다.또한 아기
돌보기로 인해서 밤에 깨는 횟수는 평균 2.91회로 나타났다.

444)))산산산후후후조조조리리리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산후조리 관련 특성은 <표 5>와 같다.
산후조리에 대한 평균 기대주수는 4.82주이었고,실제 산후조리 주수는 3.85주로

나타나 기대한 수준보다 산후조리 수행의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산
후조리를 도와준 조력자 수는 평균 2명이었고,산후조리 동안에 가장 크게 도움을
준 조력자는 친정어머니가 145명(54.3%)으로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으로 남편 41
명(15.4%),산후조리원 40명(15.0%)의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조리를 한 경우는 97명(34.9%),친정이나,시댁,자가 등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경우는 181명(65.1%)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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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대상자의 산욕관련 특성
N=278

특성 구분 응답범위 빈도(%) 평균±표준편차

산후 경과기간 3주 18(6.5)
4주 87(31.3)
5주 42(15.1)
6주 40(14.4)
7주 48(17.3)
8주 15(5.4)
9주 16(5.7)
10주 5(1.8)
11주 2(0.7)
12주 5(1.8)

수유방법 모유수유 109(39.2)
혼합수유 141(50.7)
인공수유 28(10.1)

밤잠(시간) 1.5~9 4.66±1.41
낮잠(시간) 0~6 1.78±1.01
총 수면(시간) 2~13 6.44±1.65
밤에 깨는 횟수(회) 0~15 2.9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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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대상자의 산후조리 관련 특성
N=278

특성 구분 응답범위 빈도(%) 평균±표준편차

산후조리기대 주수(주) 1~20 4.82±2.41

실제산후조리 주수(주) 1~12 3.85±1.58

산후조력자 수 0명 (혼자함) 1(0.4) 2.00±0.86
1명 84(30.2)
2명 119(42.8)
3명 62(22.3)
4명 11(3.9)
5명 1(0.4)

큰 도움된 조력자* 남편 41(15.4)
친정어머니 145(54.3)
시어머니 21(7.9)
친지 또는 친구 2(0.7)
산후조리원 40(15.0)
방문 도우미 18(6.7)

산후조리원 이용유무 이용함 97(34.9)
이용하지 않음 181(65.1)

*무응답 제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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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연연연구구구변변변수수수의의의 기기기술술술 통통통계계계

연구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표 6>과 같다.
산후피로는 최고 40점에 평균 22.01점으로 보통 이상의 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신체피로와 정신피로도 각각 최고 24점에 평균 13.87점,최고 16점에
평균 8.14점으로 중앙값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산후우울은 최고 30점에 평균 8.39점으로 나타났으며,양육스트레스는 최고 70

점에 평균 36.55점으로 중앙값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났다.
수면만족을 전반적인 수면만족도와 수면방해도로 측정한 결과,각각 최고 10점

에 평균 4.01점,평균 6.68점인 것으로 나타나,산모들의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또한 낮잠을 포함한 총 수면시간은 평균 6.44시간이었다.
수유 어려움을 전반적 어려움,걱정의 정도,부정적 느낌 정도로 측정한 결과,

각각 최고 10점에 5.53점,5.01점,2.41점으로 나타나 수유에 대해 어렵고 걱정되긴
하지만 부정적 정서보다는 긍정적 정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의 내용만족도는 최고 24점에 평균 17.95점으로 나타났고,산후조리 기

간만족도는 최고 4점 만점에 평균 2.86점으로 대체적으로 중간이상의 만족도를 보
이고 있었다.또한 산후조리를 도와준 조력자수의 범주는 조력자 없이 혼자 한 경
우부터 최고 5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까지 다양했으며,평균 조력자수는 2명
이었다.
영아 까다로움의 세부항목들은 모두 최고 7점으로 측정되도록 구성되었으며,하

부문항인 영아보챈 횟수,달래기 어려움,기분의 변이성,전반적인 까다로움의 평
균 점수는 각각 3.14점,4.41점,4.12점,3.81점으로 나타나서,영아 까다로움의 측정
항목에 대해 모두 측정척도의 중앙값인 평균 3점 이상을 넘어서 대체로 영아를
까다롭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는 최고 32점에 평균 27.44점 이었고,실제적 지지

는 최고 52점에 평균 45.81점으로 사회적 지지는 좋은 편이었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에 대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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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값이 모두 2보다 작게 나타났다.

표 6.연구변수의 기술 통계
N=278

변 수 응답가능범위 평균±표준편차 최소 최대 왜도 첨도

산후피로 10～40 22.01±6.05 10 40 0.335 -0.479
신체 피로 6～24 13.87±3.81 6 24 0.300 -0.449
정신 피로 4～16 8.14±2.92 4 16 0.542 -0.353

산후우울 0～30 8.39±4.56 1 23 0.667 0.022

수면만족 0～30 7.33±4.08 0 19 0.732 0.345
수면만족 0～10 4.01±2.21 0 10 0.591 -0.125
수면방해 0～10 6.68±2.20 0 10 -0.875 0.370
총 수면시간 0～24 6.44±1.65 2 13 0.486 0.753

양육스트레스 14～70 36.55±9.09 14 63 -0.030 -0.217

수유어려움 0～30 12.95±6.04 0 26 -0.210 -0.735
수유어려움 0～10 5.53±2.80 0 10 -0.322 -0.864
수유걱정 0～10 5.01±3.05 0 10 -0.113 -1.079
부정적 느낌 0～10 2.41±1.86 0 8 0.579 -0.198

산후조리만족 7～28 20.81±3.78 11 28 -0.128 -0.202
내용만족 6～24 17.95±3.20 10 24 -0.137 -0.243
기간만족 1～4 2.86±0.82 1 4 -0.293 -0.449
조력자수 0～7 2.00±0.86 0 5 0.480 -0.163

영아 까다로움 4～28 15.49±4.12 4 27 -0.061 0.048
보챈 횟수 1～7 3.14±1.20 1 7 0.856 0.401
달래기 어려움 1～7 4.41±1.44 1 7 -0.352 -0.274
기분변이성 1～7 4.12±1.24 1 7 -0.052 0.565
전반적까다로움 1～7 3.81±1.57 1 7 -0.004 -0.692

사회적 지지 21～84 73.26±9.52 38 84 -0.975 0.332
정서적 지지 8～32 27.44±3.70 14 32 -0.784 0.252
실제적 지지 13～52 45.81±7.21 16 52 -1.35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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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연연연구구구변변변수수수들들들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본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측정변수간의 상관계수가 0.9미

만이어야 하며,만약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0.9이상일 경우는 변수의 제거를 심
각하게 고려해야 하는데(조선배,1996),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포함될 측정변수
들 간의 상관은 0.9이상을 초과하는 값은 없었다.

EEE...가가가설설설적적적 모모모형형형의의의 검검검증증증

본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적 모형의 검정은 공변량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alAnalysis)을 통해 이뤄졌다.공변량 구조모형은 이론변수와 측정변수간
의 관계를 보여주는 측정모형(measurementmodel)과 이론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론모형(structuralmodel)으로 구성된다(김계수,2004).좋은 모형이란
실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접하면서도 간명해야 하므로 적합도와 간명도
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111)))가가가설설설적적적 모모모형형형의의의 기기기본본본조조조건건건

가설적 모형은 잠재변수(이론변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관찰변수(측정변수)를
포함하고 있다.모델에 포함되는 관찰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델의 적합도가 떨
어질 가능성이 많아지며,반대로 간명성에만 신경을 써서 관찰변수수를 감소시키
면 측정의 질이 저하되거나 구조모델의 설정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김계수,2004).
모델에 포함되는 최대한의 관찰변수 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나 표본크기
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20개의 관찰변수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5~6개의 잠재변수에 대해 3~4개의 관찰변수를 갖는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배병
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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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278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Y12 Y13 X1 X2 X3 X4 X5 X6

산후피로 신체피로 (Y1) 1.00
정신피로 (Y2) .613** 1.00

산후우울 산후우울 (Y3) .304** .422** 1.00
수면만족 수면만족 (Y4) -.346** -.190** -.309** 1.00

역 수면방해(Y5) -.320** -.159** -.281** .718** 1.00
총 수면시간 (Y6) -.097 -.104 -.166** .455** .422** 1.00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Y7) .268** .265** .482** -.391** -.457** -.214** 1.00
수유어려움 수유어려움 (Y8) .163** .184** .234** -.261** -.423** -.150* .444** 1.00

수유걱정 (Y9) .130* .170** .262** -.314** -.378** -.235** .447** .575** 1.00
부정적 느낌 (Y10) .149* -.102 .274** -.342** -.284** -.083 .385** .325** .225** 1.00

산후조리만족 내용만족 (Y11) -.200** -.170** -.241** .267** .216** .189** -.280** -.200** -.271** -.169** 1.00
기간만족 (Y12) -.176** -.110 -.237** .215** .241** .190** -.229** -.178** -.204** -.132* .645** 1.00
조력자수 (Y13) .031 .036 -.045 -.015 -.022 -.038 -.046 -.040 .000 -.071 .149* .146* 1.00

영아까다로움 보챈 횟수 (X1) .195** .112 .228** -.230** -.277** -.066 .359** .174** .188** .159** -.086 -.079 -.050 1.00
달래기 어려움 (X2) .126* .114 .239** -.304** -.380** -.125* .541** .378** .291** .212** -.045 -.075 -.069 .347** 1.00
기분변이성 (X3) .089 .114 .139* -.190** -.257** -.062 .323** .278** .215** .131* -.031 .081 -.082 .328** .409** 1.00
전반적 까다로움 (X4) .071 .074 .171* -.274** -.322** -.175** .395** .223** .257** .132* -.160** -.073 -.093 .363** .582** .455** 1.00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X5) -.149* -.146* -.384** .144* .092 .076 -.212** -.104 -.113 -.220** .307** .223** .124* -.125* -.082 -.047 -.062 1.00
실제적 지지 (X6) -.115 -.136* -.261** .123* .120* .107 -.120* -.089 -.133* -.108 .297** .299** .129* -.041 .025 .061 .046 .467** 1.00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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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외생변수인 영아 까다로움은 4개,사회적 지지는 2
개의 관찰변수로 측정되었고,내생변수인 산후피로는 2개,산후우울과 양육스트레
스는 각각 1개,수면만족과 수유어려움,산후조리만족은 각각 3개의 관찰변수로
측정되었다.따라서 총 8개의 이론변수와 19개의 측정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설적 모형의 기본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222)))가가가설설설적적적 모모모형형형의의의 인인인정정정 가가가능능능성성성

모형이 인정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측정변수 X,Y가 제공해 주는 정보의 수가
추정이 되는 미지수(모수,자유 특징수 라고도 함)의 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되며,
정보의 수가 미지수보다 큰 경우를 간명모형(overidentifiedmodel)이라고 한다(김
계수,2004).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관찰변수의 수는 19개이므로 주어지는 정
보의 수는 “관찰변수(관찰변수+1)/2”의 공식에 의해 190개이고,미지수의 수는 56
개이다.따라서 정보의 수가 미지수의 수보다 크므로 가설적 모형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어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간명모형으로 인정되었다.또한 경로도형 내에
개념 간의 관계방향은 일 방향이고(one-wayrelationship),잔여분 변수간의 상관
관계가 없으므로 재귀규칙(recursiverule)을 만족하여 모형인정의 충분조건 역시
충족되었다(Bollen,1989,p95).따라서 본 가설적 모형은 인정되었다.

333)))가가가설설설적적적 모모모형형형의의의 적적적합합합도도도 검검검증증증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은 자료의 결손값이 없어야 가능하므로,원자료의 결측값은
평균치로 대체하였고,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절대적합지수,증분적합지수,간명적합지수를 사용하여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
증을 실시하였다.
절대적합지수는 제안모형(defaultmodel)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조선배,1996),카이자승 통계량(χ2 statistics),적합지수(GoodnessofFitIndex;
GFI),원소평균자승잔차(RootMean-SquareofResidual;RMR)와 근사원소평균자



- 62 -

승오차(RootMean-SquareErrorofApproximation;RMSEA)를 이용하였다.
증분적합지수는 기초모형(nullmodel또는 independencemodel)에 대한 제안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조선배,1996),수정적합지수(Adjusted GFI;
AGFI),표준적합지수(Normed FitIndex;NFI),비표준적합지수(Non-normed Fit
Index;NNFI)와 모형수정 시 다른 지수보다 적절하다고 설명된(Rigdon,1996;김
미종,2000,재인용)비교적합지수(ComparativeFitIndex,CFI)를 이용하였다.
간명적합지수는 제안모형의 복잡성과 객관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지수로(조선배,

1996),간명표준적합지수(ParsimoniousNormedFitIndex;PNFI)와 표준 카이자승
지수(χ2/df,Normed χ

2또는 Q값)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111)))절절절대대대적적적합합합지지지수수수
절대적합지수 중 χ

2통계량의 확률치는 표본크기에 민감한 경향이 있으나(배병
렬,2004),최적모델의 기준으로 p값이 0.05이상을 권장하고 있다(김계수,2004;조
선배,1999).보통 χ

2통계량은 표본수가 100~200개인 경우에 가장 정확하게 설명
될 수 있다(배병렬,2004).따라서 표본수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서 χ

2

통계량이 유의한 값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χ
2통계량에 의존하여 적합도

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다른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조선
배,1996).또한 표본수가 200이상으로 큰 경우는 χ

2통계량을 자유도로 교정한 표
준 카이자승 지수가 자료와 모델 간의 적합도를 보다 정확하게 검정하는 수치로
볼 수 있다(김계수,2004).본 연구에서는 χ

2통계량의 확률치는 0.000으로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지만,표준카이자승 지수는 1.625로 최적의 모델 기준치
인 1.0~2.0사이를 만족하였다.또한 GFI는 0.9이상,RMR과 RMSEA는 0.05이하
또는 0.08이하까지 수용가능하다고 보는데(조선배,1999),본 연구에서 GFI는
0.926,RMSEA는 0.047로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RMR
은 0.107로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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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증증증분분분적적적합합합지지지수수수
AGFI,NFI,NNFI,CFI가 0.9보다 크면 적합다고 보는데,본 연구에 NNFI와

CFI는 0.930,0.945로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킨 반면,AGFI와 NFI는 각각 0.895와
0.872로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3)))간간간명명명적적적합합합지지지수수수
PNFI는 0.6이상,표준카이자승 지수 값은 1.0~2.0이면 최적,2.0~3.0이면 보통정

도의 적합도를 나타내는데(조선배,1999),본 연구에서는 PNFI가 0.683,표준카이자
승 지수가 1.625로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절대적합지수의 GFI,RMSEA,증분적합지
수의 NNFI와 CFI,간명적합지수의 PNFI,표준카이자승 지수 값의 기준은 만족시
킨 반면,절대적합지수의 χ

2통계량과 RMR,증분적합지수의 AGFI와 NFI는 적합
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수정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8.가설적 모형의 적합지수

적합
지수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
2

(df)
(pvalue)

GFI RMR RMSEA AGFI NFI NNFI CFI PNFI χ
2/df

적합도
기준

확률값
0.05이상

0.9
이상

0.05
이하

0.05
이하

0.9
이상

0.9
이상

0.9
이상

0.9
이상

0.6
이상 1～2

가설적
모형

217.686
(134)
0.000

0.926 0.107 0.047 0.895 0.872 0.930 0.945 0.683 1.625

χ
2:χ2Statistics,GFI:GoodnessofFitIndex,RMR:RootMean-SquareofResidual
RMSEA :RootMean-SquareErrorofApproximation,AGFI:AdjustedGFI,
NFI:NormedFitIndex,NNFI:Non-NormedFitIndex,CFI:ComparativeFitIndex,
PNFI:ParsimoniusNFI,χ

2/df:χ2Statistics/degreeof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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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가가가설설설적적적 모모모형형형의의의 모모모수수수추추추정정정 및및및 효효효과과과계계계수수수

가설적 모형의 회귀계수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수추정치와 그 수치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이론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산후피로는 산후우

울의 정도가 높을수록(β= 0.531,C.R.= 4.119),수면만족도가 낮을수록(β=-0.185,
C.R.=-1.867),산후조리만족도가 낮을수록(β=-0.104,C.R.=-1.283),수유어려움이
클수록(β=0.046,C.R.=0.375),영아가 까다로울수록(β=0.105,C.R.=0.960)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38.0% 설명되었다.
산후우울은 양육스트레스가 클수록(β=0.335,C.R.=2.561),영아가 까다로울수록

(β=0.122,C.R.=0.893),산후조리만족이 낮을수록(β=-0.144,C.R.=-1.137),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β=-0.329,C.R.=-2.054)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변수들
에 의해 28.4% 설명되었다.
수면만족은 수유어려움이 클수록(β=-0.389,C.R.=-4.299),영아가 까다로울수록

(β=-0.283,C.R.=-3.227),산후조리만족도가 낮을수록(β=0.165,C.R.=2.539)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42.1% 설명되었다.
양육스트레스는 수유어려움이 클수록(β=0.349,C.R.=4.330),영아가 까다로울수

록(β=0.452,C.R.=5.162),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β=-0.162,C.R.=-2.552)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55.4% 설명되었다.
수유어려움은 영아가 까다로울수록(β=0.536,C.R.=5.331),사회적 지지가 낮을

수록(β=-0.281,C.R.=-3.336)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36.7%
설명되었다.
산후조리만족은 영아가 까다로울수록(β=-0.147,C.R.=-2.098),사회적 지지가 낮

을수록(β= 0.560,C.R.= 5.628)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33.5%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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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N=278

내생변수 설명변수 추정치±표준오차 CR 표준화된
추정치 SMC

산후피로 산후우울 3.013±0.732 4.119** 0.531 0.380
수면만족 -0.046±0.024 -1.867 -0.185
산후조리만족 -0.108±0.084 -1.283 -0.104
수유어려움 0.010±0.027 0.375 0.046
영아까다로움 0.084±0.088 0.960 0.105

산후우울 양육스트레스 0.044±0.017 2.561** 0.335 0.284
영아까다로움 0.017±0.019 0.893 0.122
산후조리만족 -0.026±0.023 -1.137 -0.144
사회적 지지 -0.074±0.036 -2.054* -0.329

수면만족 수유어려움 -0.346±0.081 -4.299** -0.389 0.421
영아까다로움 -0.930±0.288 -3.227** -0.283
산후조리만족 0.697±0.275 2.539* 0.165

양육스트레스 수유어려움 0.103±0.024 4.330** 0.349 0.554
영아까다로움 0.493±0.096 5.162** 0.452
사회적 지지 -0.282±0.110 -2.552* -0.162

수유어려움 영아까다로움 1.980±0.371 5.331** 0.536 0.367
사회적 지지 -1.654±0.496 -3.336** -0.281

산후조리만족 영아까다로움 -0.114±0.054 -2.098* -0.147 0.335
사회적 지지 0.690±0.123 5.628** 0.560

*p<.05
**p<.01
C.R.:CriticalRatio
SMC:SquaredMultiple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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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555...가가가설설설적적적 모모모형형형의의의 경경경로로로도도도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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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모모모형형형의의의 수수수정정정 및및및 검검검증증증

111)))모모모형형형의의의 수수수정정정과과과정정정

적합도 분석결과,절대적합지수의 GFI,RMSEA,증분적합지수의 NNFI와 CFI,
간명부합지수의 PNFI,표준카이자승 지수 값은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킨 반면,절
대적합지수의 χ

2통계량과 RMR,증분적합지수의 AGFI와 NFI는 적합도 기준을 만
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가설적 모형을 일부 수정하였다.
모형수정은 가설적 모형의 결과를 근거로 이론적 배경과 논리적 타당성을 고려

하며 고정지수(C.R.),표준화 잔차(standardizedresidual)와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였다.
고정지수는 절대값의 기준치가 2.0이하인 경로 6개 중에서 유의성이 낮은 경로

인 수유어려움에서 산후피로로 가는 경로,영아 까다로움에서 산후피로로 가는 경
로,산후조리만족에서 산후피로로 가는 경로,영아 까다로움에서 산후우울로 가는
경로,산후조리만족에서 산후우울로 가는 5개 경로를 삭제하였다.수면만족에서
산후피로로 가는 경로는 가설적 모형에서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산후피
로를 직접 설명하는 변수로서 경로의 이론적 타당성이 크고,유의도가 가장 낮은
경로부터 하나씩 제외하는 모델수정 과정동안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표준화 잔차의 절대값 기준치가 2.58이상인 경로는 경로추정에 있어서 수정을

요하는 지표이나(김계수,2004),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잔차의 기준치를 넘는 경로
는 없었으므로 새로이 추가한 경로는 없었다.
수정지수는 기준치인 5이상이거나 조금 보수적인 경우는 10이상일 때 그 고정

또는 제약 특징수를 자유 특징수로 바꿀 수 있는데(이순묵,1990),본 모델에서는
측정오차들 간에 공변량(covariances)이 기준치 5이상인 측정오차들 간을 자유화시
킴으로서 모델의 적합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수정모형을 구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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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수수수정정정모모모형형형의의의 적적적합합합도도도 검검검증증증

수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다.

(((111)))절절절대대대적적적합합합지지지수수수
모형수정 후 절대적합지수인 χ

2통계량이 217.686에서 153.463으로 감소하였고
p값은 0.000에서 0.078로 증가하여서 자료가 이론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표준카이자승 지수 값도 모형수정 후 1.180으로 낮아져서 최상의 모델 기준치
내에서 향상되었다.모형수정 후 RMR도 0.082로 가설모형의 0.107에 비해 감소하
였고,수용기준치인 0.05~0.08미만으로 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기준치에 근접하였
다.또한 GFI가 0.948,RMSEA가 0.026으로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며 수용 범위
내에서 향상되었다.

(((222)))증증증분분분적적적합합합지지지수수수
증분적합지수인 AGFI와 NFI는 가설적 모형에서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하였으나,모형수정 후 부합도가 증가하여 각각 0.924와 0.909로 적합도 기준을 만
족시켰으며,NNFI0.980,CFI0.985로 모든 증분적합지수가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
키며 수용 범위 내에서 향상되었다.

(((333)))간간간명명명적적적합합합지지지수수수
간명적합지수인 PNFI는 모형수정 후 0.691로 다소 감소되었으나,모델 수정의

과정이 하나의 특징수를 고정 또는 제약 상태에서 자유 상태로 바꿔줌으로서 모
델의 간명함을 희생하여 적합도를 높이는 전략임을 생각할 때(이순묵,1990)기대
되는 결과일 수 있으며,가설모형의 0.693에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다.또한 표준
카이자승 지수 값도 1.180으로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며 수용 범위 내에서 향상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정모형은 적합도가 있으며,산후피로 현상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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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수정모형의 적합지수

적합
지수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
2

(df)
(pvalue)

GFI RMR RMSEA AGFI NFI NNFI CFI PNFI χ
2/df

적합도
기준

확률값
0.05이상

0.9
이상

0.05
이하

0.05
이하

0.9
이상

0.9
이상

0.9
이상

0.9
이상

0.6
이상 1～2

가설적
모형

217.686
(134)
0.000

0.926 0.107 0.047 0.895 0.872 0.930 0.945 0.683 1.625

수정
모형

153.463
(130)
0.078

0.948 0.082 0.026 0.924 0.909 0.980 0.985 0.691 1.180

χ
2:χ2Statistics,GFI:GoodnessofFitIndex,RMR:RootMean-SquareofResidual
RMSEA :RootMean-SquareErrorofApproximation,AGFI:AdjustedGFI,
NFI:NormedFitIndex,NNFI:Non-NormedFitIndex,CFI:ComparativeFitIndex,
PNFI:ParsimoniusNFI,χ

2/df:χ2Statistics/degreeof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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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수수수정정정모모모형형형의의의 모모모수수수추추추정정정

수정모형의 회귀계수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수추정치와 그 수치의 유의성을 확
인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이론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산후 피로는 산후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β=0.571,C.R.=5.144),수면만족도가 낮을수록(β=-0.174,
C.R.=-2.184)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40.5% 설명되었다.
산후 우울은 양육스트레스가 클수록(β=0.400,C.R.=4.128),사회적 지지가 낮을

수록(β= -0.252,C.R.= -2.338)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27.3% 설명되었다.
수면만족은 수유어려움이 클수록(β=-0.430,C.R.=-5.139),영아가 까다로울수록

(β=-0.266,C.R.=-3.309),산후조리만족도가 낮을수록(β=0.166,C.R.=2.461)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44.6% 설명되었다.
양육스트레스는 수유어려움이 클수록(β=0.356,C.R.=4.995),영아가 까다로울수

록(β=0.475,C.R.=5.759),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β=-0.143,C.R.=-2.336)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56.3% 설명되었다.
수유어려움은 영아가 까다로울수록(β=0.476,C.R.=5.139),사회적 지지가 낮을

수록(β=-0.283,C.R.=-3.459)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30.7%
설명되었다.
산후조리만족은 영아가 까다로울수록(β=-0.205,C.R.=-2.780),사회적 지지가 낮

을수록(β= 0.547,C.R.= 5.561)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34.1%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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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수정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N=278

내생변수 설명변수 추정치±표준오차 CR 표준화된
추정치 SMC

산후피로 산후우울 3.228±0.627 5.144** 0.571 0.405
수면만족 -0.042±0.019 -2.184* -0.174

산후우울 양육스트레스 0.052±0.013 4.128** 0.400 0.273
사회적 지지 -0.055±0.024 -2.338* -0.252

수면만족 수유어려움 -0.365±0.071 -5.139** -0.430 0.446
영아까다로움 -0.879±0.266 -3.309** -0.266
산후조리만족 0.708±0.288 2.461* 0.166

양육스트레스 수유어려움 0.101±0.020 4.995** 0.356 0.563
영아까다로움 0.522±0.091 5.759** 0.475
사회적 지지 -0.244±0.104 -2.336* -0.143

수유어려움 영아까다로움 1.854±0.361 5.139** 0.476 0.307
사회적 지지 -1.703±0.492 -3.459** -0.283

산후조리만족 영아까다로움 -0.158±0.057 -2.780** -0.205 0.341
사회적 지지 0.653±0.117 5.561** 0.547

*p<.05
**p<.01
C.R.:CriticalRatio
SMC:SquaredMultiple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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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수수수정정정모모모형형형의의의 효효효과과과 분분분석석석

수정모형 내 요인 간의 직접효과,간접효과 및 총 효과는 <표 12>와 같다.
산후피로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면,산후우울(β=0.571)과

수면만족(β= -0.174)은 산후피로에 대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양육스트레스(β=
0.229),수유어려움(β=0.156),산후조리만족 (β=-0.029),영아 까다로움(β=0.235)과
사회적 지지(β=-0.236)는 수면만족과 산후우울을 경유하여 산후피로에 대한 간접효
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산후우울에 직접효과가 있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β=0.400)와 사회적 지지(β=

-0.252)이었으며,사회적 지지는 직접효과(β= -0.252)뿐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를
경유하는 간접효과(β=-0.098)도 있어 총 효과(β=-0.349)가 향상되었다.수유어려
움(β=0.143)과 영아 까다로움(β= 0.258)은 양육스트레스를 경유하여 산후우울에
대한 간접효과만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수면만족에 직접효과가 있는 요인은 수유어려움(β=-0.430),영아 까다로움(β=

-0.266),산후조리만족(β= 0.166)이었으며,영아 까다로움은 직접효과(β= -0.266)
뿐 아니라 수유어려움을 경유하는 간접효과(β=-0.239)도 있어 총 효과(β=-0.505)
가 향상되었다.또한 사회적 지지는 수유어려움과 산후조리만족을 경유하여 수면
만족에 대한 간접효과(β=0.212)만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양육스트레스에 직접효과가 있는 요인은 수유어려움(β=0.356),영아 까다로움

(β=475),사회적 지지(β=-0.143)이었으며,영아 까다로움은 직접효과(β=0.475)
뿐 아니라 수유어려움을 경유하는 간접효과(β=0.170)도 있어 총 효과(β=0.645)가
향상되었다.또한 사회적 지지 역시 직접효과(β=-0.143)뿐 아니라 수유어려움을
경유하는 간접효과(β=-0.101)도 있어 총 효과(β=-0.244)가 향상되었다.
수유어려움은 영아 까다로움(β=0.476)과 사회적 지지(β=-0.283)의 직접효과만

이 설명되었고,산후조리만족 역시 동일한 외생변수인 영아 까다로움(β=-0.205)과
사회적 지지(β=0.547)의 직접효과만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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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수정모형의 효과계수
N=278

내생변수 설명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산후피로 우울 0.571** - 0.571
수면만족 -0.174* - -0.174
양육스트레스 - 0.229 0.229
수유어려움 - 0.156 0.156
산후조리만족 - -0.029 -0.029
영아 까다로움 - 0.235 0.235
사회적 지지 - -0.236 -0.236

산후우울 양육스트레스 0.400** 0.400
사회적 지지 -0.252* -0.098 -0.349
수유어려움 - 0.143 0.143
영아 까다로움 - 0.258 0.258

수면만족 수유어려움 -0.430** - -0.430
영아 까다로움 -0.266** -0.239 -0.505
산후조리만족 0.166* - 0.166
사회적 지지 - 0.212 0.212

양육스트레스 수유어려움 0.356** - 0.356
영아 까다로움 0.475** 0.170 0.645
사회적 지지 -0.143* -0.101 -0.244

수유 어려움 영아까다로움 0.476** - 0.476
사회적 지지 -0.283** - -0.283

산후조리만족 영아 까다로움 -0.205** - -0.205
사회적 지지 0.547** - 0.547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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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666...수수수정정정모모모형형형의의의 경경경로로로도도도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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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의의의 검검검증증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를를를 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로로로 하하하는는는 가가가설설설 (((555개개개)))

가설 1:산후우울이 증가할수록 산후피로는 증가할 것이다.
이가설은직접효과(β=0.571,C.R.=5.144)가통계적으로유의하여지지되었다.

가설 2:수면만족이 낮을수록 산후피로는 증가할 것이다.
이가설은직접효과(β=-0.174,C.R.=-2.184)가통계적으로유의하여지지되었다.

가설 3:산후조리만족이 낮을수록 산후피로는 증가할 것이다.
이 가설은 가설적 모형에서 직접효과(β=-0.104,C.R.=-1.28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않아기각되었다.

가설 4:수유어려움이 증가할수록 산후피로는 증가할 것이다.
이 가설은가설적모형에서직접효과(β=0.046,C.R.=0.375)가 통계적으로유의하지

않아기각되었다.

가설 5:영아가 까다로울수록 산후피로는 증가할 것이다.
이 가설은가설적모형에서직접효과(β=0.105,C.R.=0.960)가 통계적으로유의하지

않아기각되었다.

222)))산산산후후후우우우울울울을을을 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로로로 하하하는는는 가가가설설설 (((444개개개)))

가설 6: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산후우울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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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설은직접효과(β=0.400,C.R.=4.128)가통계적으로유의하여지지되었다.

가설 7:영아가 까다로울수록 산후우울이 증가할 것이다.
이 가설은가설적모형에서직접효과(β=0.122,C.R.=0.893)가 통계적으로유의하지

않아기각되었다.

가설 8:산후조리만족이 낮을수록 산후우울이 증가할 것이다.
이 가설은 가설적 모형에서 직접효과(β=-0.144,C.R.=-1.13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않아기각되었다.

가설 9: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산후우울이 증가할 것이다.
이가설은직접효과(β=-0.252,C.R.=-2.338)가통계적으로유의하여지지되었다.

333)))수수수면면면만만만족족족을을을 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로로로 하하하는는는 가가가설설설 (((333개개개)))

가설 10:수유어려움이 증가할수록 수면만족이 낮을 것이다.
이가설은직접효과(β=-0.430,C.R.=-5.139)가통계적으로유의하여지지되었다.

가설 11:영아가 까다로울수록 수면만족이 낮을 것이다.
이가설은직접효과(β=-0.266,C.R.=-3.309)가통계적으로유의하여지지되었다.

가설 12:산후조리만족이 낮을수록 수면만족이 낮을 것이다.
이가설은직접효과(β=0.166,C.R.=2.461)가통계적으로유의하여지지되었다.

444)))양양양육육육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를를를 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로로로 하하하는는는 가가가설설설 (((333개개개)))

가설 13:수유어려움이 증가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다.
이가설은직접효과(β=0.356,C.R.=4.995)가통계적으로유의하여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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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4:영아가 까다로울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다.
이가설은직접효과(β=0.475,C.R.=5.759)가통계적으로유의하여지지되었다.

가설 15: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다.
이가설은직접효과(β=-0.143,C.R.=-2.336)가통계적으로유의하여지지되었다.

555)))수수수유유유어어어려려려움움움을을을 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로로로 하하하는는는 가가가설설설 (((222개개개)))

가설 16:영아가 까다로울수록 수유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다.
이가설은직접효과(β=0.476,C.R.=5.139)가통계적으로유의하여지지되었다.

가설 17: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수유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다.
이가설은직접효과(β=-0.283,C.R.=-3.459)가통계적으로유의하여지지되었다.

666)))산산산후후후조조조리리리만만만족족족을을을 내내내생생생변변변수수수로로로 하하하는는는 가가가설설설 (((222개개개)))

가설 18:영아가 까다로울수록 산후조리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이가설은직접효과(β=-0.205,C.R.=-2.780)가통계적으로유의하여지지되었다.

가설 19: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산후조리만족이 낮을 것이다.
이가설은직접효과(β=0.547,C.R.=5.561)가통계적으로유의하여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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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 의의의

본 장에서는 초산모의 산후피로 정도와 산후피로 설명모델의 적절성에 대해 논
의한 후,모형검증 결과를 토대로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또한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적 특성을 산후피로 현상과 관련하여 다
양한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AAA...초초초산산산모모모의의의 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

본 연구에서 산후 3주(15일)부터 14주(100일)까지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10문항,
4점 척도의 간소화된 피로도구로 측정한 산후피로 점수 평균은 40점 만점에 22.01
점,문항별 평균은 4점 만점에 2.20점이었다.
이는 4점 척도로 동일하게 측정된 출산 후 24시간의 피로점수인 1.78점(Pugh,

1990),출산 후 2일째에 모자 동실군 질식분만 산모의 피로점수인 1.91점과 모자
별실군 질식분만 산모의 피로점수인 1.89점(송주은,2001),출산 후 3일째 산모의
피로점수인 1.61점(김신정 등,2000),출산 후 1,2,3일의 산모의 피로점수인 1.64
점보다(Rychnovsky,2004)높은 점수였다.본 연구의 산후피로 점수는 유사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피로점수보다 높았으며(김신정 등,2000;송주은,2001;Pugh,
1999;Rychnovsky,2004),이를 연구대상자,측정시기,측정도구의 측면에서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연구 대상자 측면에서 보면,선행 연구들은 초산모와 경산모 집단 모두를

포함하여 연구된 결과이나 본 연구에서는 초산모만을 대상자로 하였다.다양한 선
행연구에서 초산모는 여성으로서 출산 이전에 가지고 있는 휴식과 수면의 모든
생활 패턴이 출산 후 어머니로의 적응과정 동안 새로이 재구성 되어야 하므로,어
머니 역할 적응과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산모보다 크게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Lemaster,1977;Russell,1974).따라서 초산모의 대상자 특성이 본 연구
의 높은 피로점수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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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 보고 된 초산모의 피로점수인 2.20점은 임부의 임신 1기 피로
점수인 1.90점,임신 2기 피로점수인 1.54점,임신 3기 피로점수인 1.73점보다도 높
았으며(정금희 & 김신정,2000),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피로점수인 1.81점
(김신정 & 박인숙,2003)이나,입원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피로점수인 1.94점보
다도 높은 수준이었다(박인숙,김신정,강경아,& 김태희,2004).이로부터 초산모
의 피로가 매우 큰 정도이며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으며,따라서 초산모의 피
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둘째,피로의 측정시기 측면에서 보면,선행 연구들은 출산 직후에 조사된 피로

점수이나,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9.9%가 산후 3주에서 8주에 속하는 대상
자였다.출산 직후의 시기는 주로 분만으로 인한 에너지의 소모와 신체회복의 요
구 및 호르몬의 변화 등이 피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이며(Reeder등,
1997),산후 3주 이후는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와 적응에 관련된 에너지 요구는 어
느 정도 감소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산
욕기 후기의 피로점수가 높은 것은 산모의 피로가 단지 신체적 요인 이상의 것으
로부터 유발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또한 출산 후 일정기간 동
안(전통적으로 2주~3주로 설명됨)산관자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돌봄 속에서 산
모가 환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산후조리를 제공받는(유은광,1993)한국의 독특
한 산후조리 문화적 특성과도 관련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산
후조리 문화 속에서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또는 남편이나 주위의 지지체계로
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돌봄을 받는 산욕기 초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도움으로부
터 자립하여 어머니로서의 돌봄 활동이 자신의 책임 하에서 이뤄지는 산후 3주
또는 4주 이후의 산욕기 후기에 산모의 피로가 보다 증가할 수 있으며,이러한 측
정의 시기적 특성이 본 연구 대상자의 높은 피로수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
겠다.이는 김신정 등(2001)이 산후 1주에서 8주까지의 각 주수에 속하는 산모 각
30명 정도의 자료로부터 피로정도를 분석하여 산욕기간에 따른 피로차이를 확인
한 결과,산후피로의 점수는 산후 6주(1.85점),8주(1.75점),5주(1.74점),1주(1.70점),
7주(1.68점),4주(1.66점),2주(1.63점),3주(1.60점)의 순서로 낮아지는 경향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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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산욕기 초기 보다는 산욕기 후기에 피로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을 설명하였
던 국내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나,이는 횡단적 연구를
통한 결과이므로 한국인의 피로변화양상을 정확히 반영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또
한 피로의 변화에 대한 국외의 종적 연구 중에는 산후 6주까지 피로도가 점점 증
가하여서 최고치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고(Milligan,1989),산후 3주(Hantos,1993),
산후 1개월(Lee& Zaffeke,1998;Troy& Dalgas-Pelish,1997),산후 6주 보다는
산후 14~19주(Troy,1999)에 높은 피로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으며,산
욕 후기 보다는 오히려 출산 직후에 가장 피로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Gardner,1991;Rychnovskey,2004;Webster,1994),결과마다 차이가 커서 일반
화하기 어려우며,한국적 상황의 산후조리 돌봄 문화와 양육스트레스 등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므로 한국 산모의 피로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본다.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출산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의 문화적 특
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되는 산후 100일 시점(유은광,1993)까지의 피로도 변
화양상을 연구할 것을 제언하며,이는 우리나라 산모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구체적
인 피로의 중재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측정도구의 측면에서 보면,선행 연구들은 30문항,4점 척도로 측정된 점

수이고,본 연구에서는 10문항,4점의 척도로 측정된 점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
아야 한다.본 연구에 사용된 10문항의 간소화된 피로 도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 사용된 30문항 4점 척도의 피로도구의 측정 자료로부터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
한 도구로서,NANDA의 피로에 대한 정의와도 일치하고,30문항의 피로도구와 관
련성이 있는 다른 개념과 관계의 크기 정도가 유사하였으며,LISREL을 통한 확증
적 요인분석의 결과 모형 적합도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
으며,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 도구이다(Milligan등,1997).따라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정성 있는 도구로서 사용에 대한 적절성은 있으나,본 도
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결과 비교에 제한점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따라
서 측정점수의 직접 비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
준과 제외기준을 동일하게 만족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경산을
포함하는 산모 143명의 자료를 추가분석하여,앞서 언급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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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문항,4점 척도를 통해 얻어진 문항 평균점수와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문항으로
선별되어 사용된 10문항,4점 척도로 얻어진 문항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다.30
문항,4점 척도로 측정되었을 때 143명 산모의 문항 평균점수는 2.02점 이었고,10
문항,4점 척도로 측정되었을 때 문항 평균점수는 2.18점인 것으로 나타나,10문항
의 간소화된 피로도구가 약 0.16점정도 높게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하지만
만약 본 연구의 피로 점수가 다른 출산기 피로에 비해 높게 측정된 것이,원 도구
에 포함된 30개의 증상목록 중에서 출산기 여성들이 보다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민감성이 큰 10개의 문항이 추출되었을 가능성과 관련된다면,이는 보다 산모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도구임을 의미한다.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간소화된 피로도구를 이용하여 출산기
의 다양한 측정 시점과 다양한 대상군을 중심으로 피로 연구를 진행해 봄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또한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여 본 연구
의 피로평균 점수인 2.20을 해석하더라도 약 2.04점 이므로,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의 피로점수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첫째와 둘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초산모의 특성과 산욕기 후기의 측정 시기적 특성이 본 연구대상자의 높은
피로수준에 기여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상의 초산모의 산후피로정도에 대한 결과와 논의로부터 초산모의 피로는 매
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으며,신체적으로 회복의 욕구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욕기 초기도 중요하지만,신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더라도 주변의 관
심과 돌봄이 사라지면서 스스로가 실제적인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에
서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산욕기 후기에 보다 피로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산욕기 후기에 초산모의 산후피로에 크게 기여하는 변수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 간호중재안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산욕기 후기의 산
후피로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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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초초초산산산모모모의의의 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 설설설명명명모모모델델델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후피로는 산후우울(β=0.571,C.R.=5.144,p<0.01)과 수
면만족(β=-0.174,C.R.=-2.184,p<0.05)의 두 변수에 의해 40.5%가 설명되었고,산후
우울은 산후피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었다.또한 영아기질,사회적 지지,
산후조리 만족,수유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는 산후우울과 수면만족을 통해서 산후
피로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었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모
델의 적절성을 설명력 및 적합도의 측면과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한 방법론적 측
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설명력과 적합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적합지수가 좋으면서 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높을 때 좋은 모델로 간주될 수 있으며(이순묵,1990),사회조사 자료에
서는 설명력이 40%만 되어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인정된다.따라서 본 모형에 포
함된 개념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본 모델의 산후피로에 대한 설명력 40.5%는 상당
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또한 적합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절대적합지수
(χ2(df)=153.463(130),p=0.078,GFI=0.948,RMR=0.082,RMSEA=0.026)와 증분적합
지수(AGFI=0.924,NFI=0.909,NNFI=0.980,CFI=0.985),간명적합지수(PNFI=0.691,
χ
2/df=1.180)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현상을 잘 기술하고 있
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방법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본 연구에서는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

함으로서 회귀분석에서 사장되기 쉬운 여러 다양한 산후피로 영향 변수들이 산후
피로의 설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함으로서 설명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실제로 회귀분석을 통해서 산후피로의 설명력을 논의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illigan(1989)은 출산 직후,산후 6주,산후 3개월에 피로와 영향요인을 조사한 결
과,각 시점에서 산후피로에 가장 유의한 변수는 산후우울로서 산후피로를 각각
26~40%,36~50%,30% 설명하였고,산후우울이 통제되었을 때 산후 6주에는 영아
기질(R2change=5%)과 수유방법(R2change=3%)만이,산후 3개월에는 영아기
질(R2 change=3%)과 사회경제적 수준(R2 change=2%)만이 유의하게 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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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으나 그 설명력은 매우 작았으며,회귀모델에 포함된 산모나이,사회경제
적 수준,진통시간,출산 전 취업상태,자녀수,수유방법,실혈량,수면의 양,산전
Hgb등은 유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Rychnovsky(2004)는 출산직후와 산후 2
주,산후 6~8주에 피로와 영향요인을 조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출산 직
후의 불안수준과 산후 2주 시점의 불안수준이 산후 6~8주 시점의 피로를 각각
6%,20.9% 설명한다고 하였고,이 때 수유상태와 우울,수면요인과 아기기질 등은
회귀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며,Webster(1994)는 산후
우울이 산후 6주의 피로강도를 약 28%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3,
p<.01).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산후피로와의 관련성이 높은 여러 변수를 산후피로
예측인자로서 동시에 회귀분석에 포함시켰으나,실제로 의미있게 설명된 변수는
Milligan(1989)의 연구에서는 우울을 통제했을 때 산후 6주에는 영아기질과 수유방
법만이,산후 3개월에는 영아기질과 사회경제적 수준만이 유의하였고,Rychnovsky
(2004)의 연구에서는 불안만이,Webster(1994)의 연구에서는 우울만이 유의하였다.
이처럼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로의 변동에 크게 기여하는 일
선의 변수만이 유의한 변수로서 설명되며,회귀모델에 포함되는 예측변수들 간의
측정오차와 상관성 등이 없다는 가정 하에 분석되는 것이므로 많은 변수가 사장
되기 쉽다(이순묵,1990).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변수와 자료(dataset)를 가지고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즉,본 모델 내에 포함된 동일한 변수와 자료로
산후피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산후피로는 산후우울과 수면만족에
의해 단지 19.6% 만이 설명되었으나(송주은 등,inpress),공변량 구조 분석을 한
경우에 설명력이 40.5%로 상승하였다.이는 회귀분석에서 사장되었던 여러 피로관
련 변수들이 산후피로의 직접적인 영향요인인 산후우울과 수면만족에 영향을 미
침으로서 간접적으로 산후피로에 기여하는 간접효과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즉,
산후피로 현상을 설명함에서 있어서 여러 중요변수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되
었고 현상의 설명에 기여하게 되었으며,모델에 포함된 여러 개념들 간의 인과관
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냄으로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본다.따라서
공변량 구조모형을 이용한 산후피로 설명모델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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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과과과 유유유발발발경경경로로로

본 연구는 산후피로 현상에 대하여 생리적,심리적,상황적 요소의 통합된 형태
로서 표현되는 산후피로 유발 경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서 궁극적으로 간호중재 개발방향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피로가 중재가 필요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후 피로를 예방 또는 감소
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우선적 관심을 어디에 집중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간호사들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로 산후피로를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산후피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산후우울(β=0.571,

C.R.=5.144,p<0.01)과 수면만족(β=-0.174,C.R.=-2.184,p<0.05)이었으며,산후우울
은 산후피로 유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었다.따라서 산후우울을 감소시키
는 것과 수면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는 산후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간호중재 요인이 될 것이며,이 중에서 경로의 유의성이 더
큰 산후우울의 감소를 위한 전략이 보다 중요함이 설명되었다.또한 산후우울과
수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요인을 중재하는 것은 이차적인 간호중재
가 될 것이다.이때 경로의 유의성과 강도를 고려하여 산후피로의 유발에 가장 강
력하게 기여하는 경로와 이에 관련된 요인에 대해 이해한다면,이는 비용 효과적
이면서도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간호 중재의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
시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산후피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우선적인 간

호중재 요인인 산후우울과 수면만족에 대하여 논의한 후,이차적인 간호중재 요인
인 다양한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모델에서 지지된 경로에 근거하여 논의하
고자 하며,나아가 피로유발의 경로와 관련하여 간호중재 개발의 기본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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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산산산후후후우우우울울울

본 연구에서 산후우울은 산후피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매개변수
로 설명되었으며(β=0.571,C.R.=5.144,p<0.01),수면만족의직접효과(β=-0.174,C.R.=
-2.184,p<0.05)보다 유의하였다.이는 우울이 피로의 중요한 예측인자로서 설명된 여
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박미숙,2001;이경숙,1999;최은영,2005;Gardner,
1991;Gardner& Campbell,1991;Lenz등,1997;Milligan,1989;Milligan &
Pugh,1995;Potempa,Lopez,Reid,& Lawson,1986;Pugh& Milligan,1995;
Troy, 1999),다른 변수보다도 우울이 피로의 변화정도를 가장 크게 설명한
Milligan(1998)이나,Webster(1994),박미숙(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로부터 산후피로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산후우울이라고 결
론내릴수있다.
또한 모델 내에 포함된 양육스트레스는 산후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었으며,수유어

려움과 영아 까다로움,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와 산후우울을 경유하여 산후피로
의 유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부터 양육스트레스와 산후우울
을 경유하여 산후피로가 유발되는 심리적 경로가 설명되었다.이는 산후피로가 양육스
트레스나 우울 등의 심리적 현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현상임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출산기 여성의 피로가 우울,불안,분노,혼동 등의 심리적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으며,이러한 심리적 변수들은 단지 휴식에 의해 완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
어 중재가 필요한 개념임을 설명한 Reeves등(1991)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산
후피로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본다.따라서 단지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 보다는 산후우울을 직접적으로 감소시
키거나,산후우울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영향요인인 양육스트레스를 중재하는 프로그
램의 개발 및 적용에 간호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피로 유발의 심리적 경로와 관
련하여산후피로를낮추는데가장효과적으로기여할것으로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산후우울의 평균점수는 30점 만점에서 8.39점이었으며,0점에서 30점

까지의 응답가능 범주 중에서 실제 응답범주는 1점에서 23점으로 점수분포가 매우 다
양하였다.또한 도구에서 제안한 산후우울의 진단기준 점수인 12/13점을 기준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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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했을 때,13점 이상의 산후우울군은 55명(19.8%)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최순희
(2001)가 CES-D를 이용했을 때의 산후우울정도인 68.0%보다 낮은 정도였으나,최순희
(2001)는 산후우울 발생의 민감기로 설명되고 있는 출산 후 4~6주의 산모에게만
설문조사 실시함으로서 우울발생빈도가 높게 보고된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Dalton(1971)은 임신과 산욕기에 있는 189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첫 산전 방문 시에는 불안,임신 후반기에는 의기양양(elation),산욕
기에는 우울로 특징되는 기분의 변화가 있다고 하였고,박영숙(1977)은 Zung의 우
울척도를 사용했을 때 산모군의 우울 점수가 일반 어머니군의 우울 점수보다 높
았음을 보고하면서,건강한 산모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어머니 군에 비해 우울한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함을 설명한 바 있다.이로부터 산후우울은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산모가 매우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선행
연구에서 산후우울은 산후피로의 매우 유의한 예측인자로 설명되고 있다(박미숙,
2001;Milligan,1989;Webster,1994).따라서 출산 후 여성의 산후우울의 발생을
예방하거나,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재는 매우 중요한 산모간호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산후피로를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산후우울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의해 27.3%가 설

명되었으며,이중 양육스트레스는 산후우울의 유발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따라
서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간호중재는 산후우울의 감소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설명되었다.

222)))수수수면면면만만만족족족

본 연구에서 수면만족은 산후피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
으나(β=-0.174,C.R.=-2.184,p<0.05),산후우울의 직접효과(β=0.571,C.R.=5.144,
p<0.01)보다는 작았다.이는 수면과 피로와의 관련성을 유의했음을 보고한 Carty등
(1996),Hantos(1993),Lee와 Zaffke(1999),Pellgrom과 Swartz(1974),Wambach
(1998),김신정 등(2001)의 선행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였으나,수면과 피로와의 관
련성이 없는 것으로 설명된 Milligan(1989),Troy(1999),Webster(1994)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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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수면요인은 피로관련 변수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러
문헌에서 지지되며,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에서도 산모가 피로한 이유로 수면부
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경로의 유의성 정도를
평가했을 때는 산후우울이 산후피로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았다.이는 실제로는 수
면의 불만족이 산후피로에 크게 기여한다 할지라도 출산 후에는 수면패턴이 불규
칙한 생후 수개월 이내의 영아를 돌보는 산모에게 어느 정도 기대되는 결과이기
때문에,산모들이 유사한 정도의 수면불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기인된 결과
라고 보여 진다.따라서 응답자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해 결과적으
로 측정변수 간의 변동으로 변수의 중요도가 설명되는 공변량 구조분석 내에서
경로의 설명 강도가 낮게 설명되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밤잠 평균시간은 4.66시간,밤 동안 깨는 평균 횟수는 2.91회

였으며,10점 만점에서 전반적인 수면만족도는 4.01점,전반적인 수면 방해도는 6.68점
으로 인 것으로 나타나,연속적 수면이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초산모가 평균 4.5시간의 연속적인 수면을 이루지만,이는 초
산모가 느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Pellgrom과 Swartz(1980)의 연구결과를 지지
하는 결과이다.동시에 일반적으로 산모는 아기돌보기로 인해서 깊은 수면단계인
4단계와 REM 수면단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므로,실제적인 수면시간의 감소보
다도 수면의 효율성 감소가 보다 문제가 된다고 보고한 Campbell(1986)의 연구결
과를 지지하는 실증적 자료라고도 볼 수 있다.따라서 수면시간을 증가시키기 위
한 중재보다는 수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 및 적용이 초
산모의 수면만족을 증가시킴으로서 나아가 산후피로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면만족은 수유어려움,영아까다로움,산후조리 만족의 세

변수에 의해 44.6%가 설명되었으며,이중 수유어려움은 수면만족을 낮추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따라서 수유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는 수면만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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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양양양육육육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산후우울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미치는 강
력한 예측인자로 설명됨으로서(β=0.400,C.R.=4.128,p<0.01),산후피로 유발의 심리
적 경로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산후우울을 매개로 산후피로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설명되었다.즉,양육스트레스와 산후우울은 산후피로 유발의 심리적 경
로에 관여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산후우울과 관련
됨을 설명한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김나영 등,2000;양미선,2000;
전지아,1990;하은혜 등,1999;Gove& Hughes, 1979),초산모가 양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산후우울의
감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나아가 산후피로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70점 만점에 36.55점으로 나타나 중앙

값 이상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며,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2점이다.이는 양미선(2000)이 산후 3~7개월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양
육스트레스 점수인 54점과 유사한 정도로서,많은 연구에서 초산모의 모성역할 전
환과정 동안의 양육스트레스는 중요하게 설명된다(유호용,2001;전지아,1990;최
순희,2001).실제로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는 현대로 오면서 더욱 더 증가될 수
있는 여건이다.현대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되었으나,산업
화,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양육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는 적어지게 되었다(Killien& Brown,1987).따라서 현대의 상황에서 배
우자의 실제적인 지지와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아직까지 남편으
로부터의 지지와 도움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며,여전히 자
녀양육의 일차적 책임과 의무는 여성에게 있는 실정이다(김나영 등,2000).뿐만
아니라 초산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현대사회의
여건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이러한 스트
레스는 초산모를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현대사회의 여
건을 고려할 때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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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영아 까다로움,수유어려움,사회적 지지의 3개 변

수에 의해 56.3%가 설명되었으며,영아 까다로움은 양육스트레스의 유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변수로 설명되었다.따라서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중재개발
시 영아 까다로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핵가족화 된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사회적 지지 체계 중 배우자 지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마련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44)))수수수유유유 어어어려려려움움움

본 연구에서 수유어려움은 수면만족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
측인자로 설명됨으로서(β=-0.430,C.R.=-5.139,p<0.01),산후피로 유발의 생리적 경로
에 관여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수면만족을 매개로 산후피로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설명되었다.이는 수유에 따른 수면의 어려움을 설명한 Alley와 Rogers(1986),
Rychnovsky(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따라서 수유의 어려움을 낮추
기 위한 간호중재는 수면만족을 증가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산후피로 수준을 낮
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수유의 어려움은 영아 까다로움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설명됨으로서(β=0.356,C.R.=4.995,p<0.01),산후피로 유발의 심리적 경
로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이는 수유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설명한 선
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이선옥 등,2003;이수연 & 권인수,2006;이혜경,
1993;Bennett,1981).이를 통해 모유수유는 초산모에게 가장 기대되는 어머니 역할
의 하나로서 양육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만,수유의 어려움은 산후 1개월 산
모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박영숙,1991),양육의 문제로서(Bennett,1981),성공적
인 모유수유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초산모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또한 이러한 산모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나아가 부
모역할 수행의 자신감을 저하시킴으로서(Frosyth등,1985),어머니로서 수행해야
하는 다른 양육 행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모유수유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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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정방문 교육 또는 지속적인 상담프로그램의 제공은 양육스
트레스를 낮춤으로서 산후피로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는 수유가 산후피로와 관련된다는 여러 선행연구

(Chapman등,1985;Milligan,1989;Rychnovsky,2004)에 근거하여 수유가 직접적
으로 산후피로를 증가시킨다는 직접 경로를 설정하였으나,이 경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수정모형에서삭제되었다(β=0.046,C.R.=0.375,p=0.708).따라서수유를하는것
자체가 산모를 피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수유 과정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생리적으로는 수면만족을 떨어뜨림으로서 산후피로를 유발하거나,심리적으로는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서 산후우울과 산후피로를 유발시키는 간접효과가 큰 개념
임을알수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유어려움은 영아 까다로움과 사회적 지지의 두 변수에 의해

30.7%가 설명되었으며,영아 까다로움은 수유어려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변수였다.
따라서 수유어려움을 낮추기 위한 중재개발 시 영아 까다로움의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555)))산산산후후후조조조리리리만만만족족족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산후조리 문화가 어떤 속성을 가지는 현상인지를
규명하고자,가설적 모형에서 산후조리만족이 산후우울,수면만족,산후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직접경로를 설정하였으나,산후조리 만족이 수면만족으로 가는 직접
경로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0.166,C.R.=2.461,p<0.05),이로부터 산후조리는
심리적․정서적 효과보다는 생리적 효과가 큰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산후
조리는 산모가 도움을 기대하는 출산 직후의 특정시기에 집중적이고 맹목적인 돌
봄이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구체화된 형태로서 사회적 지지의 질에 영향을 받
기 때문에(유은광,1993),산후조리를 해줄 만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나,
혹은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던 조력자로부터 기대한 것처럼 산후조리를 만족스
럽게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허전하고 우울한 마음이 든다.’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생리적 효과 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효과도 가질 것이 예측되어,산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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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족이 산후우울로 가는 경로를 설정하여 검정하였으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
다(β=-0.144,C.R.=-1.137,p=0.256).또한 산후조리가 산후건강상태에 대한 직접적
인 관련성이 설명된 선행연구(김태경 & 유은광,1998;안숙희,2005;유은광,이선
혜,& 김명희,1998;정영미 & 유은광,1999)의 결과에 따라 산후조리와 산후피로
간의 직접관계도 설정하였으나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되었다(β=-0.104,
C.R.=-1.283,p=0.200).이러한 결과는 출산 직후의 신체적․생리적 회복의 요구가
큰 시기에 돌봄이 제공되는 산후조리의 시기적 특성이 수면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 줌으로서 산후피로를 낮추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이로 부터 산후
조리는 산후피로에 대한 직접효과를 주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수면만족을 경유하는
생리적 경로에 관여하는 현상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산후조리만족은 영아 까다로움과 사회적 지지의 두 변수에 의해

34.1%가 설명되었으며,사회적 지지는 산후조리 만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변수였다.
따라서 산후조리 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 개발 시 사회적 지지의 요인은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666)))영영영아아아 까까까다다다로로로움움움

본 연구에서 영아기질은 모델 내에 포함된 여러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서
설정되었으며,연구 결과 양육스트레스(β=0.475,C.R.=5.759,p<0.01),수유어려움(β
=0.476,C.R.=5.139,p<0.01),산후조리만족(β=-0.205,C.R.=-2.780,p<0.01)에유의한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이중에서 영아 까다로움은 양육스트레스 증가와 수유
어려움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영아 까다로움 등과 같은 영아
기질이 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중요한 관련성이 설명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신자영,1996;양미선,2000;Abidin,1990;Cutrona& Troutman,1986),
영아기질이 수유어려움을 증가시킨다는 본 연구의 예비조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이로부터 영아 까다로움은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서 산후우울과 산후피로
를 증가시키는 피로유발의 심리적 경로에도 관여하고,수유어려움을 증가시킴으로서
수면만족을 감소시켜 산후피로를 증가시키는 생리적 경로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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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확인되었다.
초산모에게 있어서 육아에 대한 간호요구는 산모자신의 간호요구보다 높으며(이경

혜,1982;Summer&Fristsch,1977),이 중안전관리,응급처치방법과함께 아기울음의
의미파악 및 달래기 요구에 대한 간호요구(유은광 등,2000;이경혜,1982;Summer&
Fristsch,1977),배고플 때의 반응 및 수면의 양상 등에 대한 교육적 요구(유은광 등,
2000;Summer&Fristsch,1977)가 매우 높다고 설명되고 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산
모가 영아의 행위양상이나 기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돌보기 어려움을 경험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영아 까다로움은 양
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따라서 영아의 기질적․행위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의중요성이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
으며,이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수유어려움도 감소시킴으로서 산후피
로의감소에기여할수있는중요한간호중재요인임이지지되었다.
또한 영아기질의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산후피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설명되기

도하였으나(김신정 등,2001;Hantos,1993;Milligan,1989;Wambach,1998),본연
구에서는 피로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서 가설이 기각되었고(β
=0.105,C.R.=0.960,p=0.337),산후우울과의 직접관련성이 설명되기도 하였으나(신자
영,1996;양미선,2000;Cutrona& Troutman,1986),본 연구에서는 산후우울에
대한 직접경로의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아서 가설이 기각되었다(β=0.122,
C.R.=0.893,p=0.372).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의 차이는 본 연구가 기존의 선행연
구에 포함되지 않은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을 포함함으로서 영아기질이 산후피로나
산후우울 보다는 양육스트레스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이로 부터 영아 까다로움 등의 영아기질은 산후우울이나 산후피로보다는 양육
스트레스나 수유어려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으며,이들 변수
를 통해서 산후피로에 유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따라서
영아의 기질적 특성과 돌봄 전략에 대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은 산후피로
와 관련된 현상의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간호중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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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산후조리만족(β=0.547,C.R.=5.561,p<0.01),수유어려움
(β=-0.283,C.R.=-3.459,p<0.01),산후우울(β=-0.252,C.R.=-2.338,p<0.05),양육스트레
스(β=-0.143,C.R.=-2.336,p<0.05)의 순서로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즉,사회적 지지는
산후조리만족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며,산후조리만족과 수면만족을 경유하여 산후
피로를 감소시키는 생리적 경로와,수유어려움과 수면만족을 경유하여 산후피로를 감
소시키는 생리적 경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산후우울을
경유하거나,양육스트레스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산후우울을 감소시킴으로서
산후피로를감소시키는심리적경로에도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지지와산후조리의관계를설명한선행연구(유은광,1993),사회적지지

와 수유와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박옥희 & 권인수,1991;송규희,1989;오현이
등,1994;Margaret,1988),사회적 지지와 산후우울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최순
희,2001;Cairney등,2003),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
구(이민주,2006;홍지연,2006;Crnic등,1983)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서,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검증되고 있으며,본 연구에서도 사회
적지지가여러심리적,생리적현상에유의한효과를가짐이설명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지된 경로 중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β=-0.143,

C.R.=-2.336,P<0.05)와 산후우울(β=-0.252,C.R.=-2.338,P<0.05)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경로에 비해 경로의 유의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사회적 지지가 양
육스트레스나 산후우울에 대한 직접효과를 가지기 보다는,다른 독립변수들과 상
호작용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가지는 관계의 강도
를 조절하는 간접효과(상호작용 효과,조절효과,완충효과)등이 큰 개념일 수 있
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여진다.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
스와 산후우울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한명숙,2001;
홍지연,2005;Cobb,1976;Milligan,1989),본 연구에서는 여러 개념간의 관계를
동시적으로 고려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하여야 했으므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
과를 보기는 어려웠다.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영아기질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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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 또는 완충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나,양육스트레스
가 산후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 또는 완충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 등의 추후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적 특성을 확인해 볼 필
요가 있겠다.또한 산후피로의 영향변수들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중
재프로그램이 산모군의 산후피로 감소에도 효과적일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생각된다.

DDD...산산산후후후조조조리리리와와와 산산산후후후피피피로로로

본 연구에서는 산후조리의 문화적 특성을 초산모의 산후피로 설명모델의 주요
변수로 포함시킴으로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산후피로 설명모델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산후조리는 출산 이후의 특정시기동안 산모들이 전통적인 산후조
리의 노하우인 6원칙을 지키고 자녀출산에 대한 대접을 받으면서 신체적․정신적
회복기를 보내는 일종의 돌봄 형태로서(유은광,1993),가깝게는 산후조리 직후에
서부터 수개월에 이르는 산모에게,또 멀게는 40대 후반 또는 노년기 여성의 신체
적․정신적 건강상태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한 문화적 신념과 관련된
현상이다.따라서 산후조리는 즉각적인 산모의 건강에 대한 영향 뿐 아니라,장기
적인 잔여효과를 가지는 현상이기도 하며,이러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여러 연
구가 산후조리가 끝난 직후의 산모의 건강 뿐 아니라(안숙희,2005;유은광,1999;
김태경 & 유은광,1998),중년기와 노인기의 여성건강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연구
된 바 있다(정영미 & 유은광,1999;유은광 & 김명희,1999;유은광,이선혜,& 김
명희,1998).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건강에 대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문화적 신념과 실천을 포함하는 독특한 산후조리 문화가 실제로 산후피로라
는 현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산후조리는 영아기질과 사회적 지지로부터 영향을

받으며,산후우울,수면만족,산후피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설적 경로
를 설정하였으나,이 중에서 영아기질이 산후조리만족에 영향을 주는 경로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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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지가 산후조리만족에 영향을 주는 경로,그리고 산후조리 만족이 수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게 지지됨으로서,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제시되었을 뿐 아니라,산후조리가 산후피로 유발의
생리적 경로에 관련되는 현상임이 설명되었다.
유은광(1993)은 산관자(산후조력자)와 산모 20쌍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의 신념체계와 실천체계,산후조리의 결과로서 구성
되는 산후조리 관계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산후조리 관계모형에 의하면,산후조
리의 신념체계는 산후조리의 6가지 기본 원리와 노하우가 포함되는데,유은광
(1993)은 정보제공자의 인구학적 특성이 매우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 6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후조리 만족의 측정도 한국 산모의 신념 속에서 준수 될 것이 기
대되는 산후조리 6원칙을 실제로 얼마나 만족스럽게 수행했다고 인지하는지를 측
정하였다.
또한 산후조리 관계모형의 실천체계에는 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포함되는데,인적요인에는 산모 요인,산관자 요인,전문 의료인 요
인이,그리고 환경적 요인에는 물리적 환경과 정신적 환경이 포함된다고 보았으
며,이러한 요인이 산후조리 6원칙의 신념체계대로 산후조리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지에 따라 ‘산후조리 잘하기’와 ‘산후조리 잘못하기’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산모의 건강에 산후병의 유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설명되고 있다.본 연구의 모델에서 외생변수로서 설정한 사회적 지지는 산
후조리 영향요인의 환경적 요인 중 정신적 환경에 포함되는 것으로서,산모 주변
의 사람들이 산모에게 얼마나 지지적이고 사랑을 주며,관심과 보호적인 태도를
보이는가와 관련된다.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산후조리 만족과의 관계가 지지
됨으로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산후조리 만족도 높아짐을 확인하였다.따라서
유은광의 산후조리 개념모형의 개념 간 관계가 검증되었으며,산후조리에 대한 추
후 연구를 고려할 때 사회적 지지를 유의한 변수로서 고려해야 하는 정당성이 설
명되었다.
또한 유은광(1993)의 산후조리 관계모형에는 영아기질과 같은 아기측 요인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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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지 않았다.하지만,산모는 출산과 더불어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지지의 환경
과 다양한 기질을 가지는 영아에 동시에 노출되며,산모와 영아는 한 세트로서 간
주된다.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는 산모와 주변 조력자의 특성 뿐 아니라
아기의 기질적 특성이 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으며,영아가 까다
로울수록 산후조리 만족도가 낮아짐이 연구결과를 통해 지지되었다.따라서 유은
광(1993)의 산후조리 개념모형 중 영향요인에 대한 수정 가능성에 대한 기초 자료
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으며,산후조리에 대한 추후 연구를 고려할 때 영아의 기
질이 유의한 변수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정당성이 설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후조리 만족은 산후우울을 낮추거나 산후피로를 직접 낮추기 보

다는,수면만족을 증가시킴으로서 산후피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β=0.166,
C.R.=2.461,p<0.05),산후조리가 산후피로 유발의 생리적 경로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타 경로에 비해서 관계의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설명모델에서 산후조리의 영향을 받는 수면만족의 개념적 특성과
측정시기로 인한 영향으로 사료된다.즉,산후조리는 가깝게는 산후조리가 끝난 후
의 산모의 건강상태로부터(안숙희,2005;유은광,1999;김태경 & 유은광,1998),장
기적으로는 중년기나 노년기동안의건강상태에대한부정적영향을미치는(정영미 &
유은광,1999;유은광 등,1998)잔여 효과를 가지는개념이라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산후조리 만족이 산후조리가 끝난 후 산모의 신체적 건강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수
면만족과 산후피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으나,실제로 수면만
족은 잔여효과로서 측정되기 보다는 산후조리의 직접적인 효과로서 측정되기에 보다
적절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이로 인해 산후조리가 수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
게 설명되었을 수 있다.만약,산후조리가 수행되고 있는 산후 2주의 시기동안 산후조
리,수면만족과 산후피로와의 관계가 조사되었다면 보다 강력한 관계로서 설명될 수 있
으리라 생각된다.따라서 산후조리라는 문화적 현상의 속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산후조리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주요 변수와의 관계를 재검증
해보는노력이필요하리라생각된다.또한 유은광(1993)은 산후조리의 결과로 유즙분
비의 향상을 설명하였으나,선행연구가 없고 예비조사에서도 지지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 가설화하지는 않았다.그러나 산후조리를 충분히 잘 한 경우에 만약 유



- 97 -

즙분비가 도모되어 수유의 어려움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면만족이
증가한다면,이는 출산 직후의 산후조리 효과가 유즙분비 향상을 유발하여 성공적
인 수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서,나아가 산후조리 이후의 전반적인 수면만족을 증가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산후조리만족이
모유수유를 경유하여 수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한국적 산후조리 문화에서 산모를 어느 시기에 속한 대상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전통적인 교과서에 의하면 산모란 생
식기관의 회복과 신체적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기인 출산 후 6주에 속한 대상
자로 설명되고 있으나(Reeder등,1997),이는 단지 신체적 회복과 적응에만 초점
을 둔 기준이며,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산후 6주의 시기는 산후 회복을 위한 충분
한 시기로서 간주되지 못하며,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서는 6주 이상
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설명되고 있다(Lee& Zaffeke,1999;Milligan,1989;Troy,
1999;Webster,1994).따라서 산욕기의 의미를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
며,산모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이는 문화적 속성을 잘 파
악할 수 있는 문화 기술적 접근을 통해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분석한 질적연구
에서,출산 후 일반적인 회복의 정도에 따라 제시된 산후조리 4단계를 통해서도
반성될 수 있다.유은광(1993)에 의하면 한국 여성들은 최소한 2주의 산후조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일반적으로 삼칠일(3주)을 기대하지만 길면 길수록 좋다
고 느끼며,이상적으로는 100일을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또한 일반적으로 구분
되는 산후조리기간을 칩거기(출산 ~출산 후 2주),개시전기(출산 후 15일 ~3,4
주),주의개시기(출산 후 3,4주 ~100일),안전개시기(분만 후 100이후)의 4단계
로 개념화 하면서,출산 후 2주까지인 칩거기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산관자에 의한 돌
봄이 요구되는 시기이며,산후 100일 이후의 안전개시기가 되어야 비로소 정상생활로
어느 정도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실제로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에서도 출산
후 최소 2주는 절대적으로 잘 쉬고,잘 먹고,주변으로부터의 전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가사일 등의 일상적인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산후조리를 4주
정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적으로 휴식하며 도움을 받은 시기는 2주 정도이고,그
이후는 가사일이나 양육의 도움을 받기는 하더라도 전적으로 칩거기와 같은 산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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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 것은 아니며,집안일이나 양육활동 등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후 2주 이내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반면,출
산 후 2주 이후의 시기에는 설령 몸이 불편하더라도 전적으로 쉬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 시기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몸의 상태가 임신 전과 같이 회복되는
시기를산후100일이후로인식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적 신념 하에서는 산욕기를 단지 산후 6주가 아니라 산후

100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이는 공식적인 출산 휴가가 3개월인
우리나라의 실정과도 부합되는 시기이므로,우리나라의 출산에 대한 제도적 측면
뿐 아니라,문화적 신념의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한국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에서 고려되어 져야 하는 적절한 시기로서 사료된다.

EEE...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이론,연구,실무 측면에서 의의를 논하면 다음
과 같다.

111)))간간간호호호이이이론론론 측측측면면면

산후 피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국외에서 이뤄졌으므로 이러한
산후피로 영향요인들이 한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출산하고 돌봄을 받으며 모성
역할에 적응하는 초산모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산후피로 영향요인 뿐 아니라
한국적 산후조리의 문화적 특성과 초산모가 모성으로서의 역할을 습득하고 이행
해가는 과정동안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산후피로 설명모델을 개발․
검증함으로서,한국적 상황에서 초산모의 산후피로 현상을 서술,설명,예측하는
이론적 지식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산후조리 관
계모형에 포함된 개념간의 관계가 검증됨으로서 산후조리와 관련된 이론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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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22)))간간간호호호연연연구구구 측측측면면면

본 연구는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와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으며,이 분석 방법을 통하여 초산모의 산후피로 현상에 관여하는 다양한
생리적,심리적,상황적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및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하
였다.이는 산모의 피로현상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
하여 다양한 후속 연구를 이끄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33)))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측측측면면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황에서 초산모의 피로유발에 기여하는 중요한 개념간
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명함으로서,산후피로 현상에 관여하는 개념간의 상
대적인 중요성과 유발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직․간접
적인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산후피로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개발에 대한
우선순위와 방향의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서,가장 비용효과적인 산후피로의 중재
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FFF...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1.본 연구에서는 산후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중재가능하지 않은 변
수들은 외생변수로 간주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제외하였고,편의표출방법에 의
해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초산모에게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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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연구는 출산 후 2주까지의 칩거기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산관자에 의한 돌
봄이 제공되는 시기로서 적극적인 산후조리 진행기이며,산후 100일 이후의 안전
개시기가 되어야 비로소 정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선행연구에 근거를 두
고,적극적 산후조리가 끝난 산후 3주(15일)이후로부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이뤄
지기 전인 14주(100일)이전에 속한 산모를 대상으로 횡단적 자료 수집을 통해 모
형을 검정하였으므로,개념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며,산후 시
간의 변화에 따른 피로의 변화양상 및 각 시기 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포괄
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3.측정변수들이 자가 보고형 도구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편견으로 인하
여 개념간의 관계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101 -

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한국 초산모의 산후피로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산후피로를 예
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산
후피로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헌,Pugh와 Milligan(1993)의 출산기 피로 연구를 위
한 개념적 기틀을 바탕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검정하는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이다.이를 위하여 산후피로의 설명에 기여하는 중요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간의 구체적인 가설적 경로를 설정한 후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
으며,영아 까다로움과 사회적 지지는 외생변수로,산후피로,산후우울,수면만족,
양육스트레스,수유어려움,산후조리만족은 내생변수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분만이 이뤄지는 1,2,3차 의료기관인 대학

병원 2곳,산부인과 전문병원 3곳,조산원 1곳에서 출산한 후 산후검진을 위해 내
원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2006년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이루어졌으며,총 278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가설적 모형은 Amos4.0Winprogram을 이용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

과,적합지수가 일부 부적절하여 가설적 모형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배경과 논리적 타당성을 고려하면서 고정지수가 작은 경로 5개를 삭제하
고,수정지수에서 상호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 오차를 자유화시킴으로서 적
합도가 좋은 수정모형을 구축하게 되었다.

가설적 모형의 총 19개의 가설 중에서 최종 14개의 가설이 지지되었으며,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산후피로는 산후우울과 수면 만족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이 변수
들에 의해 40.5% 설명되었으며,산후우울은 산후피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



- 102 -

이었다.
2.산후우울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27.3% 설명되었으며,양육스트레스는 산후우울에 가장 크게 기여하
는 요인이었다.
3.수면만족은 수유어려움,영아 까다로움,산후조리만족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

을 받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44.6% 설명되었으며,수유어려움은 수면만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었다.
4.양육스트레스는 영아 까다로움,수유어려움,사회적 지지에 의해 직접적인 영

향을 받으며,이 변수들에 의해 56.3% 설명되었으며,영아 까다로움은 양육스트레
스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었다.
5.수유어려움은 영아 까다로움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 변수들에 의해 30.7% 설명되었으며,영아 까다로움은 수유어려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었다.
6.산후조리만족은 사회적 지지와 영아 까다로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

며,이 변수들에 의해 34.1% 설명되었으며,사회적 지지는 산후조리만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산후피로의 유발에는 산후우울을 매개로 하는 심리적 경로
와 수면만족을 매개로 하는 생리적 경로가 있음이 설명되었으며,이 중에서 산후
우울이 산후피로에 미치는 직접 경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산후피로의 중
재를 위해서는 산후우울을 매개로 하는 심리적 경로의 중재가 중요함이 설명되었
다.또한 산후우울의 유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였으며,양
육스트레스 유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은 영아 까다로움 이었다.따라서 산
후피로의 심리적 경로의 중재를 위해서는 산후우울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한 중
재나,초산모가 모성으로 전환되는 과정동안 경험하게 되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
는 것이 중요하며,이를 위해 영아기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적 간호중재가 중
요함이 설명되었다.
수면만족을 증진시키는 것은 산후피로 유발의 생리적 경로와 관련되어서 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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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수면만족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영향요인은 수유어려움이며,수유어려움은 영아 까다로움에 의해 가장 크게 설명
되었다.이로부터 영아의 기질은 산후피로 유발의 심리적 경로 뿐 아니라 생리적
경로의 유발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서 설명되었다.또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으로 모델에 포함된 산후조리 만족은 수면만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
킴으로서 산후피로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산후피로 유발의 생리적 경
로에 관련된 현상으로 설명되었다.따라서 산후피로의 생리적 경로의 중재를 위해
서는 수면만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이에 영향을 미치는 수유의
어려움 감소를 위한 간호중재와 영아기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적 중재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 설명되었으며,산후조리만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마련이 또한
중요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영아기질과 사회적 지지는 피로유발의 심리적 경로와 생리적 경로에 관여하는

중요한 외생변수로 설명되었으며,모델 내의 다양한 산후피로 설명변수에 유의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영아기질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지지 중재프로그램 등은 산후피로의 영향
요인들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으로서 나아가 산후피로를 예방 또는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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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본 연구의 결과 산후피로의 유발에는 “영아 까다로움 → 양육스트레스 →
산후우울 → 산후피로”로 설명되는 심리적 경로가 중요함이 설명되었다.따라서
산후우울 중재프로그램이 산후피로를 낮추는지,양육스트레스 중재프로그램이 산
후우울을 낮추는지,영아 까다로움 중재프로그램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지를 검
증하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후피로에 대한 직․간접적인 효과
를 평가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2)본 연구의 결과 심리적 경로에 비해서는 경로의 유의성이 작았지만,“영아
까다로움 → 수유어려움 → 수면만족 → 산후피로”로 설명되는 생리적 경로가 있
음이 설명되었다.따라서 수면만족 증진프로그램이 산후피로를 낮추는지,수유어
려움 감소프로그램이 수면만족을 높이는지,영아 까다로움 중재프로그램이 수유어
려움을 낮추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후피로에 대
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3)본 연구에서 산후조리의 문화적 특성은,“사회적 지지 → 산후조리만족 →
수면만족 → 산후피로”의 경로로 산후피로의 유발에 기여함으로서 산후피로의 생
리적 경로에 관여하는 현상으로 설명되었다.따라서 산후조리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면만족을 높이는지,사회적 지지 중재프로그램이 산후조리만족
을 높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후피로에 대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4)본 연구에서 산후조리가 수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그
효과가 작았으며,이는 수면만족의 측정이 산후조리가 끝난 이후의 다양한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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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뤄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따라서 산후조리가 실시되고 있는 동일한 시점에
서 이들 개념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반복해 볼 것을 제언한다.또한 산후조
리만족이 수유어려움을 매개하여 수면만족에 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5)본 연구에서는 산후우울을 매개로 하는 산후피로 유발의 심리적 경로와 수
면만족을 매개로 하는 생리적 경로가 있음을 설명하였으나,산후우울과 수면만족
간의 관계는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모델인정(identification)상의 문제가 발생
하여 경로를 삭제하였고,둘 간의 관계는 검정하지 못하였다.그러나 선행 연구에
서 산후우울이 수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고,수면만족이 산
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여 둘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본 연구에서 설명된 심리적 경로와 생리적 경로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 검증을 위한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6)본 연구의 대상자는 출산 후 3주 이후에 속한 대상자로서 산후피로의 수준
이 높은 것으로 설명되었다.하지만 과연 출산 후 어느 시기에 피로가 가장 높아
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따라서 산후피로의 변화양상
을 파악하기 위한 종적 연구를 제언한다.

7)본 연구의 피로 도구인 10문항의 간소화된 피로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으면서도 산모에게 민감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따라서 출산기의 다양한 시점의 피로 연구에서 본 연구 도구를 사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8)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므로,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높일 수 있는 전향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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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임임임상상상연연연구구구센센센터터터 연연연구구구승승승인인인서서서 Ⅰ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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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임임임상상상연연연구구구센센센터터터 연연연구구구승승승인인인서서서 ⅡⅡ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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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
연연연구구구 참참참여여여 설설설명명명문문문

111...연연연구구구 제제제목목목

:::한국 초산모의 피로 설명 모델

222...연연연구구구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출산 후에는 몸과 마음이 많이 피로할 수 있으며,이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모성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산후에 산모가 느끼는
피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출산 후 산모의 피로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특히 산후조리의 문화나 양육 스트레스 등이 독특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에서 출산후 초산모들이 어떻게 피로를 느끼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의 전통적
산후조리의 문화적 특성과 어머니로의 역학획득 과정을 함께 고려하여
산후피로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이러한 연구는 간호사들이
산모의 피로를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서,산후 피로 예방과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33...연연연구구구책책책임임임자자자,,,실실실시시시기기기관관관,,,참참참여여여하하하는는는 대대대상상상자자자 수수수 및및및 예예예상상상되되되는는는 기기기간간간
:::연구 책임자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장 순복 교수(가족건강관리학과)이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_______________병원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하신 산모 300명이 될 것입니다.

444...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출산 후에 산후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한 산모들 중 연구참여에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될 것 입니다.항목누락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으니,누락 없이 설문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5......새새새로로로운운운 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 유유유무무무
:본 연구자는 대학교 부속 3차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병동과 분만실에서
풍부한 학생 실습지도 경험과,대학교에서의 강의 경력 및 보건소의 임산부
교실 운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대상자
분께는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산후 건강회복과 육아에 대한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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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연연연구구구참참참여여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보보보상상상
:::설문조사를 마치신 후 감사의 뜻으로 아기용품과 관련된 소정의 선물을
보상으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777...피피피험험험자자자의의의 신신신원원원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비비비밀밀밀 보보보장장장
:::본 연구에 참여하신 분의 정보는 본 연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888...자자자유유유로로로운운운 참참참여여여동동동의의의,,,동동동의의의 철철철회회회 가가가능능능성성성
:::본 연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으며,설문지
작성도중 원하지 않으시면 그만 하실 수 있습니다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연연연구구구자자자 연연연락락락처처처 :::송송송주주주은은은 (((000111000---666666666777---XXXXXXXXXXXX)))

연연연구구구책책책임임임자자자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간간간호호호대대대학학학 장장장순순순복복복 (((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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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444...
연연연구구구 참참참여여여 동동동의의의서서서

본인은 한국 초산모의 산후 피로에 관한 본 임상연구의 목적,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받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6년 월 일
                                              

피험자

성명 (서명)
주소
연락처 TEL:

H.P.:

연구자
성명 송 주 은 (서명)
연락처 TEL:010-6667-XXXX

보호자
또는
대리인

성명 (서명)
관계
주소
연락처 TEL: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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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
오늘날짜:2006년.......월.......일

산후 산후 산후 산후 피로 피로 피로 피로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귀하의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후에는 몸과 마음이 많이 피로할 수 있으며,이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간호사들이 산모의 피로를 이
해한다면 산후 피로의 예방과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이에 본 연구자는 산후에 귀하께서 경험하고 계신 피로와 관
련 요인들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자료 로만 사용될 것이며,절
대 비밀이 보장됩니다.설문지 작성까지는 약 10분~15분이 소요될 것
입니다.설문조사 도중 원하지 않으시면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옳고
그른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누락항목 없이 솔솔솔직직직히히히 빠빠빠짐짐짐없없없이이이
응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연구자 송 주 은 올림

♣♣♣♣    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를를를 마마마친친친 후후후 원원원하하하시시시면면면 언언언제제제든든든 산산산후후후 건건건강강강회회회복복복과과과 육육육아아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전전전화화화 상상상담담담을을을 받받받으으으실실실 수수수 있있있습습습니니니다다다...(((연연연락락락처처처 :::000111000---666666666777---XXXXXXXXXXXX)))

**아래의 두 문항은 응답하지 마십시오.
UnitNo

산전 Hgb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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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동동동안안안”””느느느끼끼끼신신신 증증증상상상정정정도도도를 잘 표현한 곳에 “V표”해주십시오.

나나나는는는 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 동동동안안안 전전전반반반적적적으으으로로로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 ......... ......... .........
온몸이 나른하게 느껴진다 ......... ......... ......... .........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 ......... ......... .........
머리가 멍하게 느껴진다 ......... ......... ......... .........
졸음이 느껴진다 ......... ......... ......... .........
눕고 싶다고 느낀다 ......... ......... ......... .........
생각이 집중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 ......... ......... .........
말하는 것이 귀찮다고 느낀다 ......... ......... ......... .........
정신집중이 어렵다고 느낀다 ......... ......... ......... .........
기억이 깜빡깜빡함을 느낀다 ......... ......... ......... .........

※※※※귀하께서 “““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동동동안안안”””느느느끼끼끼신신신 기기기분분분정정정도도도를 잘 설명한 곳에 “V표”해주십시오.

나나나는는는 지지지난난난 일일일주주주일일일 동동동안안안 그그그런런런 적적적
없없없다다다

가가가끔끔끔
그그그랬랬랬다다다

자자자주주주
그그그랬랬랬다다다

항항항상상상
그그그랬랬랬다다다

우스운 것을 보고 웃었다 ......... ......... ......... .........
즐거움을 기대했다 ......... ......... ......... .........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나 자신을 나무랬다 ......... ......... ......... .........
아무런 이유 없이 걱정하고 두려웠다 ......... ......... ......... .........
이유 없이 겁나고 당황했다 ......... ......... ......... .........
일이 나에게 벅찼다 ......... ......... ......... .........
너무 슬퍼서 잠을 잘 자지 못했다 ......... ......... ......... .........
슬프고 불행하다고 느꼈다 ......... ......... ......... .........
너무 슬퍼서 울었다 ......... ......... ......... .........
자해하는 생각이 일어났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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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다음 내용에 대해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를를를 느느느끼끼끼시시시는는는지지지에 대해 해당란에 “V표”해 주십시오.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거거거의의의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아기를 돌보는 일이 감당하기 어렵다 ......... ......... ......... ......... .........

집안 살림이 이전보다 더 엉망이다 ......... ......... ......... ......... .........

수유를 규칙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 ......... ......... ......... .........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지 못한다 ......... ......... ......... ......... .........

아기와 함께 있어서 쉴 수가 없다 ......... ......... ......... ......... .........

아기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 ......... ......... ......... .........

아기를 사랑스럽게 느끼는 것이 어렵다 ......... ......... ......... ......... .........

아기를 잠재우는 것이 어렵다 ......... ......... ......... ......... .........

아기에게 수유하기가 어렵다 ......... ......... ......... ......... .........

아기가 우는 이유를 모르겠다 ......... ......... ......... ......... .........

아기가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다 ......... ......... ......... ......... .........

덫에 걸리거나 갇힌 것 같다 ......... ......... ......... ......... .........

아기 낳기 전의 활동이나 일이 그립다 ......... ......... ......... ......... .........

태어난 아기가 원했던 성별이 아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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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다음의 분들로부터 """출출출산산산 이이이후후후"""받으신 정정정서서서적적적 지지지지지지정정정도도도에 “V”표 해 주십시오.

남남남편편편,,,친친친모모모,,,시시시모모모 등등등의의의
내내내게게게 중중중요요요한한한 사사사람람람들들들은은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은은은
편편편이이이다다다

그그그런런런
편편편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나의 한계점을 받아주었다 ......... ......... ......... .........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 ......... ......... .........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였다 ......... ......... ......... .........
나를 존중해주었다 ......... ......... ......... .........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다 ......... ......... ......... .........
내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했다 ......... ......... ......... .........
나의 일에 협조적 이었다 ......... ......... ......... .........
내 의견 듣기를 거절하였다 ......... ......... ......... .........

※※※※귀하께서 다음의 분들로부터 """출출출산산산 이이이후후후"""받으신 실실실제제제적적적인인인 도도도움움움정정정도도도에 “V”표 해 주십시오.

남남남편편편,,,친친친모모모,,,시시시모모모 등등등의의의
내내내게게게 중중중요요요한한한 사사사람람람들들들은은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은은은
편편편이이이다다다

그그그런런런
편편편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밤중에 아기가 울 때 달래주었다 ......... ......... ......... .........
낮에 아기가 울 때 달래주었다 ......... ......... ......... .........
아기 목욕 시 도와주었다 ......... ......... ......... .........
아기에게 모유나 우유수유 시 도와주었다 ......... ......... ......... .........
아기 옷이나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 ......... ......... .........
아기를 안아주었다 ......... ......... ......... .........
아기를 잠 재워주었다 ......... ......... ......... .........
식사준비를 해주었다 ......... ......... ......... .........
설거지나 뒷정리를 해주었다 ......... ......... ......... .........
빨래나 다림질을 해주었다 ......... ......... ......... .........
집안청소나 정리정돈을 해주었다 ......... ......... ......... .........
식품 및 일용품을 구입해 주었다 ......... ......... ......... .........
아기양육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주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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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출산 후 """산산산후후후 몸몸몸조조조리리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해당란에 “V표”해 주십시오.

나나나는는는 산산산후후후 몸몸몸조조조리리리기기기간간간 동동동안안안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거거거의의의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약약약간간간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기운을 돋우기위한 여러노력을 하였다. ......... ......... ......... .........
충분히 쉬었다. ......... ......... ......... .........
충분히 먹었다. ......... ......... ......... .........
신체적으로 무리하지 않았다. ......... ......... ......... .........
청결을 유지했다. ......... ......... ......... .........
정성껏 돌봄을 받았다. ......... ......... ......... .........
산후 몸조리 기간이 충분했다. ......... ......... ......... .........

※※※※ 귀하의 “““아아아기기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까까까다다다로로로운운운 정정정도도도”””는 어떠한지 해당란에 “V표”해 주십시오.

1.아기가 짜증을 부리거나 안달하는 경우가 하하하루루루 평평평균균균 몇몇몇 번번번이나 됩니까?
□ 전혀 없다 □ 1,2회 □ 3,4회 □ 5,6회
□ 7~9회 □ 10~14회 □ 15회 이상

2.울 때 달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우 

쉽다

매우 

어렵다

1 2 3 4 5 6 7

보통

3.아기기분이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천천히 

변한다

빨리 

변한다

1 2 3 4 5 6 7

보통

4.다른 아기들과 비해 귀하의 아기의 전
반적인 까다로움 정도는 어떠합니까?

매우 

순하다

매우 

까다롭다

1 2 3 4 5 6 7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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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출산 후 “““아아아기기기에에에게게게 수수수유유유하하하는는는 것것것”””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해당란에 “V표”해 주십시오.

5.귀하는 아기에게 수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매우

쉽다
매우 

어렵다 

6.귀하는 아기에게 수유하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전혀 

즐겁지 않다

매우 

즐겁다

7.귀하는 아기에게 수유하는 것이 어느 정도 걱정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전혀

걱정없다
매우

걱정많다

※※※ 귀하께서 경험하신 “““수수수면면면 정정정도도도”””에 대해 “V”표 또는 “직접 응답”해 주십시오.

8.지난 일주일 간,밤 동안 수면하신 평균 시간은 얼마입니까 ? 평균 ...........시간 /일

9.지난 일주일 간,낮잠을 주무신 평균 시간은 얼마입니까? 평균 ...........시간 /일

10.아기를 돌보느라고 귀하는 밤 동안 평균 몇 번 일어나십니까?평균 ...........회

11.전반적으로,아기를 돌보느라고 귀하의 수면이 얼마나 방해받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방해 받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방해 받는다

12.전반적으로,귀하의 수면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못 쉬었고,

가뿐하지 않음
푹 쉬었고,  

 가뿐함



- 130 -

※※※ 귀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 대한 질문에 “V”표 또는 “직접 응답”해 주십시오.

13.귀하 연령 : 만 ..........세

14.가족 형태 : □핵가족 □확대가족 (.......친정부모,.......시부모,.......친척)

15.교육 정도 :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16.종교 상태 :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17.경제 상태 : □하 □중하 □중 □중상 □상

18.직업 상태 : □전업주부 □임신을 계기로 사직
□출산을 계기로 사직 □산후휴가 후 복직예정
□육아휴직 후 복직예정

※※※ 귀하의 “““산산산과과과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 대한 질문에 “V”표 또는 “직접 응답”해 주십시오.

19.귀하의 분만 일자 :2006년 ..........월 ..........일

20.출산 시 임신주수 :................주

21.임신 횟수 :총 ...........회,유산 횟수 :총 ...........회

22.이번 임신은 계획임신이었습니까? □예 □아니오

23.임신동안 임부교실에 참여했었습니까? <본인> □예 □아니오

<남편> □예 □아니오

24.희망했던 아기 성별은 무엇이었습니까?<본인> □남 □녀 □상관없었음
<남편> □남 □녀 □상관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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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귀하의 분만방법은 무엇입니까? □질 분만 □제왕절개 □질 분만하다가 제왕절개

↳ 진통을 한 경우,1)규칙적 수축이후로 몇 시간동안 진통을 했습니까?총 ......시간
2)무통분만을 했습니까? □예 □아니오
3)남편이 함께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4)분만동안 통증이 어느 정도 아팠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아프지 

않았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다 

26.신생아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녀

27.출생 시 신생아 체중은 얼마입니까? ................kg

28.출생 후 신생아 건강문제로 중환자실 입원경험이 있습니까?□예 □아니오

29.현재 수유방법은 무엇입니까? □모유 □모유 +분유 □분유

30.귀하는 출산 후 몇 주 동안 산후 몸조리 받기를 기대했습니까?출산 후 ............주

31.귀하는 실제로 출산 후 몇 주 동안 산후 몸조리를 받았습니까?출산 후 ............주

32.출산 후 누가 주로 귀하의 산후 몸조리를 도와주었습니까?(주주주로로로 도움 준 사람 모모모두두두 체크)
□남편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친지
□친구 □산후 조리원 □방문도우미 □혼자서 함

33.위에서(14번에서)산후 도움 준 분 중,실제로 가장 크게 도움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친지
□친구 □산후 조리원 □방문도우미 □없음

34.산후 조리원을 이용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35.현재 귀하에게 건강문제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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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SSStttrrruuuccctttuuurrraaalllMMMooodddeeelllooofffPPPooossstttpppaaarrrtttuuummm FFFaaatttiiiggguuueee
ooofffttthhheeePPPrrriiimmmiiipppaaarrraaaiiinnnKKKooorrreeeaaa

Song,Ju-Eun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developandtestastructuralmodelof
postpartum fatigueoftheprimiparainKorea.
Ahypotheticalmodelwasbasedontheliteraturereviewandthechildbearing

fatigue framework ofPugh & Milligan (1993).The exogenousvariablesof
hypotheticalmodelweretheinfanttemperamentandthesocialsupportformothers.
Theendogenousvariableswerethepostpartumfatigue,thepostpartumdepression,
thesleepsatisfaction,thechildcarestress,thebreastfeedingdifficulty,andthe
satisfactionofSanhujori(thetraditionalcarefortheparturientwomanduringthe
earlypostpartumperiodinKorea).
DatawerecollectedbetweenJuly,10andSeptember,30,2006usingself-report

questionnaires.Thesamplewas278primiparawhovisitedtheoutpatientclinicat5
hospitalsand1midwiferyofficeforaroutinecheck-upafterchildbirth.Theyallwere
healthyparturientwomenoverIUPat37weeks.Thedatawereanalyzedbyusing
SPSS12.0WinprogramfordescriptivedataanalysisandAmos4.0Winprogramfor
covariancestructuralanalysis.
Theinitialmodelwasmodifiedbyconsideringthetheoreticalimplication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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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significanceofparameterestimates.Theoverallfitnessindicesofmodified
modelwereimprovedandshowedahigherdegreeofcompatibilitywiththe
empirical data(χ2=153.463, p=0.078, χ

2/df=1.180, RMSEA=0.026, RMR=0.082,
GFI=0.948,AGFI=0.924,NFI=0.909,NNFI=0.980,CFI=0.985,PNFI=0.691).

Thehypothesessupportedbythefinalmodelweresummarizedasfollows:
1.Thepostpartumfatiguewasdirectlyinfluencedbythepostpartumdepression

andthesleepsatisfaction.Thesevariablesexplained40.5% ofthevarianceof
postpartumfatigue.
2.Thepostpartumdepressionwasdirectlyinfluencedbythechildcarestressand

thesocialsupport.Thesevariablesexplained27.3% ofthevarianceofpostpartum
depression.
3.Thesleepsatisfactionwasdirectlyinfluencedbythebreastfeedingdifficulty,

theinfanttemperament,andtheSanhujorisatisfaction.Thesevariablesexplained
44.6%ofthevarianceofsleepsatisfaction.
4.Thechildcarestresswasdirectlyinfluencedbytheinfanttemperament,the

breastfeedingdifficultyandthesocialsupport.Thesevariablesexplained56.3%ofthe
varianceofchildcarestress.
5.Thebreastfeedingdifficultywasdirectlyinfluencedbytheinfanttemperament

and thesocialsupport.Thesevariablesexplained 30.7% ofthevarianceof
breastfeedingdifficulty.
6.TheSanhujorisatisfactionwasdirectlyinfluencedbythesocialsupportandthe

infanttemperament.Thesevariablesexplained34.1% ofthevarianceofSanhujori
satisfaction.

Inconclusion,thepostpartum depressionandthesleepsatisfactiondirectly
affectedonthepostpartumfatigue,whiletheothervariableshadindirecteffectson
thepostpartumfatiguethroughthepostpartumdepressionandthesleep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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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resultsmeanthatthepostpartum fatigueisinducedbytwopathways,the
physiologicpathway viasleep and thepsychologicpathway viadepression.
Futhermore,theSanhujorisatisfactionhadanindirecteffectonthepostpartum
fatigueviasleepsatisfactionandfoundtobelinkedtothephysiologicpathway.
Additionally,thechildcarestresshadanindirecteffectonthepostpartumfatiguevia
postpartumdepressionandassociatedwiththepsychologicpathway.
Thesefindingssuggestthatcomprehensivenursinginterventionsforrelieving

thepostpartum fatigueshouldbefocusedonreducingthepostpartum depression
andimprovingthesleepsatisfaction.Also,nursinginterventionsforenhancingthe
Sanhujorisatisfactionanddecreasingthechildcarestresswouldbehelpfulfor
decreasingthepostpartumfatigue.

KeyWords:StructuralModel,Primiparity,Postpartum Period,Fatigue,Stress,
Sanhuj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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