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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웹웹웹 기기기반반반의의의 맞맞맞춤춤춤형형형 산산산후후후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본 연구는 산욕기 동안 산후간호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건강행위
를 도모하고자 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의 간호요구를
반영한 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프로그램 내용 구성,프로그램 내용 수정․보완,자료수

집 및 프로그램 운영방법 구체화,프로그램 구현,프로그램 가동성 검증,프로그램
평가 그리고 프로그램 완성'의 단계를 거쳤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프로그램 내용 구성 단계에서는 산욕기 산모의 생리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신생아의 생리적 특성,사회․심리적 특성 그리고 발달적 특성에 따른 간호
요구와 산후시기에 따른 간호요구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산후 자가간호 및 신생아간호 요구를 간호요구영역과 간호요구내용으로 분류
한 후,산후시기별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2.프로그램 내용 수정․보완 단계에서는 출산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공자 3인

과의 면담과 산․소아과 관련 전문가 8인의 자문을 통해 산후시기를 '출산 ~산후
7일','산후 8일 ~산후 14일','산후 15일 ~산후 28일','산후 29일 ~산후 42일'
로,분만방법을 '자연분만','제왕절개분만'으로,수유형태를 '모유수유','인공수유'
로 구분하였다.이러한 분류에 따라 산모의 간호요구영역을 개인위생 및 환경,영
양,수술부위 관리 및 오로,수유 및 유방관리,활동 및 운동,정서변화 그리고 성
생활로,신생아의 간호요구영역을 제대관리,목욕 및 마사지,대소변,울음,수면,
예방접종,정상발달로 구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시기별 요구에 맞춰 정보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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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간호요구영역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3.자료수집 및 프로그램 운영방법 구체화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내 삽입될 멀

티미디어 자료를 텍스트 이미지와 그래픽 이미지 형태로 수집하고,사이트 맵과
스토리보드 작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구체화시켰다.
4.프로그램 구현 단계에서는 산모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

로그램을 설계하고 전문제작업체의 도움을 받아 http://www.postpartum.kr에 프
로그램을 구현하였다.
5.프로그램 가동성 검증 단계에서는 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를 고려한

가상의 산모 자료를 생성하여 프로그램 가동성을 확인하였으며 팝업창의 속도,관
련 사이트로의 링크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수정하였다.
6.프로그램 평가 단계에서는 웹 전문가,임상 전문가,프로그램 대상자가 프로

그램을 평가하였으며,그 결과 웹 전문가의 경우 목적성이 가장 높고,권위성이
가장 낮았으며,임상전문가의 경우 시스템 효율성이 가장 높고,시스템 편리성이
가장 낮았다.그리고 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시스템 효율성이 가장 높고,정보의
적합성이 가장 낮았으나,이는 산후시기에 따라 달랐다.
7.프로그램 완성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참고문헌 항목 삽입,구체적

인 정보의 제시,잘못된 정보의 교정,팝업창의 크기의 확대,게시판 설치 등을 수
정․보완하여 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산모의 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에 따라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추후 연구
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검증하고,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프로
그램을 임상 실무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핵심되는 말 :웹,맞춤형,산욕기,요구,간호,정보,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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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111...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산욕기간 동안 여성은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인 변화로부터의
회복,신생아 돌봄,그리고 확대되는 가족에의 적응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상
황에 직면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과 신
생아 간호 및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된다.그러나 최근 병상회전율을 높이
기 위해 재원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분만 후 어머니와 신생아가 전문적인 산후간
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었고,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산후 교육도 산후
에 병원에 와야 할 위험증상과 신생아 관리 중심으로 단시간 동안 퇴원교육 형식
으로 제한된 대상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며(김미예와 차경화,2001;유은광,
이미영,김진희,신추경,유순재와 지수경,2000),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간
의 지지나 배울 수 있는 역할모델이 사라져 산모들은 산욕기에 필요한 자가간호
와 신생아간호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유연자와 이은주,1999).게다가 대부분
의 여성들은 산후관리가 가임기뿐만 아니라 노년기까지도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산후기간 동안 자기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
며(유은광,1993;임은옥,1998),특히 전통적인 한국의 산후 문화에서는 이러한 신
념은 더욱 강하다(신혜숙과 이경희,1998).이런 이유로 산욕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고(고효정과 김혜영,1999;김명희와 이성은,
1998;김미예와 차경화,2001;차경화,2001),산욕기 산모의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
는 연구와 실제 교육을 주는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다(곽연희와 이미라,1996;김영
숙,1991;심규숙,2001).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산모들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 구성에만 중점

을 두고 이루어져,산욕기 동안에 급변하는 산모의 신체적 기능의 정확한 관찰이
나 정보제공,정서적 지지,알고자 하는 요구에 반영하지 못해,산모를 위한 교육
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른다(두현정,2004;한인재,2002).이를 보완하기 위해



- 2 -

산모의 교육 요구의 시기별 변화를 조사해 산모의 건강요구의 종적인 변화에 부
응하는 예측적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있었으나(장순복,최연순,박소미,박정숙
과 김은숙,1999;Adams,1963;Brown,1982;Judith,1994;Klaus& Kennel,
1982),이러한 연구 내용에 교육 방법과 교육 시기를 연계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한인재,2002).산욕기 동안 산모는 다양한 변화와 어려움을 겪
게 되므로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종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산후 관리 교육은 교육 내용과 대상,시기에 따라 달라져야 그 효과가 더욱 높아
질 것이다(Brown,1982;Klaus& Kennel,1982).하지만 산모들은 실제로 산후 일
시적인 신체적 간호만 제공받고 있으며,산후관리에 대한 교육도 일반적인 지도에
그치고 있다(이봉숙,1988).뿐만 아니라 산모가 자신과 신생아를 위해 어떤 요구
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간호사의 이해도 부족한 실정이다(이경혜,1982).간호사
는 인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인간중심의 간호를 수행하여야 하며,특히 산모들에
게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산모 및 신생아의 요구를 충족시켜 성공적인 산욕
기 적응을 도와야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편화로 21세기는 원하는 지식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

이 얻을 수 있게 되었다(Krishna,Balas,Spencer,Griffin& Boren,1997;Lewis,
1999).사용법이 비교적 간단한 인터넷은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얻
을 수 있고,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맞춤 정보가 가능하게 하므로,정보전
달에 유용한 매체임이 분명하다(유은광,김명희,김혜진,남순열,정은실과 김영추
등,2006).이러한 인터넷의 영향은 간호와 의료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세계적으로
34,000여개나 된다(Quintana,Feightner,Wather,Sangster& Marshall,2001).그러
나 국내의 건강관련 사이트들을 평가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수
적으로만 팽창했을 뿐 질적으로는 미비한 수준이므로(김문실과 김지현,2003;배혜
경,2003;신정하,성홍관,김철환,고재성과 우광훈,2000;주영희,임민정과 이영
성,2002),건강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해주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사이트 개
발의 시급함을 지적되고 있다(김순희,2006).특히 산후관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
는 산후관리 사이트를 분석한 유은광 등(2006)의 연구에서는 전문적으로 산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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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시해주는 산후관리 사이트의 부재뿐만 아니라 충분한 산후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부재 또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따라서 올바르고 정확한 산
후정보를 전문인에 의해 구축되고 검증된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산모에게 제공하
는 것은 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시대적 흐름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의

장점을 이용하여 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웹 기반
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111...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에 따른 산후간호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산모의 자기 및 신생아 건강관리 행위를 증진하는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개발된 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3)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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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33...용용용어어어 정정정의의의

111...333...111...웹웹웹 기기기반반반의의의 맞맞맞춤춤춤형형형 산산산후후후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본 연구의 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산후 6주 이내의 건강
한 산모와 신생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후시기,분만방법 및 수유형태에
따른 자가간호 및 신생아 간호와 관련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화하
여 산모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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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222...111...산산산욕욕욕기기기 간간간호호호요요요구구구

산욕기는 임신․분만과 더불어 여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이영숙,박영주,변순자,유은광,이미라와 이혜경 등,1998),
산후회복 과정을 통해 산모는 임신과 분만 시의 변화로부터 회복하고 신생아의
수유 및 모성의 역할과 전 가족의 조화를 위하여 건강한 비임신 상태로 회복된다.
산후 여성들은 이러한 비임신에서 임신,또 임신에서 산후 비임신으로 인한 신
체․생리적,정신․심리적,사회․문화적 변화로부터의 회복과 적응․재적응 그리
고 출산으로 인한 모성전환 과업과 관련하여 간호요구가 발생하며 간호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산후 여성의 건강 성취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변화에 따른
간호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유은광 등,2000).신생아 역시 출생 후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생리적,발달적 사회․심리적 변화로
부터 적응하며(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2006)간호요구가 발생하며 간호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산모의 임신․분만으로 인한 신체․생리적 간호요구는 자궁의 정

상적인 퇴축,산후출혈의 예방과 조정,오로,산후통의 조절,회음절개에 따른 불
편감 해소와 감염예방,유즙형성 과정에서 오는 울유로 인한 불편감의 해소,원활
한 유즙 분비와 수유,유두균열의 예방,활력증후의 안정,월경 및 배란의 복구,
조기이상과 산욕체조,식이,기타 신체이상의 확인과 이에 따른 적절한 간호에 대
한 요구뿐만 아니라,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격한 근육활동과 관련된 갈증과
휴식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요구가 있다(박영숙,1991;Boback& Jensen,1985;
McCloskey& Bulecheck,1992;Reeder,Martin& Koniak,1987).산모의 심리․사
회적 간호요구는 출산과 수유로 인한 불편감,피로감,모성이라는 새로운 역할전
이로 인해 발생하며,이러한 요구로 인해 일시적인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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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deretal,1987).
신생아는 퇴원 후에도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돌보아야 하는 존재이므

로 신생아간호를 산욕기 산모 간호에 포함시켜야 한다.이런 이유로 많은 문헌에
서 신생아의 요구를 신생아 간호에 대해 갖는 산모의 교육적 요구로 언급하고 산
모에게 신생아 간호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영숙,1991;유
은광 등,2000;이경혜,1982;이영숙 등,1998).신생아의 출생 후 발생하는 생리적
간호요구는 제대관리,질병관리,황달,기저귀 발진,투약,체온,대소변 관리,목욕,
마사지,예방접종이며(곽연희와 이미라,1996;심규숙,2001;이미경,1990;한인재,
2002;Davis,Brucker& MacMullen,1988),심리․사회적 간호요구는 안위 및 안
전관리,안아주기,부모자녀 관계,애착형성이다(심규숙,2001;이미경,1990)이다.
그리고 신생아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요구는 자극에의 반응,수면과 각성,울음,
신생아 행위이다(곽연희와 이미라,1996;여성간호교과간호연구회,2006;이미경,
1990;장순복 등,1999).
한편,산후 산모의 간호요구는 산모의 상태,과거경험,분만 후 입원 동안의 경

험 지지체제의 유무,산전 교육 및 산후교육 여부에 따라(정점순,1996;Rutledge
& Pridham,1987),자녀수,산후시기,분만경험,수유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김명희와 이성은,1998;장순복 등,1999;Youngkin& Davis,1994).
산후시기에 따른 산모의 간호요구를 조사한 Bull & Lawrence(1985)와

Gruis(1977)에 의하면 산후 1주된 산모는 아기의 신체적 돌봄,질병 증상의 파악,
목욕,제대관리,수유,옷 입히기,기저귀 관리에,출산 4주된 산모는 몸매의 회복,
정서적 긴장 해소,가족의 요구 조정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그리고 Judith(1994)는
분만 후 첫 1~6일 사이에는 수유,배꼽관리,신체적 증상에 7~13일에는 일상적인
간호내용에,2주가 되면 신생아 안위나 이상증상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고 하였
고,Adams(1963)는 분만 후 2일부터 7일까지는 신생아 수유법에 대한 요구가 높
으나 퇴원 후에는 신생아 목욕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국내의 연구
들에서도 산욕 3주까지는 수유,목욕,안는 것,기저귀 가는 것에 대한 요구가 강
하고(박영숙,1991),산후 1주 이내에는 위생관리,한․냉의 노출,산후영양,제대관
리,신생아 배변 양상,산후 2~3주에는 질 분비물의 변화,산후운동,신생아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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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울음의 특성,산후 4주에는 산후운동,질 분비물의 변화,예방접종,신생아
행위의 의미 이해에 대해 요구도가 높았다(장순복 등,1999).이러한 연구들을 통
해 산욕기 초기에는 산모의 신생아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자가간호에 대한 요구도
보다 높음과 신체․생리적 간호요구도가 심리․사회적 간호요구도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산모의 분만경험이나 자녀수도 산후 간호요구에 영향을 주는데,초산모는 좌

욕,유방마사지,목욕,젖먹이기,우유타기,트림시키기,잠재우기,목욕,실내 온도
와 습도 유지,아기 울음의 의미파악,달래기,이유와 이유식 준비,예방접종과 장
난감 선정에 간호요구가 높고(이경혜,1982),경산모는 목욕시키기,조유,포유방법,
아기 다루는 법에 관심이 많았으며(Moss,1981),안전관리나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가 간호요구가 높았다(이경혜,1982).
이처럼 산후 산모와 신생아에게는 신체․생리적,심리․사회적,발달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간호요구가 있으며,이러한 요구들은 산후시기,분만경험,자녀 수 등
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간호요구들
은 고려되지 않은 채 산모와 신생아들은 산후 즉각적인 신체간호만 제공받고 있
으며,산후관리에 대한 교육도 일반적인 지도에 그칠 뿐 실제로 산모가 산후 자신
과 신생아 간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간호와 교육은 제공받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이봉숙,1988).산모에 대한 교육은 개별적이고 산모의 요구에 부합되
어야 하며,교육 시기도 요구도가 가장 높을 때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유은광
등,2000;한인재,2002).산후 산모와 신생아의 요구를 조사한 연구들은 어떤 내용
을 배우고자 하는지를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나,그 내용만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한인재,2002).퇴원 시에 높은
교육 요구를 보였던 내용이 퇴원 한 달 후에는 교육 요구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
다(심규숙,2001).그러므로 산모와 신생아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을 산모의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은 시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할 때 교육의 효과를 높
일 수 있으므로,이를 활용한 산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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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웹웹웹 기기기반반반의의의 환환환자자자교교교육육육

대부분의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구두설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자교육은 공
간,자원,그리고 교육 전문가의 시간을 요구한다는 제한점을 가진다.또한 교육
내용 중 깊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항상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은 교육
시에 잘못된 의사소통을 하거나 구두로 제공되는 정보의 대부분을 잊어버리거나
오해하기도 한다.이를 보완하고자 유인물이나 팜플렛,책 또는 비디오 등을 통
해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 제공 시에 내용의 변이를 최소화 하고 교육
자가 교육에 소비하는 시간을 감소시키기도 하지만,이러한 형태 또한 수동적
매개체이며,이들을 갱신하거나 재정리를 할 시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Jones,
Nyhof-Young,Friedman& Catton,2001).이러한 내용에 대한 변이를 최소화하
면서 수동적 매개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정보 기술의 활용이다.정
보기술을 활용한 환자교육은 표준화된 내용의 전달이 가능하고 개별적인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환자의 프라이버시 유지가 가능하며 개발된 후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김애란,2004;정연이,2002;Krishnaetal,1997).
이러한 정보 기술을 활용한 웹 기반의 교육을 통해,학습자 요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여 같은 내용이라도 개인별 수준의 차이,관심,필요성에 따라 다
양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업데이트를 신속히 할 수 있어 최신의 경향을 반영
할 수 있으며,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교재의 구축으로 학습동기를 유발시
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김애란,2004;백영균,1999).그러므로 산모를 대상
으로 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웹을 활용한다면 맞춤식 교육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교육을 통한 학습 효과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웹 기반 교육에 관한 간호학에서의 초기 연구는 주로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

육 적용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였으나(류세앙,1999;박현애,조인숙과 김정은,
1998),최근 들어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강 관련 정보 및 교
육 적용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Horan,Yarborugh,
Besigel& Garlson,1990;Marrero,Kronz,Golden,Wright,Orr& Fine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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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Peter,Rubsamen,Jacob,Look& Scriba,1991;Wetstone,Sheehan,Votaw,
Peterson& Routhfield,1985;Alemi& Phyllis,1995;Millstein& Irwin,1983).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외의 웹 기반 교육을 살펴보면,Turnin,Beddok,

Clottes,Martini,Abadie& Buissonetal(1992)은 비인슐린 의존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Diabeto'라는 식이 자가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에서의 식이
습관을 의미 있게 향상시켰고,Brennan(1992)은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한 ‘computerlink'라는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료진과의 협동
을 증진시켰으며,Lewis(1999)는 AIDS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상담률을 늘리고 심리적 지지감을 향상 시켰다.그리고,
Hendrix(2000)는 60세에서 89세 사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뇌졸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식 정도 및 노인들의 자부심도 증가시켰고,Shaw,Beebe,
Tomshine,Adlis& Cass(2001)는 대장경 검사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높였다.한편 국내에서는,민영숙(2000)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업 성취
도 및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고,약물에 대한 태도를 비수용적으로 변화시켰으며,송
희영,김기연,박소미와 허혜경(2004)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식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양관련 지식 정도와 효율적인 식습관 행동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김애란(2004)은 장루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장루 자가간호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자가간호 지식 및 수행 정도를 증가시켰다.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
해 웹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이 환자 및 일반인에게 개별화 된 정보 혹은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시간 절감 효과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지식
과 행위 증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국내의 경우,웹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긴 하나,국외 연구들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신해원과 홍해
숙,2002),특히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그러하다.
산모를 대상으로 한 국외의 웹 기반의 연구들을 살펴보면,Cheng,Thomson,

Smith & Stanley(2003)는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Ingadottir&
Thome(2006)은 웹 기반의 교육이 산후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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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그리고 국내에서는 배정이(1999)가 산후우울 관리를 위한 멀티미디어
재택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고,두현정(2004)이 웹 기반의 교육을 적용하여 산모
의 자가 및 신생아 간호에 대한 지식 및 행위 증진을 확인하였으며,김정수(2005)
가 모성 역할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성자존감,영아
에 대한 지각,모성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증진시켰다.
이상의 문헌들을 통해 웹 기반의 산모 교육은 종전의 구두설명이나 팜플렛,

유인물 등에 의해 이루어지던 산모 교육의 공간,시간,자원 등에 대한 제한점과
교육 후 그 내용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산
모 교육이 이루어지게 함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산모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 된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따라서 웹
기반 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되,산모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내용을 구
성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특히,산후 외출을 자제하는 전통적
인 산후조리법을 선호하며 이미 인터넷 사용에 익숙해진 우리나라 여성들의 특성
을 고려할 때 웹을 이용한 산후 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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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구구구성성성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인간은 신체,정신,사회․문화,영적 총체로 역동적인 평형 속에서 기능하며
이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나 요인이 결여될 때 간호요구가 발생하게
된다.산후 산모는 임신․분만으로 인한 신체․생리적,정신․심리적,사회․문화
적 변화로부터의 회복과 적응,재적응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모성전환 과업과 관
련하여 생리적인 요구와 사회․심리적인 요구가 발생하며(유은광 등,2000),신생
아는 출생 후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생리적,발
달적 사회․심리적 변화로부터 적응하며(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2006)생리적 요
구,발달적 요구,사회․심리적인 요구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모와 신생아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산후간호관리 지식과 행위를 증
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기반으로 시도되었다.

그림 1.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 구성의 개념
*점선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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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333...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산욕기 동안 산후간호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건강행위
를 도모하고자 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의 간호요구를
반영한 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333...222...연연연구구구절절절차차차

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간호관리 프로그램은 다음의 일곱 단계를 거쳐 개발되
었다<그림 2>.
첫 번째 단계로 산후간호관리 교육 및 요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

고찰을 통해 프로그램의 기본 내용과 구성을 결정하였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출
산 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공자 3인과의 면담과 간호학과 교수 2인,산부인과 전문
의 1인,소아과 전문의 1인,산부인과 병동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
2인 그리고 신생아실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
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을 평가받고 수정․보완하였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수정․보완된 내용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내에 삽입될 멀티미디
어 자료를 수집․제작하고,프로그램 운영방법을 구체화 하였다.네 번째 단계에
서는 프로그램을 웹에 구현하였다.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가상의 산모 자료를 이
용하여 구현된 프로그램의 가동성을 검증하였다.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웹 사이트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웹 및 임상 전문가와 프로그램 사용자인 산모로부터 프로그
램을 평가 받았다.마지막 단계에서는 전문가와 산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프
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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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내용 구성

⇩

2단계 :면담 및 자문을 통한 프로그램 내용 수정․보완
⇩

3단계 :멀티미디어 자료수집 및 프로그램 운영방법 구체화
⇩

4단계 :웹에 프로그램 구현

⇩

5단계 :가상의 산모 자료를 이용한 프로그램 가동성 검증

⇩

6단계 :웹 및 임상 전문가와 프로그램 사용자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

⇩

7단계 :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 완성

그림 2.프로그램 개발 과정

333...222...111...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분분분석석석을을을 통통통한한한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내내내용용용 구구구성성성

K-MeSH 용어 추천 시스템(KTAP:K-MeSH Term AccessProgram)을 이용하
여 ‘산욕기(puerperium), 산후관리(postpartum management), 산욕기 간호
(puerperium nursing care),산욕기 요구(puerperium need),산후간호 관리
(postpartum caremanagement),산후관리 요구(postpartum managementneed)’의
키워드를 추출했다.추출된 키워드를 학술연구정보의 통합검색이 가능한 ‘한국교
육학술정보원’과 ‘PubMed’제공하는 검색 엔진으로 검색하여 산모 또는 신생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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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요구를 조사한 연구와 간호 중재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선정․분석하고 프
로그램의 기본 내용을 구성하였다.

333...222...222...면면면담담담 및및및 자자자문문문을을을 통통통한한한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내내내용용용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일차적으로 구성한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에 대해 출산 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
공자 3인과 간호학과 교수 2인,산부인과 전문의 1인,소아과 전문의 1인,산부인
과 병동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 2인 그리고 신생아실에서의 근무경
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였다.그 결
과 프로그램 내용의 산만함,각 시기별 산모와 신생아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
하기 위한 교육 내용의 추가,삭제 및 강화,정보제공 우선순위 결정 등이 지적되
어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333...222...333...멀멀멀티티티미미미디디디어어어 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및및및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운운운영영영방방방법법법 구구구체체체화화화

전 단계에서 수정․보완된 프로그램 내용에 근거하여 문헌고찰과 사진촬영 등
을 통해 텍스트와 그래픽 이미지의 형태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집․제작하고,사
이트 맵과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구체화 하였다.

333...222...444...웹웹웹에에에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구구구현현현

웹 사이트 전문 제작업체에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여 산모들이 친숙하게 본 시
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안하고 쉽게 프로그램을 설계한 후 웹에 산후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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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555...가가가상상상의의의 산산산모모모 자자자료료료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가가가동동동성성성 검검검증증증

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에 따라 제공되는 산후맞춤정보를 확인할 수 있
도록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16명의 가상 산모 자료를 생성한 후 웹에 구
현된 본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프로그램의 가동성을 검증하였다.그 결과 링크 접
속,팝업창 생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수정하였다.

333...222...666...웹웹웹 및및및 임임임상상상 전전전문문문가가가와와와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사사사용용용자자자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평평평가가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정보 사이트에 대한 평가
도구와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과 잘됐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산모에
게 권할 것인지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고,프로그램의 기술적인 측면을
평가받기 위해 웹 전문가를,그리고 질적 측면을 평가받기 위해 임상 전문가와 프
로그램 사용자인 산모를 프로그램 평가자로 선정하였다.웹 및 임상 전문가와 산
모는 프로그램 안내서를 이용하여 가상의 산모 자료 또는 자신의 산후시기,분만
방법,수유형태에 따른 산후 맞춤정보를 확인한 후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
웹 전문가 평가를 위해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웹 서비스 제작자 2인,웹

디자이너 1인,의용컴퓨터 시스템 전공 생체신호처리 담당연구원 3인으로 구성된
총 6인에게 본 프로그램을 평가하도록 하였다.웹 전문가 평가 도구는 Korea
InstituteforHealthandSocialAffairs(2000)의 ‘인터넷 보건정보 인증제도 도입방
안 척도'를 오유미(2001)가 수정한 평가척도를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도구의 구
성은 사이트의 목적성,신뢰성,용이성,권위성,환류성,지속성을 평가하도록 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용이성에 대한 문항 중 산후정보를 제공하는 본
프로그램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도움말 기능,검색 기능에 관한 문항과,지속성에
대한 문항 중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평가하기에 적절치 않은 최종 갱신일과 갱
신주기에 관한 문항을 제외한 총 17문항을 사용하였으며,도구의 총 점수 가능 범
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5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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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전문가 평가를 위해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모성간호학 교수 1인,아
동간호학 교수 2인,간호정보학 교수 1인,산부인과 전문의 1인,소아과 전문의 1
인,산부인과 병동 간호사 2인,신생아실 간호사 2인으로 구성된 총 10인과 프로
그램 사용자 평가를 위해 W시의 OO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산후
7일 이내의 산모 2인,산후 8일에서 14일 이내의 산모 3인,산후 15일에서 28일
이내의 산모 3인으로 구성된 총 8인에게 본 프로그램을 평가하도록 하였다.임상
전문가 및 산모의 평가 도구는 Doll& Torkzadeh(1988)의 ‘End-UserComputing
SatisfactionMeasures'를 최정실(2006)이 수정․보완한 평가척도를 산모와 신생아
에게 맞게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원 도구는 시스템 효율성,시스템 편리성,디자
인,정보의 적합성,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도록 된 4점 척도의 총 17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중 화면의 선명도와 화면 색감의 조화로움
을 확인하는 2문항을 추가한 총 19문항을 사용하였으며,도구의 총 점수 가능 범
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4점이다.

333...222...777...웹웹웹 기기기반반반의의의 맞맞맞춤춤춤형형형 산산산후후후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완완완성성성

프로그램 평가 결과 구체적인 정보제시,잘못된 정보 교정,팝업창의 크기 확
대,최근 update날짜 기입,게시판 설치 등이 지적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
여 이를 수정․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웹 기반의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완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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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444...111...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분분분석석석을을을 통통통한한한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내내내용용용 구구구성성성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산후 간호관리 요구 및 교육과 관련된 국내외의 간
호학 연구는 총 188편(국내 67편,국외 121편)이었으며,그 중 산모나 신생아의 간
호요구를 조사한 연구는 총 51편(국내 11편,국외 40편),간호 중재의 효과를 검증
한 연구는 총 36편(국내 11편,국외 25편)이었다.그러나 대부분의 산모가 전통적
인 산후조리 방법을 수용하므로 본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을 위해
우리나라 산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산후 자가간호 및 신생아간호 요구를 조사한
양미숙(2003),장순복 등(1999),전영자(1997),조결자,정연과 백승남(2000),조은아
(2002),그리고 한인재(2002)의 연구를 분석하였다<표 1,표 2>.
분석한 결과,산후 산모의 자가간호와 관련된 요구에는 유방 마사지법,모유수

유 방법,좌욕 방법,훗배앓이 관리방법,성생활 가능시기,병원에 와야 할 증상,
산후 제한되는 활동,산후운동 방법,산후우울,세발과 목욕이 가능한 시기,산후
영양섭취,치질관리 등이 있었고,산후 산모의 신생아간호와 관련된 요구에는 아
플 때 증상 파악,기저귀 발진 예방,제대소독,예방접종,체온측정,놀이 지도,정
상적인 성장과정 파악,편하게 안아주기,대변 양상 파악,목욕 방법 등이 있었다.
따라서 자가간호를 수유 및 유방,회음부 및 오로,좌궁퇴축,월경 및 성생활,질
병 및 투약,수면 및 활동,운동,정서변화,환경 및 위생,영양과 수분섭취,대소
변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신생아간호를 질병관리,피부관리,제대관리,투약,
체온,놀이,성장발달,상호작용,환경 및 안전,대소변,목욕 및 마사지의 영역으
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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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산후 자가간호 요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분석

영역 간호요구 전영자
(1997)

장순복 등
(1999)

조결자 등
(2000)

조은아
(2002)

양미숙
(2002)

한인재
(2003)

수유 및 유방 청결 &마사지 ∨ ∨ ∨
젖 짜는법 ∨ ∨
열상 예방법 ∨ ∨
젖 잘나오게 하는 방법 ∨ ∨ ∨ ∨
젖 마르게 하는 방법 ∨ ∨ ∨
유방모양 유지법 및 검진법 ∨ ∨ ∨
울혈과 젖 몸살관리 ∨
모유수유 장점 ∨
수유방법 ∨ ∨
하루 모유수유 횟수(시간,간격) ∨ ∨ ∨
수유시 자세 ∨ ∨
젖꼭지 물리는 법 ∨ ∨
분유양 &타는 방법 ∨ ∨
우유병 소독법 ∨ ∨ ∨
안전한 인공수유방법 ∨ ∨
수유후 트림 ∨ ∨ ∨ ∨
우유제품 변경 방법 ∨
우유 온도 보기 ∨ ∨

회음부 및 오로 상처관리 ∨ ∨
좌욕 ∨ ∨ ∨
오로의 변화 ∨ ∨ ∨

자궁퇴축 훗배앓이에 대한 지식 ∨
훗배앓이 해결책 ∨

월경 및 성생활 월경시작시기 ∨ ∨ ∨
성생활가능시기 ∨ ∨ ∨ ∨
피임방법 ∨ ∨ ∨ ∨

질병 및 투약 병원에 와야 할 위험증상 ∨ ∨ ∨
수유부가 금해야 하는 약물 ∨ ∨ ∨

수면 및 활동 충분한 수면 및 휴식 법 ∨ ∨
집안일 가능시기 ∨ ∨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 이유&시기 ∨ ∨ ∨

운동 체중조절방법 ∨ ∨
산후운동 방법 ∨ ∨ ∨ ∨
Kegel운동 ∨ ∨

정서변화 기분변화,정서적 긴장관리법 ∨ ∨
우울증 ∨
모성됨의 마음의 준비 ∨

환경 및 위생 한냉노출 ∨
세발가능 시기 ∨ ∨ ∨ ∨
목욕가능 시기 ∨ ∨ ∨ ∨

영양과 수분섭취 영양과 수분섭취 ∨ ∨ ∨ ∨
대소변 대소변보기 ∨

변비예방법 ∨ ∨ ∨
치질관리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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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산후 신생아간호 요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영역 간호요구 전영자
(1997)

장순복 등
(1999)

조결자 등
(2000)

조은아
(2002)

양미숙
(2002)

한인재
(2003)

질병관리 감염 ∨ ∨ ∨
호흡곤란 ∨ ∨
열 ∨ ∨
경련 및 발작 ∨ ∨
설사 ∨ ∨
구토 ∨ ∨ ∨ ∨
아구창 ∨ ∨
선천성대사이상 ∨
딸꾹질 ∨
복통 ∨
황달 ∨ ∨ ∨
눈병 ∨
아플때 증상 ∨ ∨ ∨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 ∨ ∨ ∨
병원으로 와야 할 증상 ∨ ∨ ∨
의료자원 활용 ∨
포경수술 후 관리 ∨

피부관리 기저귀발진 예방 및 관리법 ∨ ∨ ∨ ∨ ∨
피부질환(발진,습진 등)관리법 ∨ ∨ ∨

제대관리 제대소독 및 떨어질 때 관리 ∨ ∨ ∨ ∨ ∨
제대 염증 증상 ∨

투약 예방접종 ∨ ∨ ∨ ∨ ∨ ∨
약 먹이는 법 ∨ ∨
안약 넣는 법 ∨

체온 체온 조절법 ∨
정상체온 ∨
측정법 ∨ ∨ ∨ ∨ ∨

성장발달 정상적인 과정 ∨ ∨ ∨ ∨
울음의 의미 ∨ ∨ ∨ ∨ ∨ ∨
울 때 달래는 법 ∨ ∨ ∨
행위의 의미 ∨
정상적인 수면상태 ∨ ∨ ∨ ∨ ∨
수면시간 ∨
잘 재우는 법 ∨ ∨
빛,소리에 대한 반응 ∨ ∨ ∨ ∨
배고플 때의 반응 ∨ ∨ ∨ ∨

놀이 좋은 장난감 선택 ∨ ∨ ∨
신생아 놀이지도 ∨ ∨

상호작용 친해지는 법 ∨ ∨
신생아 성격 ∨
포옹과 쓰다듬는 법 ∨ ∨
친척과 얼굴 익히기 ∨

환경 및 안전 좋은 음악 선택 ∨
주위 청결
실내 온도 및 습도 ∨ ∨ ∨ ∨
안전하게 다루는 법 ∨
편하게 안아주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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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산후 신생아간호 요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계속)

또한 산후 산모의 간호요구는 산후시기,분만경험,자녀 수,수유형태 등에 따
라 달라지므로 맞춤형 산후정보제공을 위해 산후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산모의 자
가간호와 신생아간호 요구를 조사한 박영숙(1991),장순복 등(1999),Adams(1963),
Bull& Lawrence(1985),Davisetal(1987),Gruis(1977),그리고 Judith(1994)의 연
구를 분석하였다<표 3>.
분석한 결과,출산 후 1주 동안에는 유방관리,수유법,개인위생,한냉노출,영

양관리,질 분비물 변화,제대관리,목욕,기저귀 갈기,질병 증상 파악 등에 대한
요구가,산후 2주 동안에는 수유,목욕,기저귀 갈기 등을 포함한 신생아의 안위를
위한 일상적인 간호에 대한 요구가,산후 4주 이후부터의 산후 몸매관리,운동방
법,성생활,피임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영역 간호요구 전영자
(1997)

장순복 등
(1999)

조결자 등
(2000)

조은아
(2002)

양미숙
(2002)

한인재
(2003)

대소변 기저귀 가는법 ∨ ∨ ∨
대변 닦아주는 법 ∨
대변의 정상 &비정상 양상

∨
∨

∨ ∨
∨

모유와 인공수유시 대변차이 ∨
하루 대소변 횟수 ∨
정상 대소변 색깔 ∨
변비증상 ∨

목욕 및 마사지 눈,코,귀 닦는법 ∨ ∨
아기 목욕시키는 방법 ∨ ∨ ∨ ∨ ∨
손발톱 깎아주기 ∨ ∨
마사지 및 체조 ∨ ∨
옷 입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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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산후 시기별 간호요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출산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Adams(1963) 신생아 수유법
▲

제대간호,포경수술
Gruis(1977) ▲

몸매의 회복,정서적 긴장해소,수유
가족의 요구조정에 대한 관심,아기행동의 의미파악

Bull&Lawrence(1985) 아기의 신체적 돌봄,유방관리
질병증상파악,목욕,제대관리,
수유,옷입히기,기저귀관리

Davisetal(1987) 영아질병,수유,투약
제대간호,체온측정

박영숙(1991) 수유,목욕,안는 것,기저귀 가는 것,
신생아의 정상적 생리적 반응(구토,딸국질,피부발진)
산모의 첫 세발과 목욕,산후운동,가사

Judith(1994) 수유,배꼽관리,
신체적 증상

일상적인 간호내용
▲

신생아 안위,신생아 이상 증상

장순복 등(1999)
샤워,위생관리,
한냉노출,산후영양관리
신생아 배변양상,
제대관리,울음특성

▲ ▲
산후운동 피임

질분비물의 변화,신생아 수면 성생활
아기행위,예방접종

아기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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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산후 자가간호 및 신생아간호 요구를 간호요구영
역과 간호요구내용으로 분류한 후,산후 시기별로 간호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표 4>.
그 결과,산모의 자가간호와 관련해서는 회음부 및 오로,자궁퇴축,위생 및 환

경,유방,수면,영양과 수분섭취,대소변,모유수유,인공수유,환경,정서,투약,월
경 및 성생활의 간호요구영역과 이에 따른 훗배앓이 해결법,좌욕,한냉노출,목욕
가능 시기,열상 예방법,젖 마르게 하는 법,울혈,젖 몸살관리,집안 일 가능시
기,산후운동 방법 등의 간호요구내용이,신생아간호와 관련해서는 제대관리,대소
변,목욕,질병관리,피부관리,체온,울음,상호작용,수면,반응,환경,안전,마사
지,투약,성장발육,놀이의 간호요구영역과 이에 따른 제대소독,염증 증상,기저
귀 가는법,대변의 양상,변비 증상,목욕 시키는 법,응급처치법,기저귀 발진 예
방법,체온 측정법,울음의 의미,정상적인 수면상태 등의 간호요구내용이 구성되
었으며,이에 대한 정보가 '출산 ~산후 2주','출산 ~산후 4주','출산 ~산후 6주
'간 제공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23 -

표 4.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내용 구성
교육제공 시기 간호요구영역 간호요구내용
출산 ~산후 2주 산모 회음부 및 오로 상처관리

좌욕
자궁퇴축 훗배앓이

즉시 병원에 와야 할 증상
위생 및 환경 한냉노출

목욕 및 머리감아도 되는 시기
신생아 제대관리 제대소독

떨어질 때 관리
배꼽 염증 증상

대소변 기저귀 가는 법
대변 닦아주는 법
대변의 정상 &비정상 양상
모유와 인공수유 시 대변차이
하루 대소변 횟수
정상 대소변 색깔
변비증상

목욕 눈,코,귀 닦는법
아기 목욕시키는 방법
손발톱 깎아주기
옷 입히기

출산 ~산후 4주 산모 유방 청결 & 마사지
젖 짜는 법
열상 예방법
젖 잘나오게 하는 방법
젖 마르게 하는 방법
유방모양 유지법 및 검진법
울혈과 젖 몸살관리

회음부 및 오로 오로의 변화
수면 충분한 수면 및 휴식 법
영양과 수분섭취 산모영양
대소변 소대변보기

변비예방법
치질관리법

신생아 질병관리 호흡곤란
열
경련 및 발작
설사
구토 및 딸꾹질
아구창
복통
황달
아플때 증상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법
즉시 병원으로 와야 할 증상

피부관리 기저귀발진 예방 및 관리법
피부질환(발진,습진 등)관리법

체온 체온 조절법 및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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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내용 구성(계속)
교육제공 시기 간호요구영역 간호요구내용
출산 ~산후 4주 산모 모유수유 모유수유 장점

수유방법
젖 잘나오게 하는 방법
유방 마사지
하루 모유수유 횟수(시간,간격)
수유 시 자세
젖꼭지 물리는 법

인공수유 분유 양 & 타는 방법
우유병 소독법
안전한 인공수유방법
수유 후 트림
우유제품 변경 방법
우유 온도 보기

신생아 울음 울음의 의미
달래는 법

상호작용 친해지는 법
신생아 성격
포옹 & 쓰다듬는 법
친척과 얼굴 익히기

수면 정상적인 수면상태
수면시간
잘 재우는 법

반응 빛,소리에 대한 반응
배고프거나 혹은 부를 때

출산 ~산후 6주 산모 활동 집안일 가능시기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 이유&시기

정서 기분변화,정서적 긴장 관리법
우울증

회음부 및 오로 Kegel운동
투약 수유부가 금해야 하는 약물

신생아 환경 좋은 음악 선택
주위 청결
실내 온도 및 습도

안전 안전하게 다루는 법
마사지
투약 예방접종

약 먹이는 법
안약 넣는 법

성장발육
놀이 좋은 장남감 선택

신생아 놀이지도
산후 4주 ~산후 6주 산모 월경 및 성생활 월경시작시기

성생활가능시기
피임방법

활동 산후운동
체중조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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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면면면담담담 및및및 자자자문문문을을을 통통통한한한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내내내용용용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면담 및 자문을 통해 지적된 프로그램 내용이 산만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산후시기를 ‘출산 ~산후 7일’,‘산후 8일 ~산후 14일’,‘산후 15일 ~산후 28
일’그리고 ‘산후 29일 ~산후 42일’로,분만방법을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으
로,수유형태를 ‘모유수유’와 ‘인공수유’로 분류하고,이러한 분류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요구가 부합될 수 있도록 산모의 간호요구영역을 개인위생 및 환경,영
양,수술부위 관리 및 오로,수유 및 유방관리,활동 및 운동,정서변화 그리고 성
생활로 신생아의 간호요구영역을 제대관리,목욕 및 마사지,대소변,울음,수면,
예방접종 그리고 정상발달로 재구성하여 프로그램의 내용도를 구성하였다<그림
3>.

그림 3.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의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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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대상은 건강한 산모와 신생아 이므로,간호요구내용 중 산모의
약물,변비,치질관리,신생아의 호흡곤란,열,경련,발작,아구창,복통 등의 병적
상태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였고,산후 구강위생,보양음식,모유를 짜서 먹일 경
우의 관리,예방접종 일정표 등과 관련된 내용은 추가하였으며,산모의 모유수유
방법,분유수유방법,유방 울혈,유방마사지,산후 운동,신생아의 통 목욕,대변,
울음 등의 내용은 정보제공 기간을 연장하여 각 시기별 제공되는 내용들을 강화
하였다.각 시기별 교육 내용을 추가,삭제 및 강화 후 재구성한 프로그램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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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각 시기별 교육 내용의 추가,삭제 및 강화를 통한 프로그램 내용 구성

특성 간호요구영역 간호요구내용
출산 ~산후 7일 산후 8일 ~산후 14일 산후 15일 ~산후 28일 산후 29일 ~산후 42일

산모 생리적 요구 개인위생 및 환경
산후구강 및 개인위생,산후조리환경

영양 산후영양

산후식단 보양음식,모유수유를 돕는 식사
수술부위관리 및 오로 회음․제왕절개 관리,좌욕,패드교환방법

오로
수유 및 유방관리 모유수유 장점,분유란?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전략,
모유를 짜서 먹일 경우의 관리

모유수유방법,분유먹이는 방법․주의점

유방울혈,유두열상,유방마사지,젖 말리는 법
활동 및 운동 산후활동,산후 운동

산후운동의 효과,몸매관리 몸매관리시작시기,안전한 몸매관리방법
성생활

성생활 가능시기

배란과 월경 산후피임,남성피임법,여성피임법

사회․심리적 요구 정서변화 산후우울,극복법

애착 및 유대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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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각 시기별 교육 내용의 추가,삭제 및 강화를 통한 프로그램 내용 구성(계속)

특성 간호요구영역 간호요구내용
출산 ~산후 7일 산후 8일 ~산후 14일 산후 15일 ~산후 28일 산후 29일 ~산후 42일

신생아 생리적 요구 제대관리
제대관리 중요성․주의점 제대 떨어진 후 관리

목욕 및 마사지 신생아 목욕 장점,부분 목욕 마사지 시작시기․주의사항․방법

신생아 통목욕,신생아 마사지 장점
대소변 기저귀 갈기,발진 다양한 대변 양상,대변에 대한 상식

신생아 대변,소변
예방접종

B형간염 BCG접종 예방접종 일정표․주의사항
기타

구토 및 딸꾹질,황달
사회․심리적 요구 기타 안아주기
발달적 요구 울음

신생아 울음
수면

신생아 수면
정상발달 신생아 감각,반사

신생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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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기별 산모와 신생아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장순복 등(1999)
의 문헌을 근거로 간호요구영역의 우선순위를 시기별로 구성하였다.후향적인 방
법으로 산후 6개월 동안 산모와 신생아의 간호요구를 조사한 장순복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산후 1주 이내에는 산모의 경우 위생관리에 대한 간호요구가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는 한․냉의 노출과 산후영양,질 분비물의 변화에 대한 간
호요구 순이었다.그리고 신생아의 경우 제대관리에 대한 간호요구가 가장 높았으
며,배변 양상,울음,수면에 대한 간호요구 순이었다.산후 2주 ~산후 3주에는
산모의 경우 질 분비물 변화에 대한 간호요구가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는 한․
냉의 노출,산후영양 순이었으며,신생아의 경우 수면양상과 울음의 특성에 대한
간호요구가 가장 높았다.산후 1개월에는 산모의 경우 산후운동에 대한 간호요구
가 높았고,신생아의 경우 예방접종에 대한 간호요구가 가장 높았다.그리고 산후
2개월에는 산모의 경우 산후운동에 대한 간호요구가 높았다.이를 참조하여 각 시
기별 산모와 신생아의 간호요구영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제공되도록 간호요구영역 흐름도를 구성하였다<그림 4,그림 5,그림 6,그림 7>.

그림 4.'출산 ~산후 7일'간호요구영역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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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산후 8일 ~산후 14일'간호요구영역 흐름도

그림 6.'산후 15일 ~산후 28일'간호요구영역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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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본 프로그램의 '산후 29일 ~산후 42일'간호요구영역 흐름도

444...333...멀멀멀티티티미미미디디디어어어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및및및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운운운영영영 방방방법법법 구구구체체체화화화

멀티미디어 자료수집을 위해 기존 문헌(김귀경,2003;남은숙,1997;류경희,
2003;박미경,2003;연승은,2003;이정숙,2003;정금희,1997;최경화,2001;최정
화,2002)을 토대로 산모의 자가간호와 신생아간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200page의 텍스트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였으며,아기 모형뿐만 아니라 산모의 동
의를 얻고 실제 아기와 산모를 사진 촬영하여 100cut의 그래픽 이미지 형태로 저
장하였다.
또한 사이트 맵 작성을 통해 ‘출산 ~산후 7일’,‘산후 8일 ~산후 14일’,‘산후

15일 ~산후 28일’그리고 ‘산후 29일 ~산후 42일'의 산후시기에 따른 산모와 신
생아의 간호요구에 맞는 맞춤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요구영역과 간호요구
내용을 조직화 시켰으며,이를 토대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방법
을 구체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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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웹웹웹에에에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구구구현현현

본 프로그램은 http://www.mj.pin.kr에서 개발되어 http://www.postpartum.kr
에서 구현되었으며,프로그램의 서버 및 개발환경은 다음과 같다.

444...444...111...서서서버버버

-H/W :HP/ProLiantDL140G3
-OS:Linux2.6.9-42.0.3.EL
-WebServer:Apache/1.3.37(Unix)PHP/4.4.4
-Database:Mysql4.0.27

444...444...222...개개개발발발환환환경경경

프로그래머
-H/W :AMD Athlon(TM)XP2800+,1GRam,Gforce7200GT
-S/W :OS:WindowsXP

개발도구 :Editplus
DB클라이언트 :mysql-front

디자이너
-H/W :IntelCore2Duo,2GRam,Gforce7200GT
-S/W :OS:WindowsXP

2D :AdobePhotoshopC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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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55...가가가상상상의의의 산산산모모모 자자자료료료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가가가동동동성성성 검검검증증증

웹에 구현된 본 프로그램의 가동성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의 예와 같은 가상의
산모 자료를 생성하였다.

'''fffaaakkkeeedddaaatttaaa111'''의의의 예예예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01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01@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 5월 10일(산후 5일째)
분만방법 :자연분만
수유방법 :모유수유

가상의 산모 자료를 이용하여 웹에 구현된 본 프로그램의 가동성을 검증한 결
과 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에 따라 제공되는 맞춤정보의 로직 직접회로에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프로그램에 삽입된 관련 사이트로의 링크가 이루어
지지 않고,맞춤정보 팝업창의 생성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관련 사
이트로의 링크가 모두 이루어지고,팝업창이 로그인과 동시에 빠르게 생성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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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66...웹웹웹 및및및 임임임상상상 전전전문문문가가가와와와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사사사용용용자자자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평평평가가가

444...666...111...웹웹웹 전전전문문문가가가 평평평가가가

웹 전문가 집단의 평균연령은 27.33세,평균 임상경력은 46.67개월,학력은 석
사 1명(16.7%)그리고 학사 5명(83.3%)이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점수 가능 범위 0-50점 중 36.67±3.27점

이었으며,목적성이 점수 가능 범위 0-16점 중 15.83±0.4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권위성이 점수 가능 범위 0-9점 중 2.00±1.5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표 6>.

표 6.웹 전문가의 프로그램 평가
(N=6)

평가기준 및 항목 점수범위 점수
Mean±SD

목적성 0-16 15.83±0.41
목적 0-4 4.00±0.00
대상 0-4 4.00±0.00
내용의 일관성 0-4 4.00±0.00
내용의 범위와 깊이 0-4 3.83±0.41

신뢰성 0-8 5.00±1.67
지원기관의 기재 0-4 2.50±0.84
지원기관 연락처 0-4 2.50±0.84

용이성 0-6 5.50±1.22
위치표시 0-3 2.50±1.23
내용소개 0-3 3.00±0.00

권위성 0-9 2.00±1.55
저자여부 0-3 0.50±1.23
저자의 연락처 0-3 1.50±1.64
저자에 대한 인증 0-3 0.00±0.00

환류성 0-4 2.67±0.82
의견수렴기전 0-4 2.67±0.82

지속성 0-7 5.67±2.07
링크접속 0-4 2.67±2.07
제작일 표시 0-3 3.00±0.00

합계 0-50 36.6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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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인 질문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으로 동영상과 플래시의 사용,신생
아 질환,응급상황,남편의 역할 등의 구체적 제시,팝업창의 크기 확대,정보의
출처 기재,학습하기 메뉴 생성에 대한 의견이 각각 1명씩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
정하였다.
잘 된 부분에서는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과 컴퓨터 기능에 능숙

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간결한 사이트 구성 및 깔끔하고 세련된 디
자인에 각 3명씩 의견이 있었고,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정보에 1명의 의견이 있었
다.
본 프로그램을 산모에게 권하겠느냐는 질문에는 6명(100.0%)모두가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444...666...222...임임임상상상 전전전문문문가가가 평평평가가가

임상 전문가 집단의 평균 연령은 39.2세,평균 임상경력은 129.9개월,학력은
박사 4명(40.0%),석사 3명(30.0%)그리고 학사 3명(30.0%)이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점수 가능 범위 0-4점 중 3.23±0.27점이었

으며,시스템 효율성이 점수 가능 범위 0-4점 중 3.60±0.4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였으며,시스템 편리성이 점수 가능 범위 0-4점 중 2.93±0.49점으로 가장 낮
은 점수를 보였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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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임상 전문가의 프로그램 평가
(N=10)

평가기준 및 항목 점수범위 점수
Mean±SD

시스템 효율성 0-4 3.60±0.46
용이한 접속 0-4 3.70±0.48
빠른 정보탐색 0-4 3.50±0.53

시스템 편리성 0-4 2.93±0.49
용이한 운영자와의 연락 0-4 2.80±0.63
용이한 시스템 사용 0-4 3.10±0.74
친근한 사용법 0-4 2.90±0.57

디자인 0-4 3.00±0.47
만족스러운 디자인 0-4 2.90±0.32
선명한 화면 0-4 3.00±0.67
조화로운 화면색감 0-4 3.10±0.74

정보의 적합성 0-4 3.10±0.32
정확한 내용 0-4 3.30±0.48
충분한 내용 0-4 2.90±0.32
명확한 내용 0-4 3.20±0.42
산모에게 필요한 정보 0-4 3.20±0.42
신생아에게 필요한 정보 0-4 3.00±0.50
믿을 수 있는 정보 0-4 3.30±0.48
최신의 정보 0-4 2.90±0.57
상세한 정보 0-4 2.90±0.57
일목요연한 정보 0-4 3.10±0.32

정보의 유용성 0-4 3.33±0.44
산후관리와 관련된 정보 0-4 3.40±0.52
산후관리 시 유용한 정보 0-4 3.40±0.52
이해하기 쉬운 정보 0-4 3.20±0.42

합계 0-4 3.23±0.27

개방적인 질문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으로 실제 아기사진 첨부,산후운동
및 모유수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래픽 이미지 제시,팝업창의 크기 확대,신
생아 간호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최근 update된 날짜 기입,그리고
젖 말리는 법,수유 중 체중관리,신생아의 일광노출에 대한 잘못된 정보 교정,쉽
게 홈으로 되돌아가기에 대한 의견이 각각 1명씩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잘된 부분에서는 산후시기 및 산모의 특성에 따라 맞춤 정보 제공에 6명,모르

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정보 지적,내용이 간단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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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이해하기 쉬었음,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로 되는 내용만 수록에 각 1명씩의
의견이 있었다.
본 프로그램을 산모에게 권하겠느냐는 질문에는 9명(90.0%)이 “그렇다”를,1명

(10.0%)이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444...666...333...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사사사용용용자자자 평평평가가가

프로그램 사용자 집단의 평균 연령은 29.3세,분만경력은 초산 6명(75.0%),경
산 2명(25.0%),분만형태는 자연분만 6명(75%),제왕절개분만 2명(25%),수유형태
는 10명(100.0%)모두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으며,5명(62.5%)의 산모가 병원 및 보
건소의 간호사로부터 산후관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점수 가능 범위 0-4점 중 2.84±0.31점 이

었으며,시스템 효율성이 점수 가능 범위 0-4점 중 3.19±0.37점으로 가장 높은 점
수를 보였으며, 정보의 적합성이 점수 가능 범위 0-4점 중 2.59±0.5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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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프로그램 사용자의 프로그램 평가
(N=8)

평가기준 및 항목 점수범위 점수
Mean±SD

시스템 효율성 0-4 3.19±0.37
용이한 접속 0-4 3.25±0.46
빠른 정보탐색 0-4 3.13±0.35

시스템 편리성 0-4 2.75±0.35
용이한 운영자와의 연락 0-4 3.00±0.54
용이한 시스템 사용 0-4 2.63±0.52
친근한 사용법 0-4 2.63±0.52

디자인 0-4 2.87±0.47
만족스러운 디자인 0-4 2.88±0.64
선명한 화면 0-4 3.00±0.54
조화로운 화면색감 0-4 2.75±0.47

정보의 적합성 0-4 2.59±0.56
정확한 내용 0-4 2.88±0.35
충분한 내용 0-4 2.38±0.92
명확한 내용 0-4 2.50±0.76
산모에게 필요한 정보 0-4 2.50±0.54
신생아에게 필요한 정보 0-4 2.38±0.52
믿을 수 있는 정보 0-4 2.75±0.46
최신의 정보 0-4 2.88±0.84
상세한 정보 0-4 2.50±1.07
일목요연한 정보 0-4 2.63±1.06

정보의 유용성 0-4 2.83±0.25
산후관리와 관련된 정보 0-4 2.88±0.35
산후관리 시 유용한 정보 0-4 2.75±0.46
이해하기 쉬운 정보 0-4 2.88±0.35

합계 0-4 2.84±0.31

출산 후 시기에 따른 프로그램의 전체 평가는 ‘출산 ~산후 7일’에는 3.23±0.33
점,‘산후 8일 ~14일’에는 2.82±0.17점,‘산후 15일 ~42일’에는 2.61±0.15점으로,
‘산후 15일 ~42일’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출산 ~산후 7일’에는 정
보의 유용성이 3.00±0.00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으나 ‘산후 8일 ~14일’과 ‘산후
15일 ~42일’에는 정보의 적합성이 2.59±0.45점과 2.11±0.11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
았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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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프로그램 사용자의 산후시기에 따른 평가기준별 프로그램 평가
(N=8)

평가항목별로는 ‘출산 ~산후 7일’에는 최신의 정보,상세한 정보,일목요연한
정보에 관한 항목들이 4.00±0.00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용이한 시스템 사용에
관한 항목이 2.50±0.71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산후 8일 ~14일’에는 용이한
접속,빠른 정보탐색,용이한 운영자와의 연락,용이한 시스템 사용,만족스러운
디자인,선명한 화면,정확한 내용,충분한 내용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에 관
한 항목이 3.00±0.00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명확한 내용,일목요연한 정보에
관한 항목이 2.33±0.16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산후 15일 ~42일’에는 용이한
접속에 관한 항목이 3.33±0.58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충분한 내용에 관한 항
목이 1.33±0.58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표 10>.

평가기준 출산~산후7일(n=2) 산후8일~14일(n=3) 산후15일~42일(n=3)
Mean±SD Mean±SD Mean±SD

시스템 효율성 3.50±0.71 3.00±0.00 3.17±0.29
시스템 편리성 3.00±0.47 2.89±0.19 2.44±0.19
디자인 3.33±0.47 2.89±0.19 2.56±0.51
정보의 적합성 3.33±0.00 2.59±0.45 2.11±0.11
정보의 유용성 3.00±0.00 2.78±0.38 2.78±0.19
합계 3.23±0.33 2.82±0.17 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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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프로그램 사용자의 산후시기에 따른 평가항목별 프로그램 평가
(N=8)

평가기준 평가항목 출산~산후7일(n=2) 산후8일~14일(n=3) 산후15일~28일(n=3)
Mean±SD Mean±SD Mean±SD

시스템 효율성 용이한 접속 3.50±0.71 3.00±0.00 3.33±0.58
빠른 정보탐색 3.50±0.71 3.00±0.00 3.00±0.00

시스템 편리성 용이한 운영자와의 연락 3.50±0.71 3.00±0.00 2.67±0.58
용이한 시스템 사용 2.50±0.71 3.00±0.00 2.33±0.58
친근한 사용법 3.00±0.00 2.67±0.58 2.33±0.58

디자인 만족스러운 디자인 3.50±0.71 3.00±0.00 2.33±0.58
선명한 화면 3.50±0.71 3.00±0.00 2.67.±0.58
조화로운 화면색감 3.00±0.00 2.67±0.58 2.67±0.58

정보의 적합성 정확한 내용 3.00±0.00 3.00±0.00 2.67±0.58
충분한 내용 3.00±0.00 3.00±0.00 1.33±0.58
명확한 내용 3.00±0.00 2.33±0.16 2.33±0.58
산모에게 필요한 정보 3.00±0.00 2.67±0.58 2.00±0.00
신생아에게 필요한 정보 3.00±0.00 2.33±0.58 2.00±0.00
믿을 수 있는 정보 3.00±0.00 2.67±0.58 2.67±0.58
최신의 정보 4.00±0.00 2.67±0.58 2.33±0.58
상세한 정보 4.00±0.00 2.33±0.58 2.00±0.00
일목요연한 정보 4.00±0.00 2.33±0.16 3.00±0.00

정보의 유용성 산후관리와 관련된 정보 3.00±0.00 2.67±0.58 3.00±0.00
산후관리 시 유용한 정보 3.00±0.00 2.67±0.58 2.67±0.58
이해하기 쉬운 정보 3.00±0.00 3.00±0.00 2.67±0.58

합계 3.23±0.33 2.82±0.17 2.61±0.15

개방적인 질문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으로 더 많은 정보와 내용을 제시
해 줄 것에 6명,회원들 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게시판을 설치해 줄 것에 2
명,산모와 신생아가 병원에 와야 할 증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에 1명의 의
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잘 된 부분에서는 산후시기에 맞는 정보를 로그인과 동시에 팝업창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각 2명이,지역 병원과의
링크가 되어 있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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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이 있었다.
본 프로그램을 산모에게 권하겠느냐는 질문에는 3명(37.5%)이 “그렇다”를,2명

(25.0%)“아니다”를,3명(37.5%)이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444...777...웹웹웹 기기기반반반의의의 맞맞맞춤춤춤형형형 산산산후후후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완완완성성성

444...777...111...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평평평가가가를를를 통통통한한한 수수수정정정․․․보보보완완완

프로그램의 권위성을 높이고 정보의 정확한 출처 및 저자를 기재하기 위해 프
로그램 내 참고문헌 항목을 삽입하였고,남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산후 우울 시 남편의 지지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였으며,팝업창의
크기를 220mm×260mm로 확대하는 등의 웹 전문가 평가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수
정․보완하였다.또한 시스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자의 e-mail을 기재하고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고,신생아 간호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기 위해 신생아 제대관리,목욕 및 마사지에 대한 텍스트 이미지 내 그래픽 이
미지를 삽입하였으며,최근 update날짜를 기입하는 등의 임상 전문가 평가에서 지
적된 문제들을 수정․보완하였다.그리고 정보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출산 후부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고,
회원들 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게시판을 설치하였으며,신생아가 병원에
와야 할 증상을 좀 더 추가하여 제시하는 등의 산모 평가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수정․보완하였다.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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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된 내용

평가자 평가내용 수정․보완된 내용
웹 전문가 낮은 권위성,정보의 출처 기재 참고문헌 항목 삽입

동영상 및 플래쉬 사용 산모운동,신생아 목욕,신생아 마사지 과정 등의 동영상 제작
신생아질환 및 응급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건강한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생아의 병증 상태는 다루지 않음
남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후우울시 남편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팝업창 크기 확대 팝업창의 크기를 220mm×260mm로 확대
학습하기 메뉴생성 본 프로그램의 의도에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않음

임상 전문가 낮은 시스템 편리성 프로그램 하단에 운영자의 e-mail기재
프로그램 소개 항목 내에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내용 삽입

실제 아기사진 첨부 아기 모형 대신 실제 아기 촬영
산후운동 및 모유수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래픽 이미지 제시 동영상으로 제작
팝업창 크기 확대 팝업창의 크기를 220mm×260mm로 확대
신생아 간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신생아 제대관리,목욕 및 마사지에 대한 간호 내용을 그래픽 이미지와 함께 제시
최근 update된 날짜 기입 초기화면 우측하단에 기입
젖 말리는 법,수유 중 체중관리,신생아 일광노출에 대한 잘못된 정보 교정 문헌고찰을 통해 교정
쉽게 홈으로 돌아가기 프로그램 우측상단에 현 위치 및 home표시

산모 낮은 정보의 적합성*

더 많은 정보와 내용 제시
출산 후 산후 6주까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프로그램소개 항목
내에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내용 삽입

회원들 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게시판 설치 게시판 설치
신생아가 병원에 와야 할 증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병원에 와야 할 위험증상 항목에 추가하여 제시

*‘출산~산후7일’에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산후 8일~산후 14일’과 ‘산후 15일~산후 42일’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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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77...222...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전전전체체체적적적인인인 구구구성성성

산모의 눈의 피로를 고려하여,전체적인 화면을 분홍색의 수채화 톤으로 부드
럽게 표현하고 아이콘의 수를 최소화하여 간략하게 구성하였으며,산모에게 친숙
한 이미지를 주고자 산모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래픽 이미지와 본 프로그램의 목
적을 알려주는 텍스트 이미지를 메인으로 배치하였다.또한 산후관리에 대한 정
의,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병원에 와야 할 위험 증상 등의 아이콘을 캐릭터와 함
께 초기화면에 배치하여 쉽게 링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산모와 관리자 간의 상
호작용을 위해 관련병원 홈페이지 링크,1:1질문게시판,일일멘트,Today'sTip
을 구성하였다.
회원가입 시에는 프로그램운영에 꼭 필요한 이름,분만일,수유방법,출산방법,

아이디,패스워드,패스워드 확인,주치의만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하였으며,회원가입을 통해 파악된 산모의 정보는 로직 직접회로에
의해 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에 따라 팝업창을 활용하여 산모에게 맞춤형
산후정보로 제공된다.그리고 프로그램 사용 기간인 '출산 ~산후 42일'이 지나면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감사멘트와 함께 회원탈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
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본 프로그램에 사용자
등급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관리자가 허가한 산모만이 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프로그램 스크롤 복제 기능도 차단하였다.

444...777...333...'''출출출산산산~~~산산산후후후 777일일일///자자자연연연분분분만만만///모모모유유유수수수유유유'''인인인 산산산모모모의의의 맞맞맞춤춤춤형형형 산산산후후후정정정보보보

산모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개인위생 및 환경,영양,수술부위 관리 및 오로,
수유 및 유방관리,활동 및 운동,정서변화의 간호요구영역 중 산후구강 및 개인위
생,산후조리환경,산후영양,산후식단,회음절개부위,좌욕,오로,패드교환방법,모
유수유의 장점,모유수유방법,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전략,유방울혈(젖몸살),
유두열상,산후 활동,산후 몸매관리,산후 운동의 효과,출산~산후 1주 운동,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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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이란,산후우울 극복법,애착 및 유대감 형성의 간호요구내용이 맞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되며,신생아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제대관리,목욕 및 마사지,
대소변,울음,수면,예방접종,정상발달,기타의 간호요구영역 중 제대관리 중요
성,제대관리 시 주의사항,신생아 목욕,부분목욕,통목욕,신생아 마사지,기저귀
갈기,기저귀 발진,신생아 대변,신생아 소변,신생아 울음,신생아 수면,B형 간
염,신생아 감각,신생아 행위,신생아 반사,적합한 환경 및 안전,안아주기,구토
및 딸꾹질,황달의 간호요구내용이 맞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된다.

444...777...444...'''출출출산산산~~~산산산후후후 777일일일///자자자연연연분분분만만만///인인인공공공수수수유유유'''인인인 산산산모모모의의의 맞맞맞춤춤춤형형형 산산산후후후정정정보보보

산모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개인위생 및 환경,영양,수술부위 관리 및 오로,
수유 및 유방관리,활동 및 운동,정서변화의 간호요구영역 중 산후 구강 및 개인
위생,산후조리환경,산후영양,산후식단,회음절개부위,좌욕,오로,패드교환방법,
분유란,분유 먹이기,분유수유 시 주의할 점,젖 말리는 법,산후 활동,산후 몸매
관리,산후 운동의 효과,출산~산후 1주 운동,산후우울이란,산후우울 극복법,애
착 및 유대감 형성의 간호요구내용이 맞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되며,신생아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제대관리,목욕 및 마사지,대소변,울음,수면,예방접종,
정상발달,기타의 간호요구영역 중 제대관리 중요성,제대관리 시 주의사항,신생
아 목욕,부분목욕,통목욕,신생아 마사지,기저귀 갈기,기저귀 발진,신생아 대
변,신생아 소변,신생아 울음,신생아 수면,B형 간염,신생아 감각,신생아 행위,
신생아 반사,적합한 환경 및 안전,안아주기,구토 및 딸꾹질,황달의 간호요구내
용이 맞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된다.

444...777...555...'''출출출산산산~~~산산산후후후 777일일일///제제제왕왕왕절절절개개개분분분만만만///모모모유유유수수수유유유'''인인인 산산산모모모의의의 맞맞맞춤춤춤형형형 산산산후후후정정정보보보

산모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개인위생 및 환경,영양,수술부위 관리 및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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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 및 유방관리,활동 및 운동,정서변화의 간호요구영역 중 산후 구강 및 개인
위생,산후조리환경,산후영양,산후식단,제왕절개부위,오로,패드교환방법,모유
수유의 장점,모유수유방법,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전략,유방울혈(젖몸살),유
두열상,산후 활동,산후 몸매관리,산후 운동의 효과,출산~산후 1주 운동,산후우
울이란,산후우울 극복법,애착 및 유대감 형성의 간호요구내용이 맞춤정보로 순
서적으로 제공되며,신생아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제대관리,목욕 및 마사지,대
소변,울음,수면,예방접종,정상발달,기타의 간호요구영역 중 제대관리 중요성,
제대관리 시 주의사항,신생아 목욕,부분목욕,통목욕,신생아 마사지,기저귀 갈
기,기저귀 발진,신생아 대변,신생아 소변,신생아 울음,신생아 수면,B형 간염,
신생아 감각,신생아 행위,신생아 반사,적합한 환경 및 안전,안아주기,구토 및
딸꾹질,황달의 간호요구내용이 맞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된다.

444...777...666...'''출출출산산산~~~산산산후후후 777일일일///제제제왕왕왕절절절개개개분분분만만만///인인인공공공수수수유유유'''인인인 산산산모모모의의의 맞맞맞춤춤춤형형형 산산산후후후정정정보보보

산모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개인위생 및 환경,영양,수술부위 관리 및 오로,
수유 및 유방관리,활동 및 운동,정서변화의 간호요구영역 중 산후 구강 및 개인
위생,산후조리환경,산후영양,산후식단,제왕절개부위,오로,패드교환방법,분유
란,분유 먹이기,분유수유 시 주의할 점,젖 말리는 법,산후 활동,산후 몸매관
리,산후 운동의 효과,출산~산후 1주 운동,산후우울이란,산후우울 극복법,애착
및 유대감 형성의 간호요구내용이 맞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되며,신생아의 간
호요구 해결을 위해 제대관리,목욕 및 마사지,대소변,울음,수면,예방접종,정
상발달,기타의 간호요구영역 중 제대관리 중요성,제대관리 시 주의사항,신생아
목욕,부분목욕,통목욕,신생아 마사지,기저귀 갈기,기저귀 발진,신생아 대변,
신생아 소변,신생아 울음,신생아 수면,B형 간염,신생아 감각,신생아 행위,신
생아 반사,적합한 환경 및 안전,안아주기,구토 및 딸꾹질,황달의 간호요구내용
이 맞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된다.



- 46 -

444...777...777...'''산산산후후후 888일일일~~~산산산후후후 111444일일일///자자자연연연․․․제제제왕왕왕절절절개개개분분분만만만///모모모유유유수수수유유유'''인인인 산산산모모모의의의 맞맞맞춤춤춤형형형
산산산후후후정정정보보보

산모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오로,활동 및 운동,개인위생 및 환경,영양,수
유 및 유방관리,정서변화의 간호요구영역 중 오로,산후활동,산후 1주~산후 2주
운동,산후 구강 및 개인위생,산후 조리 환경,전통적인 산후 보양음식,모유수유
를 돕는 식사,모유수유 방법,모유를 짜서 먹일 경우의 관리,유방울혈(젖몸살),
유방마사지,젖 말리는 법,산후우울의 간호요구내용이 맞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
공되며,신생아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울음,수면,대소변,제대관리,목욕 및 마
사지,예방접종,정상발달의 간호요구영역 중 신생아 울음,신생아 수면,수유에
따른 양상,대변의 다양한 양상,아기 대변에 대한 상식,신생아 소변,제대가 떨
어진 후 관리,신생아 목욕,신생아 마사지 장점,마사지 시작시기 및 주의사항,
마사지 방법,BCG접종,BCG접종을 금기해야 할 경우,BCG접종과 관련하여 자
주 묻는 질문,신생아 행위의 간호요구내용이 맞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된다.

444...777...888...'''산산산후후후 888일일일~~~산산산후후후 111444일일일///자자자연연연․․․제제제왕왕왕절절절개개개분분분만만만///인인인공공공수수수유유유'''인인인 산산산모모모의의의 맞맞맞춤춤춤형형형
산산산후후후정정정보보보

산모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오로,활동 및 운동,개인위생 및 환경,영양,수
유 및 유방관리,정서변화의 간호요구영역 중 오로,산후활동,산후1주 ~산후2주
운동,산후 구강 및 개인위생,산후 조리 환경,전통적인 산후 보양음식,분유먹이
기 순서,분유수유 시 주의할 점,젖 말리는 법,산후우울의 간호요구내용이 맞춤
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되며,신생아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울음,수면,대소변,
제대관리,목욕 및 마사지,예방접종,정상발달의 간호요구영역 중 신생아 울음,
신생아 수면,수유에 따른 양상,대변의 다양한 양상,아기 대변에 대한 상식,신
생아 소변,제대가 떨어진 후 관리,신생아 목욕,신생아 마사지 장점,마사지 시
작시기 및 주의사항,마사지 방법,BCG 접종,BCG 접종을 금기해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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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 접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신생아 행위의 간호요구내용이 맞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된다.

444...777...999...'''산산산후후후 111555일일일~~~산산산후후후 222888일일일///자자자연연연․․․제제제왕왕왕절절절개개개분분분만만만///모모모유유유수수수유유유'''인인인 산산산모모모의의의 맞맞맞춤춤춤형형형
산산산후후후정정정보보보

산모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활동 및 운동,오로,영양,유방관리,성생활의
간호요구영역 중 산후 활동,산후 운동,오로,산후 영양,유방울혈(젖몸살),유두열
상,배란과 월경,성생활 가능시기의 간호요구내용이 맞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
되며,신생아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예방접종,정상발달,수면의 간호요구영역
중 예방접종 일정표,예방접종 시 주의사항,신생아 행위,밤에 안자는 경우의 간
호요구내용이 맞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된다.

444...777...111000...'''산산산후후후 111555일일일~~~산산산후후후 222888일일일///자자자연연연․․․제제제왕왕왕절절절개개개분분분만만만///인인인공공공수수수유유유'''인인인 산산산모모모의의의 맞맞맞춤춤춤형형형
산산산후후후정정정보보보

산모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활동 및 운동,오로,영양,유방관리,성생활의
간호요구영역 중 산후 활동,산후 운동,오로,산후 영양,유방울혈(젖몸살),젖 말
리는 법,배란과 월경,성생활 가능시기의 간호요구내용이 맞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되며,신생아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예방접종,정상발달,수면의 간호요구영
역 중 예방접종 일정표,예방접종 시 주의사항,신생아 행위,밤에 안자는 경우의
간호요구내용이 맞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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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77...111111...'''산산산후후후 222999일일일~~~산산산후후후 444222일일일///자자자연연연․․․제제제왕왕왕절절절개개개분분분만만만///모모모유유유․․․인인인공공공수수수유유유'''인인인 산산산모모모의의의
맞맞맞춤춤춤형형형 산산산후후후정정정보보보

산모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운동,성생활의 간호요구영역 중 산후 몸매관리
시작시기,산후 몸매관리 방법,성생활 가능시기,산후피임,남성피임법,여성피임
법의 간호요구내용이 맞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되며,신생아의 간호요구 해결을
위해 정상발달의 간호요구영역 중 신생아 감각,행위,반사의 간호요구내용이 맞
춤정보로 순서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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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산욕기 동안 산후간호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건강 행위
를 도모하고자 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의 간호요구를
반영한 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어 졌다.

본 연구의 의의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가상의 산모 자료를 활용한 검증과
정을 거치는 등의 간호중재 도구 개발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했다는 점
과 개발된 프로그램이 시공간의 제한이 없이 맞춤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웹 기반
교육의 장점을 활용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간호요구에 근거한 맞춤형 정보를 산후
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에 따라 제공할 수 있어 산후 자가간호 및 신생아간호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점에 있다.따라서 본 장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평
가와 연구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555...111...웹웹웹 기기기반반반의의의 맞맞맞춤춤춤형형형 산산산후후후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및및및 평평평가가가

555...111...111...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개개개발발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분석,설계,개발,활용,평가 및 피드백의 순으로 개발
되었듯이(봉명례,2005;정은경,신준호,이정애,김신월과 이영훈,2004;정은순,정
인숙과 송미경,2004;최정실,2006),개발순서나 표현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본 프
로그램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개발되었다.하지만 정보의 일회성 제공이 아닌 출
산 후부터 산후 6주간 지속적으로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는 본 프로그램의 특성
상,로직 직접회로의 검증이 필요했으므로 개발과정 중 가상의 산모 자료를 이용
한 프로그램 가동성 검증 단계를 포함시켰고,개발된 프로그램이 간호실무현장에
서 실증적 검증 단계를 거칠 수 없으므로 프로그램 평가단계 시 웹 및 임상전문



- 50 -

가와 프로그램 사용자의 세 집단을 포함시켜 평가 내용을 강화시켰다.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수정․보완 시,우리나라에는 전문적으로 산후관리

정보를 제공하거 거나 1:1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기존문헌(김귀경,2003;남은숙,1997;류경희,2003;박미경,2003;연승은,
2003;이정숙,2003;정금희,1997;최경화,2001;최정화,2002)을 참조하였다.또한
산후 간호요구를 조사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다양한 간호요구
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나(양미숙,2003;전영자,1997;조결자 등,2000;조은
아,2002;한인재,2002)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에 따른 간호요구를 조사한
연구들에서는 그러하지 못해(박영숙,1991;장순복 등,1999;Adams,1963;Bull&
Lawrence,1985;Davisetal,1988;Gruis,1977;Judith,1994),문헌에서 언급되었
던 간호요구들을 간호요구영역에 따른 간호요구내용으로 구분․분석 해야 하는
등의 산후시기별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정보를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따라서 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의 구체적인 간호요구들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필요 하다고 본
다.
기존 문헌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후교육 자료들에는 전통적인 산후조리법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들이 부족하며(김귀경,2003;남은숙,
1997;류경희,2003;박미경,2003;연승은,2003;이정숙,2003;정금희,1997;최경
화,2001;최정화,2002),많은 산모들이 병원에서 받은 산후간호 교육 외에도 산후
관련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산후보양식이나,산후조리 환경,산욕기 동
안 금기해야 할 행동 등에 대한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부정확한 정보들을 얻
고 있는 실정이다(안진영,2002).또한 산후 오로나 신생아 목욕,마사지 등에 대한
사진들도 그 동작이나 형태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
는 보양 음식,산후구강위생,산후조리환경 등에 대한 전통적인 산후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고문헌과 함께 제시하였으며,산후시기별 오로의 변화와 산모 동작
중심의 신생아 목욕 및 마사지 과정을 직접 사진 촬영하여 그래픽 이미지 형태로
프로그램 내에 제시하였다.그러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육 매체에 이미 익숙해진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후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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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및 플래쉬,애니메이션 등을 이용한 교육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산후교육에 활용해야 하리라 본다.

555...111...222...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평평평가가가

본 연구는 간호실무현장에서 웹 기반의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의 실증적 검증
단계를 거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이를 보완하고자 프로그램 평가 시 웹
및 임상전문가와 산모의 세 집단이 프로그램을 평가하도록 하였다.결과적으로는
웹 전문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측면과 임상전문가와 산모에 의해 프로그
램의 질적 측면을 모두 평가받고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평가는 웹 전문가의 경우 점수 가능 범위 0-50점 중

36.7점으로 오유미(2001)가 100개의 보건정보 웹 사이트를 평가한 결과 80점 만점
에 평균 37.3점으로 나타난 것과 유은광 등(2006)이 73개의 산후관리 웹 사이트를
평가한 결과 4-65점 중 24.0점으로 나타난 것보다 높은 점수였고 임상 전문가의
경우에도 점수범위 0-4점 중 3.2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그러나 산모의 경우에는
점수범위 0-4점 중 2.8점으로 임상 전문가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나 ‘출산 ~산후 7
일’에는 3.2점,‘산후 8일 ~14일’에는 2.8점,‘산후 15일 ~42일’에는 2.6점으로 산후
시기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다.이처럼 산후시기에 따른 본 프로그램 평가의 차
이는 각 시기의 산모가 자신의 맞춤형 산후정보를 단 일회만 확인한 후 프로그램
을 평가하게 한 평가 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사료된다.산후시기별 프로그
램 평가의 차이를 배제한 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평가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웹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이 산모 교육에 효과적임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평가기준별로 분석해 보면,웹 전문가의 경우 목적성,신뢰성,용이성,환류성,

지속성은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권위성은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이는 오유미
(2001)와 유은광 등(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이와 같이 전문가들
이 권위성을 낮게 지적한 이유는 웹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에 대한 저자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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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저자 인증과 관련된 적절한 제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 여겨지며,건강관련 웹
사이트들의 권위성을 비롯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근
거가 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임상 전문가의 경우 시스템의 효율성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시스템 편리성이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이는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대부분의 웹 사이트와 비교 시 입력된 개인 정보에 따라 시기
별로 맞춤 정보만이 제공되는 본 프로그램이 친숙하지 않아 낮게 평가되었다고
여겨진다.그러나 정보의 적합성과 유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산후간호관
리 교육 측면에서 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큼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산
모의 경우 임상 전문가와 같이 시스템 효율성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임상 전
문가와 달리 정보의 적합성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그러나 정보의 적합성이
출산 후 시기에 따라,'출산 ~7일'에는 3.3점,'산후 8일 ~산후 14일'에는 2.6점,'
산후 15일 ~산후 28일'에는 2.1점으로 달리 평가되는 것으로 보아,이러한 결과는
설문에 응답한 산후시기가 서로 다른 산모들에게 본 프로그램을 분만 후부터 지
속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평가를 위해 일회만 제공했기 때문에 제공되는 정
보가 충분하고 상세하지 못하다고 느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할 때는 프로그램 이용자인 산모에게 본 프로그램의 사용방
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산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여야 할
것이며,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때에도 프로그램을 분만 후부터 지속적으로 사
용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산모에게 권하겠냐는 질문에는 웹 전문가 6명(100%),임상 전문가

9명(100%),산모 3명(37.5%)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으며,산모 중 프로그램에 대
한 전반적인 평가가 높았던 '출산 ~산후 7일'의 산모 2명은 모두 "그렇다"라고 대
답하였다.이는 올바르고 정확한 산후정보를 전문인에 의해 구축되고 검증된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산모에게 제공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으로서 본 프로그램의 상용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분석한 결과,웹 전문가의 경우 프

로그램의 간결성 및 이용성 그리고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의 구성 등
에 대해 기술적 측면에서의 장점으로 꼽았고,임상 전문가의 경우 내용의 간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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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맞춤정보의 제공을,산모의 경우 정보의 신뢰성과 맞춤정보의 제공을 질적 측
면에서의 장점으로 꼽았다.이와 같이 전문가 및 프로그램 사용자 모두가 맞춤정
보 제공을 본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꼽은 것은,추후의 다른 간호중재 도구 개발
연구에서도 개별화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
요함을 제시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555...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활활활용용용방방방안안안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교육의 장점을 활용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간호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욕기 동안의 산모와 신생아의 간호요구에 근거한 맞춤정보를
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제
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므로,본 연구의 결과는 퇴원 후 산모의 자가간호 및 신
생아 간호를 돕는 간호중재 도구로써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가상의 산모자료

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가동성을 검증하고 웹 및 임상 전문가와 프로그램 사용
자 모두의 평가과정을 거치는 등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으므로,본 연구
의 결과는 맞춤형 간호중재 도구 개발의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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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의 프로그램 사용자 평가를 위해 W시의 OO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를 하고 있는 산모를 편의 표집 하였다.그러나 산후 조리원의 특성 상,‘산후 28
일 ~42일’시기의 산모를 표집 할 수 없어 이 시기 산모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특정 산후시기에 단 일회 프로그램을 사용한 산모들만이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출산 후부터 지속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산모의 평가 결과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산모 평가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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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666...111...결결결론론론

산욕기 동안 산모는 생리적․심리사회적․발달적 변화로부터의 회복,신생아
돌봄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자가 및 신생아에 대한 간호요구가 발
생하며,이러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기나 방법 등을 고려한
개별적이고 다양한 측면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에 본 연구는 산욕기 동
안 산후간호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건강행위를 도모하고자 산후시기,
분만방법,수유형태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의 간호요구를 반영한 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 구성,프로그램 내용 수정․보완,

자료수집 및 프로그램 운영방법 구체화,프로그램 구현,프로그램 가동성 검증,
프로그램 평가,그리고 프로그램 완성'의 단계를 거쳤으며,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
발 단계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프로그램 내용 구성 단계에서는 산욕기 산모의 생리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신생아의 생리적 특성,사회․심리적 특성 그리고 발달적 특성에 따른 간호
요구와 산후시기에 따른 간호요구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산후 자가간호 및 신생아간호 요구를 간호요구영역과 간호요구내용으로 분류
한 후,산후시기별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2.프로그램 내용 수정․보완 단계에서는 출산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공자 3인

과의 면담과 산․소아과 관련 전문가 8인의 자문을 통해 산후시기를 '출산 ~산후
7일','산후 8일 ~산후 14일','산후 15일 ~산후 28일','산후 29일 ~산후 42일'
로,분만방법을 '자연분만','제왕절개분만'으로,수유형태를 '모유수유','인공수유'
로 구분하였으며,이러한 분류에 따라 산모의 간호요구영역을 개인위생 및 환경,
영양,수술부위 관리 및 오로,수유 및 유방관리,활동 및 운동,정서변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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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로,신생아의 간호요구영역을 제대관리,목욕 및 마사지,대소변,울음,수
면,예방접종,정상발달로 구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시기별 요구에 맞춰 정보가
제공되도록 간호요구영역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3.자료수집 및 프로그램 운영방법 구체화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내 삽입될 멀

티미디어 자료를 텍스트 이미지와 그래픽 이미지 형태로 수집하고,사이트 맵과
스토리보드 작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구체화시켰다.
4.프로그램 구현 단계에서는 쉽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전

문 제작업체의 도움을 받아 http://www.postpartum.kr에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5.프로그램 가동성 검증 단계에서는 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를 고려한

가상의 산모 자료를 생성하여 프로그램 가동성을 확인하였으며 팝업창의 속도,관
련 사이트로의 링크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수정하였다.
6.프로그램 평가 단계에서는 웹 전문가,임상 전문가,프로그램 이용자가 프로

그램을 평가하였으며,그 결과 웹 전문가의 경우 목적성이 가장 높고,권위성이 가
장 낮았으며,임상전문가의 경우 시스템 효율성이 가장 높고,시스템 편리성이 가
장 낮았다.그리고 프로그램 이용자인 산모의 경우 시스템 효율성이 가장 높고,정
보의 정합성이 가장 낮았으나,이는 산후시기에 따라 달랐다.
7.프로그램 완성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참고문헌 항목 삽입,구체적

인 정보의 제시,잘못된 정보의 교정,팝업창 크기의 확대,게시판 설치 등을 수
정․보완하여 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산모와 신생아의 다양한 산욕기 요구를 충족시켜 성공적인 산욕기 적응을 도
와주는 중재가 필요하나 기존의 연구들은 산모와 신생아의 시기별,특성별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산모와 신생아의
간호요구에 근거한 맞춤형 정보를 시공간의 제한 없이 맞춤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웹 기반 교육의 장점을 활용하여 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에 따라 제공함으
로써 산후 자가간호 및 신생아간호를 돕는 간호중재도구로써 제시되었다.또한 이
를 통해 산모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간호 중재 개발 모형 및 임상실무
에 적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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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개발된 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의 산후간호관리 지식과 행
위의 증진에 미치는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2)실증적 검증의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되고 지식과 행위의 증진에 효과가
입증된 본 프로그램을 산후 산모교육을 위한 간호중재도구로써 활용할 것을 제언
한다.

3)본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을 다양한 분야에서의 맞춤형 간호중재도구 개발을
위한 모델로써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4)변화하는 산모의 요구와 인터넷 사용 문화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간호요구
내용을 재정리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을 통해 본 프로그램을 유지․
향상시킬 것을 제언한다.

5)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
의 간호요구들의 변화를 확인하는 조사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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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

웹웹웹 사사사이이이트트트 평평평가가가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 여러분이 작성하신 본 설문지를 이용해,제가 개발한 웹 기반의
맞춤형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이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 사이트로
서 적절한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주시는 의견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자료처리 및 결과는 순수
한 연구 목적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리며,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
다.

2007년 6월 연구자 박미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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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

웹웹웹 사사사이이이트트트 평평평가가가지지지(((웹웹웹 전전전문문문가가가용용용)))

※※※ 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들들들을을을 읽읽읽고고고 본본본 사사사이이이트트트에에에 해해해당당당된된된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곳곳곳에에에 VVV표표표 하하하시시시길길길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 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들들들을을을 읽읽읽고고고 본본본 사사사이이이트트트에에에 해해해당당당된된된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곳곳곳에에에 VVV표표표 하하하시시시길길길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내용의 범위가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가?
① 아주 잘 다루고 있다(카테고리 8개 이상) ② 잘 다루고 있다 (카테고리 7~6개)
③ 보통이다 (카테고리 5~4개) ④ 잘 못 다루고 있다 (카테고리 3~2개)
⑤ 아주 못 다루고 있다 (카테고리 1개 이하)

-사이트를 지원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기재되어 있는가?
① 아주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②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③ 기재되어 있다 ④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아주 기재되어 있지 않다

평가내용 결과
그렇다 아니다

사이트의 목적이 언급되어 있다.
사이트의 대상이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다.
사이트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주제 항목이 없다.
사이트 내 현 위치를 표기해 주는 기능이 있다.
사이트 맵이나 개요 등을 통해 사이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들의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가 표시되어 있다.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의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다.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는 해당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
임을 알 수 있다.
사이트 내 링크 접속 시 문제가 없다.
사이트 제작일자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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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지원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가(전화번호,
e-mail,주소 등)?
① 아주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②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③ 기재되어 있다 ④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아주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어 있는가(Q&A,방명록,게시판
등)?
① 아주 잘 마련되어 있다 ② 잘 마련되어 있다
③ 마련되어 있다 ④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⑤ 아주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프로그램을 산모에게 권하겠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 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들들들을을을 읽읽읽고고고 답답답해해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다루어진 내용 중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을 적어주십시오.

-본 사이트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어주십시오.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개개개인인인적적적 사사사항항항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읽읽읽고고고 답답답 혹혹혹은은은 VVV표표표 해해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연령 :만( )세
2.직업 :( )
3.관련분야 근무경력 :만( )년 ( )개
4.최종학력 :① 전문대졸 ② 대학졸 ③ 대학원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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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

웹웹웹 사사사이이이트트트 평평평가가가지지지(((임임임상상상 전전전문문문가가가용용용)))

※※※ 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들들들을을을 읽읽읽고고고 본본본 사사사이이이트트트에에에 해해해당당당된된된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곳곳곳에에에 VVV표표표 하하하시시시길길길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평가내용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접속이 용이하다.
정보탐색이 빠르다.
운영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쉽다.
프로그램 구성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 친근감이 느껴진다.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화면이 선명하다.
화면 내 색깔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다.
정보의 내용이 충분하다.
제공되는 정보가 명확하다.
산모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공되는 정보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제공되는 정보가 최신의 것이다.
정보의 내용이 상세하다.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다.
산후관리와 관련된 정보이다.
산후관리 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정보이다.
제공된 정보가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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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들들들을을을 읽읽읽고고고 답답답 또또또는는는 VVV표표표 해해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다루어진 내용 중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을 적어주십시오.

-본 사이트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어주십시오.

-본 사이트를 산모에게 권하겠습니까?V표 해주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개개개인인인적적적 사사사항항항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읽읽읽고고고 답답답 혹혹혹은은은 VVV표표표 해해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연령 :만( )세
2.직업 :( )
3.관련분야 근무경력 :만( )년 ( )개
4.최종학력 :① 전문대졸 ② 대학졸 ③ 대학원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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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444...

웹웹웹 사사사이이이트트트 평평평가가가지지지(((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사사사용용용자자자용용용)))

※※※ 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들들들을을을 읽읽읽고고고 본본본 사사사이이이트트트에에에 해해해당당당된된된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하하하시시시는는는 곳곳곳에에에 VVV표표표 하하하시시시길길길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평가내용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접속이 용이하다.
정보탐색이 빠르다.
운영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쉽다.
프로그램 구성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 친근감이 느껴진다.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화면이 선명하다.
화면 내 색깔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다.
정보의 내용이 충분하다.
제공되는 정보가 명확하다.
산모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공되는 정보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제공되는 정보가 최신의 것이다.
정보의 내용이 상세하다.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다.
산후관리와 관련된 정보이다.
산후관리 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정보이다.
제공된 정보가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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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들들들을을을 읽읽읽고고고 답답답 또또또는는는 VVV표표표 해해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다루어진 내용 중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을 적어주십시오.

-본 사이트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어주십시오.

-본 사이트를 다른 산모에게 권하겠습니까?V표 해주십시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 다다다음음음은은은 개개개인인인적적적 사사사항항항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읽읽읽고고고 답답답 혹혹혹은은은 VVV표표표 해해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연령 만( )세
2.분만 후 ( )주 지났음
3.분만경력 ① 초산 ② 경산
4.분만형태 ① 자연분만 ② 제왕절개분만
5.수유형태 ① 모유수유 ② 분유수유
6.산후 교육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있다면,언제 ( )

누구에게 ( )
어떤 방법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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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

웹웹웹 사사사이이이트트트 평평평가가가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가가가상상상의의의 산산산모모모 자자자료료료

본 프로그램은 산모가 자신의 분만일,분만방법 그리고 수유방법에 대해 프로
그램 등록정보에 입력한 후 로그인을 해야만,산후시기에 따른 산모의 요구를 반
영한 맞춤정보가 산후 6주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따라서 로
그인을 하셔야 본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기에,산후시기,분만방
법,수유방법에 대한 가상의 정보를 입력한 가상의 산모의 등록정보를 아래와 같
이 첨부하오니,본 프로그램 평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Fake data  1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01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01@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 5월 10일(산후5일째)
분만방법 :자연분만
수유방법 :모유수유

Fake data  2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02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02@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 5월 10일(산후5일째)
분만방법 :자연분만
수유방법 :인공수유

Fake data  3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03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03@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 5월 10일(산후5일째)
분만방법 :제왕절개분만
수유방법 :모유수유

Fake data  4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04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04@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 5월 10일(산후5일째)
분만방법 :제왕절개분만
수유방법 :인공수유

Fake data  5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05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05@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 5월 3일(산후12일째)
분만방법 :자연분만
수유방법 :모유수유

Fake data  6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06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06@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 5월 3일(산후12일째)
분만방법 :자연분만
수유방법 :인공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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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e data  7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07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07@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 5월 3일(산후12일째)
분만방법 :제왕절개분만
수유방법 :모유수유

Fake data  8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08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08@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 5월 3일(산후12일째)
분만방법 :제왕절개분만
수유방법 :인공수유

Fake data  9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09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09@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4월25일(산후19일째)
분만방법 :자연분만
수유방법 :모유수유

Fake data 10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10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10@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4월25일(산후19일째)
분만방법 :자연분만
수유방법 :인공수유

Fake data 11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11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11@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4월25일(산후19일째)
분만방법 :제왕절개분만
수유방법 :모유수유

Fake data 12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12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12@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4월25일(산후19일째)
분만방법 :제왕절개분만
수유방법 :인공수유

Fake data 13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13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13@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4월11일(산후33일째)
분만방법 :자연분만
수유방법 :모유수유

Fake data 14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14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14@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4월11일(산후33일째)
분만방법 :자연분만
수유방법 :인공수유

Fake data 15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15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15@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4월11일(산후33일째)
분만방법 :제왕절개분만
수유방법 :모유수유

Fake data 16 이 름 :나산모
아 이 디 :fake016
패스워드 :12345
이 메 일 :fake016@postpartum.kr
출 산 일 :2007년4월11일(산후33일째)
분만방법 :제왕절개분만
수유방법 :인공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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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666...

산산산후후후시시시기기기///분분분만만만방방방법법법///수수수유유유형형형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이이이트트트 맵맵맵

111...‘‘‘출출출산산산~~~산산산후후후777일일일///자자자연연연분분분만만만///모모모유유유수수수유유유’’’
산모 신생아
▶▶▶ 개개개인인인 위위위생생생 및및및 환환환경경경
․ 산후개인위생
․ 산후조리 환경

▶▶▶ 영영영양양양
․ 산후 영양
․ 산후 식단

▶▶▶ 제제제대대대관관관리리리
․ 제대관리 중요성
․ 제대관리 시 주의점

▶▶▶ 목목목욕욕욕 및및및 마마마사사사지지지
․ 신생아 목욕
․ 부분목욕
․ 통목욕
․ 신생아 마사지

▶▶▶ 수수수술술술부부부위위위관관관리리리 및및및 오오오로로로
․ 회음절개부위
․ 좌욕
․ 오로
․ 패드교환방법

▶▶▶ 수수수유유유 및및및 유유유방방방관관관리리리
․ 모유수유의 장점
․ 모유수유 방법
․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전략
․ 유방울혈(젖몸살)
․ 유두열상
․ 유방마사지

▶▶▶ 대대대소소소변변변
․ 기저귀 갈기
․ 기저귀 발진
․ 신생아 대변
․ 신생아 소변

▶▶▶ 울울울음음음
․ 신생아 울음

▶▶▶ 활활활동동동 및및및 운운운동동동
․ 산후 활동
․ 산후 몸매관리
․ 산후 운동의 효과
․ 출산 ~산후 1주 운동

▶▶▶ 정정정서서서
․ 산후우울이란?
․ 산후 우울 극복법

▶▶▶ 수수수면면면
․ 신생아 수면

▶▶▶ 예예예방방방접접접종종종
․ B형간염

▶▶▶ 정정정상상상발발발달달달
․ 신생아 반사
․ 신생아 감각
․ 신생아 행위

▶▶▶ 기기기타타타
․ 적합한 환경 및 안전
․ 안아주기
․ 구토 및 딸꾹질
․ 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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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출출출산산산~~~산산산후후후777일일일///자자자연연연분분분만만만///인인인공공공수수수유유유’’’
산모 신생아
▶▶▶ 개개개인인인 위위위생생생 및및및 환환환경경경
․ 산후개인위생
․ 산후조리 환경

▶▶▶ 영영영양양양
․ 산후 영양
․ 산후 식단

▶▶▶ 제제제대대대관관관리리리
․ 제대관리 중요성
․ 제대관리 시 주의점

▶▶▶ 목목목욕욕욕 및및및 마마마사사사지지지
․ 신생아 목욕
․ 부분목욕
․ 통목욕
․ 신생아 마사지

▶▶▶ 수수수술술술부부부위위위관관관리리리 및및및 오오오로로로
․ 회음절개부위
․ 좌욕
․ 오로
․ 패드교환방법

▶▶▶ 수수수유유유 및및및 유유유방방방관관관리리리
․ 분유란?
․ 분유 먹이기
․ 분유수유 시 주의할 점
․ 유방울혈(젖몸살)
․ 유방마사지
․ 젖 말리는 법

▶▶▶ 대대대소소소변변변
․ 기저귀 갈기
․ 기저귀 발진
․ 신생아 대변
․ 신생아 소변

▶▶▶ 울울울음음음
․ 신생아 울음

▶▶▶ 활활활동동동 및및및 운운운동동동
․ 산후 활동
․ 산후 몸매관리
․ 산후 운동의 효과
․ 출산 ~산후 1주 운동

▶▶▶ 정정정서서서
․ 산후우울이란?
․ 산후 우울 극복법

▶▶▶ 수수수면면면
․ 신생아 수면

▶▶▶ 예예예방방방접접접종종종
․ B형간염

▶▶▶ 정정정상상상발발발달달달
․ 신생아 반사
․ 신생아 감각
․ 신생아 행위

▶▶▶ 기기기타타타
․ 적합한 환경 및 안전
․ 안아주기
․ 구토 및 딸꾹질
․ 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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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출출출산산산~~~산산산후후후777일일일///제제제왕왕왕절절절개개개분분분만만만///모모모유유유수수수유유유’’’
산모 신생아
▶▶▶ 개개개인인인 위위위생생생 및및및 환환환경경경
․ 산후개인위생
․ 산후조리 환경

▶▶▶ 영영영양양양
․ 산후 영양
․ 산후 식단

▶▶▶ 제제제대대대관관관리리리
․ 제대관리 중요성
․ 제대관리 시 주의점

▶▶▶ 목목목욕욕욕 및및및 마마마사사사지지지
․ 신생아 목욕
․ 부분목욕
․ 통목욕
․ 신생아 마사지

▶▶▶ 수수수술술술부부부위위위관관관리리리 및및및 오오오로로로
․ 제왕절개부위
․ 오로
․ 패드교환방법

▶▶▶ 수수수유유유 및및및 유유유방방방관관관리리리
․ 모유수유의 장점
․ 모유수유 방법
․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전략
․ 유방울혈(젖몸살)
․ 유두열상
․ 유방마사지

▶▶▶ 대대대소소소변변변
․ 기저귀 갈기
․ 기저귀 발진
․ 신생아 대변
․ 신생아 소변

▶▶▶ 울울울음음음
․ 신생아 울음

▶▶▶ 활활활동동동 및및및 운운운동동동
․ 산후 활동
․ 산후 몸매관리
․ 산후 운동의 효과
․ 출산 ~산후 1주 운동

▶▶▶ 정정정서서서
․ 산후우울이란?
․ 산후 우울 극복법

▶▶▶ 수수수면면면
․ 신생아 수면

▶▶▶ 예예예방방방접접접종종종
․ B형간염

▶▶▶ 정정정상상상발발발달달달
․ 신생아 반사
․ 신생아 감각
․ 신생아 행위

▶▶▶ 기기기타타타
․ 적합한 환경 및 안전
․ 안아주기
․ 구토 및 딸꾹질
․ 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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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출출출산산산~~~산산산후후후777일일일///제제제왕왕왕절절절개개개분분분만만만///인인인공공공수수수유유유’’’
산모 신생아
▶▶▶ 개개개인인인 위위위생생생 및및및 환환환경경경
․ 산후개인위생
․ 산후조리 환경

▶▶▶ 영영영양양양
․ 산후 영양
․ 산후 식단

▶▶▶ 제제제대대대관관관리리리
․ 제대관리 중요성
․ 제대관리 시 주의점

▶▶▶ 목목목욕욕욕 및및및 마마마사사사지지지
․ 신생아 목욕
․ 부분목욕
․ 통목욕
․ 신생아 마사지

▶▶▶ 수수수술술술부부부위위위관관관리리리 및및및 오오오로로로
․ 제왕절개부위
․ 오로
․ 패드교환방법

▶▶▶ 수수수유유유 및및및 유유유방방방관관관리리리
․ 분유란?
․ 분유 먹이기
․ 분유수유 시 주의할 점
․ 유방울혈(젖몸살)
․ 유방마사지
․ 젖 말리는 법

▶▶▶ 대대대소소소변변변
․ 기저귀 갈기
․ 기저귀 발진
․ 신생아 대변
․ 신생아 소변

▶▶▶ 울울울음음음
․ 신생아 울음

▶▶▶ 활활활동동동 및및및 운운운동동동
․ 산후 활동
․ 산후 몸매관리
․ 산후 운동의 효과
․ 출산 ~산후 1주 운동

▶▶▶ 정정정서서서
․ 산후우울이란?
․ 산후 우울 극복법

▶▶▶ 수수수면면면
․ 신생아 수면

▶▶▶ 예예예방방방접접접종종종
․ B형간염

▶▶▶ 정정정상상상발발발달달달
․ 신생아 반사
․ 신생아 감각
․ 신생아 행위

▶▶▶ 기기기타타타
․ 적합한 환경 및 안전
․ 안아주기
․ 구토 및 딸꾹질
․ 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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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산산산후후후888일일일~~~산산산후후후111444일일일///자자자연연연․․․제제제왕왕왕절절절개개개분분분만만만///모모모유유유수수수유유유’’’
산모 신생아

▶▶▶ 오오오로로로
․오로

▶▶▶ 활활활동동동 및및및 운운운동동동
․ 산후활동
․ 산후 1주~산후 2주 운동

▶▶▶ 울울울음음음
․ 신생아 울음

▶▶▶ 수수수면면면
․ 신생아 수면

▶▶▶ 개개개인인인위위위생생생 및및및 환환환경경경
․ 산후 개인위생
․ 산후조리 환경

▶▶▶ 영영영양양양
․ 전통적인 산후보양 음식
․ 모유수유를 돕는 식사

▶▶▶ 대대대소소소변변변
․ 수유에 따른 대변 양상
․ 대변의 다양한 양상
․ 아기 대변에 대한 상식
․ 신생아 울음

▶▶▶ 제제제대대대관관관리리리
․ 제대가 떨어진 후 관리

▶▶▶ 수수수유유유 및및및 유유유방방방관관관리리리
․ 모유수유 방법
․ 모유를 짜서 먹일
경우의 관리

․ 유방울혈(젖몸살)
․ 유두열상
․ 유방마사지

▶▶▶ 정정정서서서
․ 산후우울

▶▶▶ 목목목욕욕욕 및및및 마마마사사사지지지
․ 신생아 목욕
․ 신생아 마사지의 장점
․ 마사지 시작시기 및
주의사항

․ 마사지 방법

▶▶▶ 예예예방방방접접접종종종
․ BCG접종
․ BCG접종을 금기해야 할 경우
․ BCG접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 정정정상상상발발발달달달
․ 신생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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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산산산후후후888일일일~~~산산산후후후111444일일일///자자자연연연․․․제제제왕왕왕절절절개개개분분분만만만///인인인공공공수수수유유유’’’
산모 신생아
▶▶▶ 오오오로로로
․ 오로

▶▶▶ 활활활동동동 및및및 운운운동동동
․ 산후활동
․ 산후 1주 ~산후 2주 운동

▶▶▶ 울울울음음음
․ 신생아 울음

▶▶▶ 수수수면면면
․ 신생아 수면

▶▶▶ 개개개인인인위위위생생생 및및및 환환환경경경
․ 산후 개인위생
․ 산후조리 환경

▶▶▶ 영영영양양양
․ 전통적인 산후 보양 음식

▶▶▶ 대대대소소소변변변
․ 수유에 따른 대변 양상
․ 대변의 다양한 양상
․ 아기 대변에 대한 상식
․ 신생아 울음

▶▶▶ 제제제대대대관관관리리리
․ 제대가 떨어진 후 관리

▶▶▶ 수수수유유유 및및및 유유유방방방관관관리리리
․ 분유 먹이기 순서
․ 분유수유 시 주의할 점
․ 유방울혈(젖몸살)
․ 유방 마사지
․ 젖 말리는 법

▶▶▶ 정정정서서서
․ 산후우울 ▶▶▶ 목목목욕욕욕 및및및 마마마사사사지지지

․ 신생아 목욕
․ 신생아 마사지의 장점
․ 마사지 시작시기 및 주의사항
․ 마사지 방법

▶▶▶ 예예예방방방접접접종종종
․ BCG접종
․ BCG접종을 금기해야 할 경우
․ BCG 접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
문

▶▶▶ 정정정상상상발발발달달달
신생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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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산산산후후후111555일일일~~~산산산후후후222888일일일///자자자연연연․․․제제제왕왕왕절절절개개개분분분만만만///모모모유유유수수수유유유’’’
산모 신생아

▶▶▶ 활활활동동동 및및및 운운운동동동
․ 산후 활동
․ 산후 운동

▶▶▶ 오오오로로로
․․․ 오로

▶▶▶ 예예예방방방접접접종종종
․․․ 예방접종 일정표
․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 정정정상상상발발발달달달
․․․ 신생아 행위

▶▶▶ 영영영양양양
․ 산후 영양

▶▶▶ 유유유방방방관관관리리리
․․․ 유방울혈(젖 몸살)
․ 유두 열상

▶▶▶ 수수수면면면
․․․ 밤에 안자는 아기

▶▶▶ 성성성생생생활활활
․ 배란과 월경
․ 성생활 가능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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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산산산후후후111555일일일~~~산산산후후후222888일일일///자자자연연연․․․제제제왕왕왕절절절개개개분분분만만만///인인인공공공수수수유유유’’’
산모 신생아

▶▶▶ 활활활동동동 및및및 운운운동동동
․ 산후 활동
․ 산후 운동

▶▶▶ 오오오로로로
․․․ 오로

▶▶▶ 예예예방방방접접접종종종
․․․ 예방접종 일정표
․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 정정정상상상발발발달달달
․․․ 신생아 행위

▶▶▶ 영영영양양양
․ 산후 영양

▶▶▶ 유유유방방방관관관리리리
․․․ 유방울혈(젖 몸살)
․ 젖 말리는 법

▶▶▶ 수수수면면면
․․․ 밤에 안자는 아기

▶▶▶ 성성성생생생활활활
․ 배란과 월경
․ 성생활 가능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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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산산산후후후111555일일일~~~산산산후후후222888일일일///자자자연연연․․․제제제왕왕왕절절절개개개분분분만만만///인인인공공공수수수유유유’’’
산모 신생아

▶▶▶ 운운운동동동
․ 산후 몸매관리 시작시기
․ 산후 안전한 몸매관리 방법

▶▶▶ 성성성생생생활활활
․ 성생활 가능시기
․ 산후피임
․ 남성피임법
․ 여성피임법

▶▶▶ 정정정상상상발발발달달달
․․․ 신생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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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777...

'''산산산후후후 222일일일 ~~~산산산후후후 444222일일일'''산산산모모모에에에게게게 제제제공공공되되되는는는 일일일일일일멘멘멘트트트
멘트 1 멘트 2

산후 2일 출산 2일 째입니다. 회음부 상처가 많이 불편하시죠?좌욕이 도움이 될 거예요.
산후 3일 출산 3일 째입니다. 젖이 도나요?초유는 황유라고 불리 울 만큼 아기의 몸에 좋습니다.
산후 4일 출산 4일 째입니다. 혹시 아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지 않으셨나요?엄마의 심장소리와 낮은 목소리의 자장가가 아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후 5일 출산 5일 째입니다. 오로의 양이 갑자기 늘거나 오로에서 냄새가 나진 않나요?오로의 이러한 변화는 생식기감염을 의미하니,패드교

환 후 항상 오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산후 6일 출산 6일 째입니다. 아기 제대가 떨어졌나요?알코올로 하루 2회 이상 소독하고 건조시키는 것 잊지 마세요.
산후 7일 출산 7일 째입니다. 모유수유 성공 하셨나요?모유는 엄마가 아기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힘내셔서 꼭 모유수유에 성공

하세요.
산후 8일 출산 8일 째입니다. 아기가 엄마젖을 충분히 먹고 있나요?아기 기저귀를 확인 하세요.하루 동안 6회 이상의 소변을 본다면 아기가

엄마젖을 충분히 먹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산후 9일 출산 9일 째입니다. 젖몸살이나 유두열상으로 고생하시진 않나요?유방마사지가 도움이 될 거예요.모유수유 포기하지 마세요.
산후 10일 출산 10일 째입니다. 산후회복을 돕기 위해선 균형잡힌 식사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입맛이 없으시더라도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꼭 지키세요.
산후 11일 출산 11일 째입니다. 산후회복을 위해 안정과 휴식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꼼짝 않고 누워계시는 것보다 실내에서의 가

벼운 움직임이 산후회복을 돕는다는 것 잊지마세요.
산후 12일 출산 12일 째입니다. 아기에게 마사지를 해주시나요?마사지는 아기의 정서와 건강발달은 물론 엄마와의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을 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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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13일 출산 13일 째입니다. 아기들이 겪는 첫 시각적 경험은 젖을 먹을 때 보는 엄마의 얼굴이라고 합니다.수유 시 아기에게 눈을 맞춰주세요.
산후 14일 출산 14일 째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아기에게 안정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두뇌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수유할 때나 기저

귀갈 때 자주 아기에게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산후 15일 출산 15일 째입니다. 아기가 수유 후 토하지는 않나요?아기는 위의 괄약근 기능이 미숙해 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유 후 반드시

트림을 시켜 주세요.
산후 16일 출산 16일 째입니다. 아기를 엎어서 재우지 마세요.유아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6개월까지는 반드시 뉘여 재우세요.
산후 17일 출산 17일 째입니다. 집안에서 천천히 걷기운동을 해보세요.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산후 18일 출산 18일 째입니다. 아기가 놀라는 것은 대부분 반사 행동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하지만 아기가 주기적으로 머리나 손발을

딸꾹질하듯 까닥까닥 거리거나 눈을 깜박거리면 신생아 경련이므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산후 19일 출산 19일 째입니다. 아이를 재울 때 앞뒤나 좌우로 고개가 젖히도록 크게 흔들면 뇌가 손상될 수 있어요.흔들어주는 것보다는 가슴

이나 엉덩이를 토닥거려 주세요.
산후 20일 출산 20일 째입니다. 아기의 피부가 붉어지면서 부어오르거나 좁쌀 같은 게 돋진 않았나요?만약 아기에게 태열이 있다면 순면 옷을

입히고 땀이 나지 않게 해 주세요.
산후 21일 출산 21일 째입니다. 아기가 밤에 잘 자나요?아기에게 밤과 낮을 알려주어 올바른 수면습관을 가지게 해 주세요.
산후 22일 출산 22일 째입니다. 아기가 웃음을 짓거나 하지 않나요?이 시기의 아기의 웃음은 자극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이랍니다.
산후 23일 출산 23일 째입니다. 아기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거나 자주 안아주세요.이 시기의 이러한 자극은 아기의 두뇌발달을 돕습니다.
산후 24일 출산 24일 째입니다. 아기가 왜 우는지 알수가 없어 당황스럽죠?아기가 왜 우는지 알아차리고 아기의 요구에 곧 응할수있게 되니 걱

정하지 마세요.
산후 25일 출산 25일 째입니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아기가 변 색깔을 확인하세요.아기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산후 26일 출산 26일 째입니다. 몸이 많이 회복되셨죠?그렇다고 무리해서 집안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간단한 요리나 걷기 운동 등을 시작해보세요.
산후 27일 출산 27일 째입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계획하진 않으셨나요?몸이 회복되지 않은 산욕기에 무리하게 몸매관리를 시도하는 것은 무모

한 짓입니다.
산후 28일 출산 28일 째입니다. 산부인과 검진은 받으셨나요?출산 후 회복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산후 29일 출산 29일 째입니다. 마사지 등의 신체접촉이 아기의 인지 및 신체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자주 어루만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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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30일 출산 30일 째입니다. 분만 후 요실금 증상이 생기진 않으셨나요?케겔 운동을 꾸준히 해 보세요.도움이 될 거예요.
산후 31일 출산 31일 째입니다. 아기를 너무 꽁꽁 싸매어 덥게 재우지는 않나요?아기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시원하고 선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산후 32일 출산 32일 째입니다. 아기가 밤에 자주 깨서 잠이 부족하진 않나요?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 보세요.
산후 33일 출산 33일 째입니다. 아기가 손가락이나 주먹을 입에 넣으려고 하지 않나요?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이니 놀라지 마세요.
산후 34일 출산 34일 째입니다. 아기는 아빠의 목소리도 좋아한답니다.엄마 아빠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자주 들려주세요.
산후 35일 출산 35일 째입니다. 아기를 안아 줄때,아기 머리가 엄마의 심장 쪽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아기는 안정감을 느껴 편안하게 잘 수

있답니다.
산후 36일 출산 36일 째입니다. 아기의 얼굴에서 20~30cm 떨어진 위치에 모빌을 달아주세요.아기의 시각 발달은 물론 지능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산후 37일 출산 37일 째입니다. 아기를 재울 때 절대로 엎어 재우지 마세요.유아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6개월까지는 반드시 뉘여 재우세요.
산후 38일 출산 38일 째입니다. 엄마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 주면,아기가 손발을 움직이지 않나요?아기의 좋다는 자기표현이랍니다.
산후 39일 출산 39일 째입니다. 날씨가 좋다면,아기를 일광욕을 시켜주세요.햇빛 속의 자외선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활성화 시켜 줄 거예요.
산후 40일 출산 40일 째입니다. 걷기운동은 혈액순환을 증진시켜 산후회복을 도와준답니다.가까운 거리를 아기와 함께 산책해 보는 건 어떠세요?
산후 41일 출산 41일 째입니다. 월경을 시작하셨나요?출산 후 곧바로 임신하는 것은 산모의 건강이나 육아,수유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피임하세요.
산후 42일 출산 42일 째입니다. 본 산후 간호정보제공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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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888...

'''웹웹웹 기기기반반반의의의 맞맞맞춤춤춤형형형 산산산후후후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안안안내내내서서서

본 프로그램은 산후시기,분만방법,수유형태에 따른 산후간호관리에 대한 정
확한 지식과 행위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산후정보제공 프로그램입니다.본 프로그
램에 등록하시면,산후시기에 따른 산모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정보가 산후 6주간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웹웹웹 주주주소소소 :::hhhttttttppp::://////pppooossstttpppaaarrrtttuuummm...kkkrrr

111...회회회원원원가가가입입입

화면 좌측의 회원가입 후,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22...맞맞맞춤춤춤정정정보보보

로그인과 동시에 맞춤정보 팝업창
이 나타납니다.

팝업창 좌측 상단의 글자 버튼들
을 click하면 산후 정보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후 팝업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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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맞맞맞춤춤춤정정정보보보 재재재확확확인인인

맞춤 정보 재확인을 원하실 때는,
화면 좌측의 산후시기를 문장을
click 하시면 팝업창이 다시 나타
납니다.

444...회회회원원원탈탈탈퇴퇴퇴
산후 42일이 지나면 사용종료 되며,더 이상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
다.

감사합니다.

문의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박미정
☎ 011-9159-8950

⊠ jeong76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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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999...웹웹웹 사사사이이이트트트 화화화면면면

111...초초초기기기화화화면면면

222...'''회회회원원원가가가입입입'''화화화면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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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산산산후후후관관관리리리 정정정의의의'''화화화면면면

444...'''본본본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소소소개개개'''화화화면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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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병병병원원원에에에 와와와야야야 할할할 증증증상상상'''화화화면면면

666...'''111:::111질질질문문문게게게시시시판판판'''화화화면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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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맞맞맞춤춤춤정정정보보보 제제제공공공 화화화면면면 예예예(((111)))

888...맞맞맞춤춤춤정정정보보보 제제제공공공 화화화면면면 예예예(((222)))



- 92 -

999...맞맞맞춤춤춤정정정보보보 제제제공공공 화화화면면면 예예예(((333)))

111000...맞맞맞춤춤춤정정정보보보 제제제공공공 화화화면면면 예예예(((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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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wastodevelopaweb-based,tailoredpostpartum
informationprogramtoprovideexactknowledgeandpromotepostpartumself-care
basedonneedsofthenewmotherandnewbornduringthepuerperalperiod,and
according to typeofdelivery and pattern oflactation.Thisstudy used a
methodologicaldesigntodevelopaninstrumentfornursingintervention.
Thedevelopmentprocessconsistedofthefollowingstages;contentconstruction,
contentvalidationandrevision,multimediadatacollectionandoperationplanning,
program implementation,program workabilityidentification,program evaluation,
andconfirmationofthefinalprogram.

Theresultsofthisstudyobtainedinthedevelopmentprocessaresummarizedas
follow.

1.Forthestageofprogram contentcomposition,analysisofthephysiological,
psychological,andsocialneedsofthenewmothersandnewbornswasdonebasedon
aliteraturereview,classificationofpostpartum careneedsofnew mothersand
babies,andconstructionofprogram contentaccordingtotimeinthepuerp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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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2.Thestageofcontentvalidationandrevision;reflectingopinionsof3nurseswho
experienceddeliveryand8expertsinobstetricandpediatriccare,thepuerperal
periodwasclassifiedinto4categories:'dayofbirthto7daysafterbirth','8to14
daysafterbirth','15to28daysafterbirth',and'29to42daysafterbirth'.Thetypeof
deliverywasclassifiedas'normalspontaneousvaginaldelivery','cesareansection
delivery',andthelactationpatternas'breastfeeding'or'artificialfeeding'.Needsof
thenewmotherandbabywereprioritizedinordertooffertheinformationaccording
tothetimeinthepuerperalperiod.
3.Thestageofmultimediadatacollectionandoperationplanningincludeddata
collectionoftextimagesandgraphicimages,framingofsitemapandstoryboard,
andestablishmentofoperationplanning.
4.Thestageofprogram implementation;toembodytheprogram ontheweb,a
professionalwebdesignerproducedtheprogram inauser-friendlymannerat
http://www.postpartum.kr.
5.Thestageofprogramworkabilityidentification;toensureasmoothrunningof
theprogramformationoffakepuerperaldata,identificationofprogramworkability,
andrectificationofproblemonpop-upmenuvelocityandacheckoflinkstorelated
sitesweredone.
6.Attheprogramevaluationstage,theprogramwasevaluatedandrevisedbyweb
experts,clinicalexperts,andnewmothers.Thewebexpertsgavethepurposeofthe
program thehighestscoresandauthoritativenessthelowest.Theclinicalexperts
scoredthesystemefficiencythehighestandsystemconveniencethelowest.System
efficiencywasalsoscoredthehighestbythenewmothers,butinformationrelevance
wasscoredthelowest.However,resultsdifferedaccordingtotimeinthepuerperal
period.
7.Inthelaststage,thefinalprogramwaspreparedafterrevisionofproblemssuch
aspop-upmenuzooming,falseinformation,bulletinboardaccess,reference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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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soon.

Astheresultofthisstudy,aweb-based,tailoredpostpartuminformationprogram
wasdevelopedtoprovideinformationreflectingtheneedsofnew mothersand
babiesaccordingtoprogressioninthepuerperalperiod,typeofdeliveryand
lactationpattern.
Forfurtherstudies,validationoftheprograms,andtestsofitseffectareneeded.

KeyWord:Web,Tailored,Puerperium,Need,Nursing,Information,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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