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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대해서 항상 함께 고민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김미옥 선생님,김혜

진 선생님,이민정 선생님과 가족건강관리학과의 고윤희 선생님,나래와 민정이,
연구의 고락을 함께한 춘희와 수인이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든 병원 생활에서 항상 저에게 웃음을 주는 김현정,김유정,김영경,강수경

선생님과 예쁜 후배 미아,미경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또한,학부때부터 함
께 해 온 수잔,세화,소영,정주,정욱이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연구의 초기부터 가족들 전체가 도움을 준 윤희 언니와 상우 형부,혜진이와 대

일오빠,미경이와 택진이,귀여운 조카들 나영,유나,은서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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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금의 저를 있게 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과 믿음을 주는 우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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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분분분만만만직직직후후후 통통통합합합적적적 접접접촉촉촉이이이
부부부성성성애애애착착착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본 연구는 분만직후 신생아와 아버지 사이에 통합적 접촉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무작위 대조군 사후 실험 연구이다.
연구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2008년 6월 25일까지이며 연구 대상자는 서울

강남 소재 Y대학 부속 병원에서 분만한 정상 신생아의 아버지였다.대상자는 입
원과 동시에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은
연구자가 동전을 던져 무작위로 배정하였다.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11명,대조군
11명으로 총 22명이었다.
통합적 접촉 중재 프로그램은 문헌고찰과 전문가의 자문,예비조사로 정형화하

였다.실험군에 속한 신생아와 아버지에게는 통상적 간호와 함께 분만 직후 30분
이내에 10분간의 통합적 접촉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는데,중재는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일관성 있게 수행되었다.대조군에 속한 신생아와 아버지에게는 통상적인 간
호만을 수행하였다.자료 수집은 신생아 입원 기간 동안 연구의 목적을 이해한 제
3의 간호사가 대상자가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하였다.자료
수집은 모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9.2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실험군과 대조군

간 동질성에 대한 검증은 x2-test와 Wilcoxonsignedranktest로 분석하였고,실
험군과 대조군 간의 부성애착 정도는 Wilcoxonsignedrank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과 임신관련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분만관련 특성은 분만 참여 유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4.14,p=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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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직후 통합적 접촉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부성 애착정도가 높을 것
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z=0.36,p=0.72).

분만직후 통합적 접촉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대상자 특성이 결과에 영향
을 미쳤으며 통합적 접촉 적용시간과 횟수,부성애착 측정 시기의 문제로 인하여
나타났다고 추측되어진다.그러므로 좀 더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표본에서
신생아와 아버지의 통합적 접촉 시간과 접촉 횟수를 달리 하고 부성애착 측정시
기를 달리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부성애착,통합적 접촉 프로그램



- 1 -

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따뜻하고 원활한 부모-자녀관계는 영아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융통성과 능력
이 있는 사회적 인간존재로 발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윤희자,2005).그러나
가족 안에서 임신,출산 및 양육과정은 단순히 어머니의 측면에서 취급되었고 아
버지는 단지 어머니의 지지자로서만 여겨져 왔다(Antle,1975).
최근 우리나라는 민주화,세계화,소비중심문화로 변하면서 아버지는 경제적 뒷

받침만을 수행하는 도구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한 예로 90년대 이후 자녀들
의 교육을 위해 매년 1만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기러기 아빠’가 있다.기러기 아빠
를 비롯한 많은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또한 2005년 한경비즈니
스가 글로벌 리서치와 함께 전국의 30-60대 아버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52%가 현재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이러한 아버지 역할 부담과 부재는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감정적
공감대인 친밀감이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친밀감의 근본은 영아기부터 아버지와
맺어온 애착관계이다.
애착이란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로 형성되는 감정적인 관계이며,결속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특히 부성애착은 아버지의 역할획득 및 역할수행 과정시 필요한
간호중재 원리개발을 위해 간호사들이 파악해야 할 주요 개념이다(Klaus &
Kennell,1982).
Bowlby(1969)는 애착을 “인간이나 동물이 어떤 특정 개체에 대해서 형성하는

애정적 결합”이라고 했으며 이러한 애착의 목적은 근접을 강화하며 접촉하고자 하
는데 있다고 하였다.즉,애착은 부모된 이와 신생아 사이에 물리적,심리적 거리
를 줄여 접촉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출생 후 형성된 애착관계는
영구적이며 부모의 역할 수행과 영아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부성애착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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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관계만큼 강할 수 있으며(Greenberg& Morris,1974),아기에 대한 아버지의 애
착은 아기의 탄생으로 생길 수 있는 가족의 역할과 관계에 있어서의 위기감을 줄
일 수 있으며 아기와 가족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어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새
로운 역할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Bowen& Miller,1980).또한 아버지와 아기
의 애착 정도와 태도는 모아관계를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영향을 주
고,어머니가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성장 후 부적응의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Betz,Hunsberger,& Wright,1994;Jones& Lens,1986;Reeder,
Martin,& Koniak,1992).
그러나 애착은 영아가 출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아버

지와 영아가 함께 하는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특히,신생아
가 태어나고 첫 3일간의 접촉은 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Greenberg& Morris,1974),아버지와 애착 정도를 높이기 위해,아버지에게 분
만 후 빠른 시간 내에 신생아를 대면하게 하고,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지현,2002).
그러나 간호현장에서는 어머니의 욕구들과 어머니와 아기와의 관계에 주로 관

심을 가지고 산모에게 직접 수유할 기회를 제공하고,면회시간외의 수유시간에도
방문을 권하지만,아버지의 욕구를 사정하고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간
호중재는 소홀히 여겨져 왔다(강남미,1988,1994).
최근 가족분만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면서 남편이 분만에 참여하는 것이 보편

화되고 있다.또한 분만 후 남편도 3일간의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같은 제도가 도입되며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국가적
으로 변화하고 있다.그러나 임상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책이나 임상 중
재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부성애착에 대한 연구도 그리 많지 않다.
부성애착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산전 간호와 애착(강남미,1996;차은주,1986),

모아동실과 모아별실에서의 애착(박교정,1999),미숙아와 정상 신생아간의 애착
(김지영,1994;김지현,2002),아버지와 영아의 상호작용(김영희,1998),부성전환
(강남미,1994,1996,1997;손정남,1989),아버지 분만참여유무에 따른 부성애착과
역할 자신감의 비교(황은주,2003)등이 있다.기존 연구는 주로 부성 애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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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연구로 부성애착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 역할 확립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성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만 후 간호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임상중재 개발 및 그 효과 규명이
요구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생아와 그 아버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간호를 제공
하기 위해 분만 직후 통합적 접촉 중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함이다.

333...연연연구구구 가가가설설설

분만직후 통합적 접촉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성 애착정도가 높을 것이다.

444...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11)))통통통합합합적적적 접접접촉촉촉

통합적 접촉은 아버지와 신생아 사이의 시각적,언어적,촉각적 접촉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아기 손‧발가락,성별 등 신체 곳곳 확인하기,아기의 태명 또는 이
름 부르기,아기 안아보기,닮은 부분 찾아보기 등의 감각적인 체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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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부부부성성성애애애착착착

부성애착은 아버지와 신생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애정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표현이나 반응,행동 및 지각으로(Greenberg& Morris,
1974)정의하며본 연구에서는 Greenberg& Morris(1974)의 이론을 참고로 신생아
의 대한 시각적 인식,촉각적 인식,아기의 특성구분,완전한 개체로 인식,강한 관
심과 애정,심리적 고양감,아버지로서의 역할 인식 정도의 7범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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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부부부성성성애애애착착착

Bowlby(1969)가 애착(attachment)이라는 용어에 대해 소개한 이래,애착 개념은
여러 학자에 의해 정신분석이론,학습이론,인지발달이론과 동물 행동학적 측면 등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 발달되었다(김지현,2002).
Bowly(1969)는 애착을 애정이며,학습된 것이고,특정의 것이며 지속적인 것으

로,어머니와 아기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하였다.Ainsworth(1973)는 애착을 같
은 공간 내에 서로를 같이 묶어주고,시간을 초월해서도 지속되는,한 사람이 다른
특정한 사람과 형성한 애정적인 유대라고 정의하면서,간호제공자의 아기의 신호
에 대한 반응은 아기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요소라고 하였다.모아
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리한 Klaus& Kennell(1976)은 애착 대신 결속(bonding)이
라는 용어를 사용해서,‘어머니가 아기에 대한 애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분만 후
바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고,Mercer& Ferketich(1990)는 ‘아기를 돌보는
데 있어 부모의 책임을 동기화시키는 감정적인 유대이며 만족스런 경험을 야기시
키는 파트너간의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부모의 애착을 묘사했다.
이후,많은 연구자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수용하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

고 받아들이는 애착 과정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왔으나,애착,상호작용,결속,유대
등이 여러 연구에서 유사어로 쓰여지고 있다(이경혜 등,1997;조결자,정연,이군
자,1997;최연순 등,1999).선행 연구는 애착 개념을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측정하
는 방법에 다양하게 접근하였으며,부모와 아동에게 동기를 유발하고 애착을 형성
하는 요인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이경혜 등,1997;최연순 등,1999:Goulet,
Bell,Tribble,Paul& Lang,1998).
Bowlby(1979)는 부모의 양육행동 특성이 세대 간에 지속된다고 하여 애착의 세

대 간 전이 가능성을 시사하였다.유아나 성인은 자신을 포함한 외부세계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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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경험을 할 때 이를 주관적으로 이해하며 내면화를 통해 행동을 하게 된다.이
러한 행동을 할 때 개개인이 무의식적으로 모델화 된다는 것이 내적실행모델이다.
이 내적 실행모델은 생후 1년 동안에 형성되며,이 모델은 한 번 형성되면 외부
사물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고 쉽게 변화되기 않기 때문에 초기에 구성된 내적
실행모델을 재구성하기란 어렵다.
그러므로 개인은 영아기부터 시작하여 아동기 때 형성된 내적실행모델을 성인

이 되어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나타내는 양육
행동과 애착관계에도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즉 초기에 부모-자녀 간에 형
성된 애착 관계는 이후 성인기까지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부모가
되었을 때도 자신의 형성한 내적 표상이 자녀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다(Bowly,1979).
모아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리한 Klaus& Kennell(1976)은 애착과 결속을 동일

한 의미로 사용하였으며,결속이란 출생 직후 처음 몇 분 내지 몇 시간 또는 몇
일 안에 형성되는 것으로 이 시기는 아기와 부모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민
감시기라 하였다.이 시기에 형성된 결속은 영원하고 이 과정의 성패는 부모로서
의 능력을 위해 지속적인 결과를 초래한다(Bowen,1980).결속의 개념은 각인이론
(imprintingtheory)에 근원을 두며 이 이론에 의하면 초기에 중요한 사건들은 유
기체에 영구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신생아와의 관계형성의 첫 단계는 동일시(identification)관계로 이것은 애착을

형성하는 행동의 일부이며 신생아를 인간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다(Ludington-Hoe,
1977;Aab,1976).이러한 동일시 과정 이후 탐색적인 접촉에서 차츰 애정을 가진
결합이 발생하는 동안 폭넓은 능동적인 접촉을 하게 된다.이러한 상호작용 양상
은 미소(socialsmiling),시각적 접촉(eyetoeyecontact),피부 접촉(skintoskin
contact),언어적 접촉(socialvocalization)등을 포함한다.
Rubin(1963)에 의하면 신생아는 모든 감각 중에서 촉각이 가장 예민하게 발달되

어 있기 때문에 애정 있는 접촉은 출생 이후 일생을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평
안함을 느끼며 사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올바른 부모
자녀 관계 형성에 필수 조건이 된다.따라서,부모와 아기의 조기접촉은 애착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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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최연순 등,1999).
부모와 신생아에 애착에 관한 연구는 모아 관계가 아동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함께,모아상호작용,모아애착,모아결속 등의 개념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특히,신생아기의 모아 관계는 가장 활발하게 또 효
과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연구 및 정보가 많이 이
루어져 있다(조결자,1993).
그러나,부성애착은 모아 관계만큼 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Greenberg &

Morris,1974),부성애착에 관한 문헌은 제한적이며,아직도 많은 연구가 요구되어
지는 분야이다(강남미,1988).
Bowen(1980)은 아버지와 아기 사이에서 나타나는 애착행위들은 어머니에 의해

보여지는 행위들과 비슷한데 부성애착 행위로서 근접과 접촉으로 보여주는 행위
들로서 아기를 바라보는 것,소리내어 얼러보는 것,아기를 바라보고 웃는 것,만
져보는 것,눈을 마주치거나 얼굴을 맞대 보는 것,안아보는 행위 등이라 정의하였
으며,이들 행위들은 관찰 가능한 행위라 하였다(Wieser& Castiglia,1984).
Greenberg& Morris(1974)는 부아결속과 관련된 행위를 확인하고 첫 3일동안

발달하는 결속의 성격을 열중도(engrossment)라 하였는데,이것을 몰입감(sense
ofabsorption),몰두(pre-occupation),영아에 대한 관심(interestintheinfant)으
로 정의하였다.열중도의 7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➀신생아에 대한 시각적 인
식-매력적이고 예쁘다거나 아름답게 인식한다.➁촉각적 인식-아기를 만져보거나
안아보고 놀아주기를 원하며 매우 즐거운 것으로 인식한다.➂아기의 특성에 대한
인식-다른 아기와 구별할 줄 아는 정도이다.➃완전한 개체로서의 인식 ➄신생아
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갖는다.➅심리적 고양감 형성 ➆아버지의 자존감이 증가됨을
느낀다-더 자부심이 생기고 커지고 성숙된 느낌을 표현한다.아버지에게는 아기를
바라보고,안아주고,만지고자 하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는데 아이의 모습,활동,눈
의 움직임이나 초기 접촉,문화적 배경이 그 욕구를 증진시키고 표출하게 한다고
제시하였다.이 욕구가 방해받게 되면 부아관계에서 열중도는 사라지게 되므로 신
생아가 깨어 있고 활동적일 때 아버지와 만나야 한다.분만 즉시의 접촉은 아버지
의 열중도를 위해 중요하며 열중도가 강화되었을 때 아버지는 자존감과 자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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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느낌이 증가되고 부인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신생아를 만지고 안아보고 쳐다보
고자 노력한다.이와 같이 아버지의 애착 형성이 영아에 대한 몰입감 혹은 영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므로 아버지의 영아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
은 앞으로 부성애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부모와 신생아와의 애착 형성이 앞으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으나 부성애착에 관한 문헌은 모성애착에
비하여 다소 제한적이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성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를 모색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222...부부부성성성애애애착착착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부성애착행위와 애착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와의
애착경험(김지영,1994;박교정 1999),결혼생활 만족도(차은주,1985;Browen,1980;
황은주,2003),분만방법(강남미,1986;Fortier,1988),분만시 참여여부(Greenberg&
Morris,1974;Bowen& Miller,1980),출산으로 겪는 느낌(Peterson,1979),신생아
성별 및 상태(Toney,1982;차은주,1985;Lamb,1983;Jones& Campell,1982),출
생순위(강남미,1986;김지영,1994;박교정,1999),부모와 신생아가 함께 지내는 근
접성(박교정,1999;Prodromidis,1995),아버지의 교육정도(Toney,1982),산전간호
참여(강남미,1985;차은주,1985) 등이 보고 되고 있다.
김지영(1994)과 박교정(1999)의 연구 등에서도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자식들에

게 애정을 잘 표현하셨다고 생각하는 대상자일 경우 신생아와 애착정도가 높게
나와 과거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아버지의 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
지하였다.
결혼 만족도가 높고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애착형성이 잘 되고(차은주,1985;

Browen,1980;황은주,2003),아버지의 교육정도가 높을 수록 강한 결속을 보인다
는 연구도 있다(Toney,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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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방법에 따라서는 제왕절개 분만 이후 즉시 신생아을 다루도록 한 그룹의
아버지들이 그렇지 못한 아버지들보다 생후 3개월의 놀이 상황에서 접촉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나(Rodholm,1981)분만 후 1개월 동안의 애착에
서 분만방법(질분만,계획한 제왕절개분만,계획하지 않은 제왕절개 분만 등)은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보고도 있어 일치되지 않았다(강남미,1986;Fortier,
1987).
출생순위에서는 첫째 아기인 경우(강남미,1986;김지영,1994;박교정,1999)애

착정도가 높다고 보고가 있었으며,신생아 성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으나(강남미,1986;김지영,1994;박교정,1999)아들에게
더 많은 애착행위를 나타냈다는 연구결과와(Toney,1982;차은주,1985;Lamb,
1983)딸에게 더 많은 애착행위를 나타냈다는 연구결과도(Jones& Campell,1982)
있어 일치되지 않았다.
한편,분만에의 참여여부에 따른 애착정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Greenberg

& Morris(1974)는 아버지가 분만을 관찰했을 때가 자신의 아기에게 갖는 동일시
느낌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밝혔으며,Bowen& Miller(1980)의 연구에서도 분만
을 관찰한 아버지가 분만을 관찰하지 못한 아버지보다 더 많은 사회적 애착행위
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아버지가 산모와 함께 출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장애물을 제거

한 출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좋은 느낌과 즐거움으로 분만과정을 겪은 아버지일수록 자신의
좋은 느낌을 유지하여 아기와의 상호작용을 가지나 불유쾌한 분만 경험을 한 아
버지의 경우는 그 때의 아기와의 상호작용을 가지나 불유쾌한 분만경험을 한 아
버지의 경우는 그 때의 불쾌감을 피하기 위하여 아기와의 접촉을 꺼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가 긍정적인 출산경험을 할수록 아기에 대한 강한 애
착을 보인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Peterson,1979).
강남미(1985),차은주(198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산전간호에 참여할수록 높은

애착행위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아기의 첫 대면시간이나 아기면회 횟
수도 애착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박교정,1999),이는 소극적인 접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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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동적인 피부접촉을 통한 촉각적 접촉이 애착형성에 중요하기 때문이다(최인
희,1986;김지영,1994).
박교정(1999)의 연구에서는 모자 동실이 모자 별실보다 부성애착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Prodromidis(1995)의 연구에서 모자동실 군에서 어머니가 영아를
바라보고,말하고,얼굴,손가락,손바닥,다리 등을 만지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연
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부성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으로 고

찰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요인들 중 상당수가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속하므로
임상간호 현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재 가능한 접근을 해야 하겠다.

333...애애애착착착증증증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중중중재재재

애착을 증진 시키는 중재를 적용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Greenberg &
Morris(1974)은 분만 참여한 군과 참여하지 않은 군을 나누어 분만 참여 군이 신
생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냄을 보고 하였으며,신생아와 그 아버지 사이에 계획적
인 신체적 접촉을 중재한 한 Bills(1980)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조기 상호작용이 아
버지가 신생아를 더 잘 수용하게 해준다고 보고하였다.정상신생아의 아버지를 대
상으로 하고 촉각적 접촉인 안아주기를 분만 1시간 이내에 10분간 시도한 중재를
적용한 Toney(1982)의 연구의 경우,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부성애착 행
위 정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보고 하였다.한편,박시영(2004)은 미숙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Field(1997)방법에 의하여 아기의 체위는 복위가 되도록 하고
손가락 끝과 손바닥으로 머리-뒷목-등-엉덩이-허벅지-종아리-발끝까지 길게 쓰다
듬는 촉각자극을 5분,5회 적용하여 아버지의 미숙아 돌보기 자신감과 애착이 증
진됨을 보고 하였다.
이자형,김진향(1981)은 어머니와 신생아의 첫 접촉을 수유실에서 시도하였으며

모아의 접촉시 소요한 시간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애착에 차이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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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박혜숙(1983)은 분만 후 신생아실에서 접촉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시간과 48-72시간 각각 모아애착행위를 관찰한 결과 높은 애착행위가 관찰
되었음을 보고하였다.최인희(1986)는 분만직후 1시간동안 신생아를 작은 보자기
에 싸서 heatlamp아래에서 모아 피부 접촉과 시각적 접촉을 주었을 때 애착행
위가 높았음을 보고하였다.임은숙(2003)은 분만 후 1시간 이내에 아기 몸의 물기
를 닦아주고 산모의 배에 15분간의 피부접촉을 하였을 때 모성 유대행위가 높다
고 보고하였다.성미혜,김미경(2005)은 분만직후 신생아 처지가 끝난 분만 후 30
분 이내에 20-30분 접촉을 하거나,수유실에서 모아 조기접촉을 횟수를 2-3회,1
회당 20-30분 정도의 조기접촉을 시도 하였을 때 애착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음을 보고하였다.또한 윤희자(2005)는 분만직후 모아간 10분간의 조기접촉으로
산모와 신생아간의 모아 애착행위가 증진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에 모성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는 다양하게 시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접촉을 애착증진에 중요한 중재로서 적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성애착을 증진 시키는 중재를 적용한 국내 연구는 미숙아 아버지를 대
상으로 한 박시영의 연구가 유일하며 정상신생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시도된 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므로 정상신생아와 아버지의 애착을 증
진시키기 위하여 접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재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규명할 필
요성이 고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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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의 설계는 분만 후 30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통합적 접촉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사후 실험연구로 연구 설계는 다음
과 같다.
 

<그림 1>연구 설계

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표표표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제태기간이 37주 이상,5분 APGAR8점 이상,신생아 체중 2500g이상의 정상
신생아의 아버지로서
②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정신적 질환이 없으며
③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서울 강남 소재 Y대학 부속 병원에서 2008년 4월 19
일부터 6월 25까지 분만한 정상 신생아의 아버지 28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6명의 신생아 아버지를 제외하고 연구 대상자

는 총 22명(실험군 11명,대조군 11명)이었다.

실험처치 사후 측정

실험군  통합적 접촉 부성애착

 측정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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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111)))부부부성성성애애애착착착

Greenberg& Morris(1974)의 아버지 애착의 7가지 특성에 근거하여 김지영
(1994)이 개발한 총 35문항의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일부 용어 수정 후 사용하
였다.
부성애착도구는 다음의 7속성별 범주로 구성 되었으며 각 범주에 5문항씩 포

함되었다.

① 시각적 인식(VisualAwareness)
② 촉각적 인식(TactileAwareness)
③ 아기의 특성구분(AwarenessofDistinctCharacteristics)
④ 완전한 개체로 인식(PerceivedasPerfect)
⑤ 강한 관심과 애정(StrongFeelingofAttraction)
⑥ 심리적 고양감(ExperienceofExtremeElation)
⑦ 역할 인식(RolePerception)

35개 문항은 Likert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의 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
다”의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애착정도는 최저 35점에서 최고 140점까지 점수화할
수 있으며 이 점수가 높은 수록 부성애착 정도가 강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
중 7개 문항은 부정적 문항이므로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94(김지영,1994)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α=.92였다.

예비 조사 결과 대상자 중 한 명이 설문지 항목 중 ‘아기를 반응을 얻기 위하여
자극하고 싶다.’라는 문항에서 자극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 들여 이를 ‘아기
의 반응을 얻기 위해 얼러주고 싶다’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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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상상상자자자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8문항과 임신과정 특
성 3문항을 확인하였으며 분만관련 특성 8문항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와 의무기록
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종교,직업상태,가족형태와 부성애착의 관

련 요인으로 문헌에서 제언한 경제상태,교육정도,결혼기간,과거 자신의 아버지
에 대한 기억 등 총 8문항을 조사하였다.
임신관련 특성으로는 임신계획여부와 출산 준비 교실 참여 유무의 외생변수와

태담 등을 조사하였다.
분만관련 특성은 외생변수인 분만 형태,분만 참여 유무,신생아의 성별,신생아

출생순위,모자 동실 유무와 함께 아기를 처음 본 시간,신생아의 몸무게,제태기
간을 조사하였다.

444...부부부성성성애애애착착착 증증증진진진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통통통합합합적적적 접접접촉촉촉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Bowen(1980)은 부성애착 행위로서 아기를 바라보는 것,소리 내어 얼러보는 것,
아기를 바라보고 웃는 것,만져보는 것,눈을 마주치거나 얼굴을 맞대 보는 것,안
아보는 행위 등이라고 정의하였다.이들 행위들은 신생아에게 근접과 접촉을 보여
주는 모든 부모에게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관찰 가능한 행위들로 알려져 있다
(Cropley,1976).
인간이 다른 인간과 접촉할 때 먼저 시각적으로 상대방을 인식하고 일정한 거

리를 두고 상대방과 소통한 후 피부접촉을 하게 된다.효과적인 접촉을 위해 먼저
신생아를 관찰하는 시각적 접촉을 하게하고 신생아를 불러 보는 언어적 접촉 후
신생아를 안아보는 촉각적 접촉을 하였다.통합적 접촉 시 대상자와 신생아의 닮
은 부분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통합적 접촉의 효과를 높였다.
즉,실험군은 분만 후 30분 이내에 신생아에 대한 통상적 간호 수행과 함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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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의 통합적 접촉을 수행하게 되는데,통합적 접촉은 시각적 접촉,언어적 접촉,
촉각적 접촉,신생아와 대상자간 닮은 부분 찾기의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연구
자는 각각의 영역마다 반응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주었다.이 메시지에 따라 대상
자는 12단계의 체계적인 통합적 접촉을 하게 되었다.
이상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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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통합적 접촉 프로그램

통합적 접촉 프로그램
시시시기기기 :분만 후 30분 이내
시시시간간간 :10분간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444영영영역역역
111222단단단계계계

111...시시시각각각적적적 접접접촉촉촉
반반반응응응 유유유도도도 :::“““아아아기기기를를를 보보보세세세요요요...”””
① 아기의 몸 곳곳을 두루 살펴보게 한다.
② 얼굴을 마주하는 자세를 하게 한다.
③ 아기의 행동을 관찰 하게 한다.

222...언언언어어어적적적 접접접촉촉촉
반반반응응응 유유유도도도 :::“““아아아기기기를를를 불불불러러러 보보보세세세요요요“““
④ 아기의 태명이나 이름을 불러 보게 한다.
⑤ 아기에게 말을 걸어 보게 한다.

333...촉촉촉각각각적적적 접접접촉촉촉
반반반응응응 유유유도도도 :::“““아아아기기기를를를 만만만져져져 보보보세세세요요요

“““아아아기기기를를를 안안안아아아 보보보세세세요요요 ”””
아아아기기기를를를 안안안겨겨겨줌줌줌

⑥ 아기의 사지나 머리를 손끝으로 만져 보게 한다.
⑦ 아기의 몸체를 손끝으로 만져 보게 한다.
⑧ 아기를 손가락으로 만져 보게 한다.
⑨ 아기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보게 한다.
⑩ 아기를 안아 보게 한다.

444...닮닮닮은은은 부부부분분분 찾찾찾기기기
반반반응응응 유유유도도도 :::“““아아아기기기는는는 누누누구구구를를를 닮닮닮았았았나나나요요요???”””
⑪ 아기와 자신의 닮은 부분에 대해 말해 보게 한다.
⑫ 아기와 아내의 닮은 부분에 대해 말해 보게 한다.



- 17 -

555...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8년 4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로 총 69일이었다.자
료 수집 방법은 분만을 위해 입원한 산모와 대상자인 남편에게 연구 참여의 동의
를 구한 후 실험 처치,사후 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연구 진행을 위하여 서울 강남 소재 Y대학 부속병원 IRB 승인(승인번호 :

3-2008-0002)후 간호부와 분만실 파트장,산부인과 과장,소아과 과장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111)))예예예비비비 연연연구구구

본 연구의 실행가능성을 확인하고 연구 설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예
비조사를 하였다.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 2명을 선정하여 분만직후 통합
적 접촉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였다.
두 명의 대상자 모두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예비 조사

결과 분만 직후 10분간의 접촉을 수행하는 것이 신생아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주
지 않으며 분만실 간호사가 산모와 신생아 간호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시간임을 확인하였다.또한,시각적,청각적,촉각적 접촉을 단
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반응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정형화할 필요성이 확인되어 이
를 보완하였다

222)))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분만을 위해 입원과 산모의 제태기간을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한 후 산모와 대
상자인 남편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받
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이때 실험군과 대조군은 대상자 입원시 연구자가 동전을
던져 앞면일 경우는 대조군,뒷면일 경우는 실험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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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실실실험험험 처처처치치치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신생아의 건강사정(아프가 점수 측정),기도관리,제
대간호,체온관리,신체검진,신분확인 등의 통상적 간호를 수행하였고 실험군에게
는 추가적으로 연구자에 의해 분만직후 30분 내 10분간의 통합적 접촉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이때 처치자간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오직 연구자만이 일관성 있게
중재를 수행하였다

444)))사사사후후후 조조조사사사

사후 조사 시기는 분만 후 24-48시간 이내로 하였다.Greenberg& Morris(1974)
가 부아결속과 관련된 행위를 확인하고 첫 3일간의 아버지와 신생아간의 접촉이
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근거 하였으며,처치자의 Haloeffect를
예방하기 위해 사후 조사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충분히 교육받은 제 3의 간
호사가 대상자가 어는 군에 배정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666...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AS9.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상통계 처리하며,구체적인 분
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임신과정 특성,분만관련 특성은 χ

2-test
와 Wilcoxonsignedranktest로 동질성 검증을 하였다.
(2)실험군과 대조군의 부성애착점수와 부성애착 관련 속성별 차이는 Wilcoxon

signedranktest로 분석하였다.
(3)대상자 특성과 관련된 부성애착점수 차이는 Wilcoxonsignedrank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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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 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111)))실실실험험험군군군과과과 대대대조조조군군군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검검검증증증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연령대는 대부분 30대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대상자의 직업 상태는 정규직,계약직,시간제 근무,무직으
로 구분 하였으나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시간제 근무자나 무직인 경우는 없었으
며 대부분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종교는 기독교,천주교,불교를 포함하여 종
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약 절
반정도가 종교가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무교였다.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대졸 이
상의 학력자였으며 그 중 약 절반이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들이었다.대상자 대
부분이 부부만 사는 핵가족 형태였으며,결혼 기간의 경우 실험군에 비하여 대조
군이 조금 더 결혼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냈다.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대상
자 모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분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으나 표현은 잘 하지 않은 분이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
았다.
대상자의 임신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임신계획 유무는 실험군의 경우 45.5%

가 임신을 미리 계획한 상태였으며 54.5%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었던 것에 반해
대조군은 임신을 계획하지 않은 경우(27.2%)보다 계획한 임신인 경우(72.2%)가 많
았다.출산준비교실 참여는 실험군의 경우 대상자 전원 출산준비교실에 참여 하지
않았으며 대조군에서는 오직 한 명만이 출산준비교실에 참여하였다.실험군과 대
조군 대부분이 가끔 태담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분만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아들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았으며 대부분 기대한 성별과 같았다고 응답했다.실험군에서 태어난 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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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기인 경우와 둘째 이상인 경우가 각각 절반 정도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첫
아기인 경우가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다.실험군의 경우 대상자 전원
이 자연분만한 산모의 배우자였으며 대조군의 경우는 자연분만이 81.8%,제왕절개
방법으로 분만한 산모의 배우자가 18.2%였다.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모자동실을
선택한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실험군의 경우 대상자 전원이 분만참여를 한 상태
였으며 전체 대조군 대상자의 절반 정도만이 분만참여를 한 상태였으나 그 중 분
만참여가 불가한 제왕절개 분만 신생아의 아버지 2명을 제외한 대조군 9명 중 대
부분이 분만에 참여한 상태였다.분만참여 유무는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4.14,p=0.04).

분만참여 유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제 특성에 대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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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특성 구분
실험군
(11명)

대조군
(11명) χ2 p

N(%) N(%)
연령 35세 미만 7(63.6) 6(54.5) 0.00 1.00

35세 이상 4(36.4) 5(45.5)
종교 있음 5(45.5) 5(45.5) 0.000 1.00

없음 6(54.5) 6(54.5)
교육정도 대졸 6(54.5) 5(45.5) 0.00 1.00

대학원 이상 5(45.5) 6(54.5)
직업상태 정규직 10(90.9) 9(81.8) 0.00 1.00

계약직 1(9.1) 2(18.12)
가족의 월수입 200-300마원 미만 2(18.2) 1(9.10) 0.00 1.00

300만원 이상 9(81.8) 10(90.9)
가족형태 부부만 산다 8(72.7) 10(90.9) 0.31 0.59

부모님과 함께 산다 3(27.3) 1(9.1)
결혼기간 2년 미만 5(45.5) 4(36.4) 0.00 1.00

2년 이상 6(54.5) 7(63.6)
임신계획 유무 부부가 함께 계획 5(45.5) 8(72.7) 0.75 0.39

안 했음 6(54.5) 3(27.3)
출산준비교실 예 0(0) 1(9.1) 0.00 1.00

아니오 11(100) 10(90.9)
태담 거의 하지 않음 2(18.2) 2(18.2) 0.00 1.00

가끔 하는 편 8(72.7) 8(72.7)
자주 하는 편 1(9.1) 0(0)
규칙적으로 함 0(0) 1(9.1)

자신의 아버지
에 대한 기억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으나
표현은 잘 하지 않는 분 10(90.9) 9(81.8) 0.00 1.00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으며 잘 표현하는 분 1(9.1)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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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참여 예 11(100) 6(54.5) 4.14 0.04
아니오 0(0) 3(27.3)
불가 0(0) 2(18.2)

아기 성별 딸 5(45.5) 5(45.5) 0.00 1.00
아들 6(54.5) 6(54.5)

아기 성별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차이

일치 10(90.9) 9(81.8) 0.00 1.00

불일치 1(9.1) 2(18.2)
출생순위 첫째 6(54.5) 8(72.7) 0.20 0.66

둘째 이상 5(45.5) 3(27.3)
아기를 처음
본 시간

분만 직후부터 30분
이내 11(100) 10(90.9) 0.00 1.00
분만 30분 이후부터 4
시간 이내 (0) 1(9.1)

병실 종류 모자 동실 7(63.6) 7(63.6) 0.00 1.00
모자 별실 4(36.4) 4(36.4)

분만방법 자연분만 11(100) 9(81.8) 0.55 0.48
제왕절개 0(0)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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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가설 :분만직후 통합적 접촉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부성 애착정도가 정도가 높을 것이다.

본 가설을 검증한 결과 통합적 접촉 중재 프로그램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부성
애착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

<표 3>분만직후 통합적 접촉 유무에 따른 부성애착 정도 차이 검증

부성애착 속성별 검증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표 4>.

<표 4>분만직후 통합적 접촉 유무에 따른 부성애착 속성별 차이 검증

따라서 ‘분만직후 통합적 접촉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프로그램을 적용하
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성 애착정도가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변수
실험군 대조군

z p
중위수(사분위 범위)

부성애착점수 115(21) 114(9) 0.36 0.72

속성 실험군 대조군 z p중위수(사분위 범위)
시각적 인식 17(3) 16(4) 0.80 0.42
촉각적 인식 17(3) 17(3) 0.00 1.00
아기의 특성구분 17(5) 16(3) 0.17 0.87
완전한 개체로 인식 17(3) 16(2) 0.94 0.36
강한 관심과 애정 17(2) 15(2) 1.07 0.29
심리적 고양감 17(3) 16(3) 0.20 0.84
역할 인식 17(5) 15(3) 1.00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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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부부부성성성애애애착착착정정정도도도 검검검증증증

단변량 분석을 한 결과 임신과정 특성 중 임신계획을 부부가 함께 계획한 경우 중
위수 119,계획을 하지 않은 경우가 중위수 10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나(z=-2.27,p=0.02)다른 변수들에서는 부성애착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정도의 비교는 <표 5>과 같다.

<표 5>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성애착정도 비교 :단변량 분석 (n=22)

특성 구분 중위수 사분위
범위 z p

연령 35세 미만 113 10 0.64 0.53
35세 이상 119 17

종교 있음 113 23 -0.50 0.62
없음 115 15

교육정도 대졸 115 20 0.33 0.74
대학원 이상 114 23

직업상태 정규직 114 16 0.62 0.53
계약직 127 25

가족형태 부부만 산다 113 17 1.02 0.31
부모님과 함께 산다 122 16.5

결혼기간 2년 미만 108 23 -0.97 0.33
2년 이상 116 11

임신계획 유무 부부가 함께 계획 119 13 -2.27 0.02
안 했음 108 9

출산준비교실 예 110 0 -0.55 0.59
아니오 115 19

자신의 아버
지에 대한 기
억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있
으나 표현은 잘 하지
않는 분

113.5 18 1.02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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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
으며 잘 표현하는 분 123 8

분만참여 예 114 19 -0.16 0.88
아니오 118 9

아기 성별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차이

일치 113 17 1.72 0.09

불일치 127 10
출생순위 첫째 113 15 1.54 0.12

둘째 이상 121 14.5
출산방법 자연분만 114.5 19.5 0.00 1.00

제왕절개 115.5 9
병실종류 모자 동실 115.5 17 -1.33 0.18

모자 별실 110.5 18
프로그램
적용 유무 실험군 115 21 0.36 0.18

대조군 1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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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분만직후 30분 이내에 처치한 10분간의 통합적 접촉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지금까지 부성애착에 관한 연구는 애
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과 다른 두 집단 사이에 부성애착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을 뿐이며 중재를 적용한 유일한 선행연구는 미숙아 아버지가 그 대
상이었다.그러므로 정상신생아를 대상으로 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를 적용
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대상자를 배정하는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 대상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하였다.이러한 무작위 배
정은 대상자 선택 편중으로 인한 내적 타당도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며 다른 연구와는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본 연구 결과 실험군의 부성애착 점수는 중위수 115점,대조군의 부성애

착 점수는 중위수 11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에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만직후 통합적 접촉과 부성애착에 관해 논

의하고자 한다.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과과과 부부부성성성애애애착착착

본 연구에서 부성애착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저 35점에서 최고 140까지로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성애착 정도가 높다고 평가했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 정상신생아에 대한 부성애착 점수를
살펴보면 김지영(1994)의 연구에서는 평균 118점이 측정되었고 주경숙(2005)의 연
구에서는 평균 120점이 측정되었으며 김지현(2002)의 연구에서는 평균 131점이 측
정되었다.본 연구 결과 부성애착 점수는 실험군이 중위수 115점,대조군 114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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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되어 기존 선행연구의 부성애착점수보다 다소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상자 특성을 고찰한 결과 본 연구 대상자들의 학력과 수입
이 좀 더 높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 이 근소한 차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분명치 않다.
본 연구의 결과 임신계획 유무가 부성애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z=-2.27,p=0.02),이는 임신계획유무에 따른 부성애착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김지영(1994),김지현(2002)의 연구결과나 Fostier(1988)의 연구결
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그러나 역할 개념,분만 참여,조기 접촉과 부성 애착과
의 관계를 본 Gibbs& Covington(1976)의 연구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개념이 부
성 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때 부부가 함께
임신을 계획하는 자체가 아버지로써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촉
발제와 같은 작용을 해서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사료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분만관련 특성에서는 분만참여 유무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헌에 의하면 긍정적인 분만과정을 겪은 아버지 일수록
자신의 좋은 느낌을 유지하여 아기와의 상호작용을 가지나 불유쾌한 분만 경험을
한 아버지의 경우는 그러한 경험이 아기와의 접촉을 꺼려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eterson,1979)아버지의 아기에 대한 동일시 느낌,
사회적 애착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Greenberg& Morris,1974;
Bowen& Miller,1980)이는 외국의 경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반화
는 불분명하다.본 연구에서는 분만 참여 경험으로 인한 대상자의 감정 상태를 평
가하지는 않았으나,우리나라 현 의료문화에서 아버지의 분만참여는 신생아와의
애착관계 형성보다는 분만이라는 사건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임을 감안하면
분만참여 자체가 종속변수에 큰 영향력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다.대상자들의 학력과 직업

상태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분만 직후 수 분에서 수 시간 내의 접
촉이 애착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한 KlausandKennell(1976)의 연구에
서는 대상자의 대부분이 미국 흑인이었으며 낮은 사회경제학적 계층에 속하고 고
졸이나 그 보다 낮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그러나 정상신생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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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대상으로 하고 촉각적 접촉인 안아주기를 분만 1시간 이내에 10분간 시
도한 중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던
Toney(1982)의 연구의 경우,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부성애착 행위 정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보고 했는데,주목할 만 한
점은 Toney(1982)의 대상자가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산층 백인이라
는 점이다.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졸 이상의 학력이었고 대부분 30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경제 수준이었던 점과 유사하다.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 대부분
의 직업 상태는 정규직이었으며 직업상태가 계약직인 경우도 직업이 의사라는 전
문기술직이어서 일반적인 계약직의 특성인 고용의 불안정이나 낮은 임금 등의 특
성은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자료수집을 한 병원이 서울 강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
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됨에 따라 다양한 대상자를 본 연구에 포함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군이 11명,대조군이 11명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다.본 연구에서는 정상신생아의 아버지 전수를 대상으로 표집하여 실험군과 대
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기간 내에 적은 표본 크기
로 인하여 귀무 가설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typeⅡ error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즉,적은 표본 크기로 인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부성애착 사이에 차이가 없
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이러
한 가설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오류가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다양한 학력,사회경제적 계층이 포함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본 프로

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222...통통통합합합적적적 접접접촉촉촉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문헌고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애착은 개인의 내적실행모델에 영향을 받으
며 그 전 세대의 영향으로 형성된 내적실행모델은 재구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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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따라서,아버지는 자신이 경험한 이전의 관계,태도,기대,정서 또는 행동양
식을 자기가 이룬 가정에 그대로 가져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박
성연 등,1996;허선자,1992).이는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지만,
과거 자신의 아버지의 대한 경험이 애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김지영(1994),박
교정(1999)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것이다.즉,이렇게 내재화 되어 있는
개인의 성향을 단 한 번의 중재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라 사료
된다.
또한,부성애착도 모성애착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며(Mercer,1988)아버지의 아기를 향한 부성애착은 아기의 출생 전 임신기
간 동안 태아와의 관계형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예비 아버지들은 임부처럼
태아에게 친밀한 행동을 보이며 산전간호가 애착행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와(강남
미,19;,차은주,1985)초음파 등을 통한 태아 조기 접촉을 한 경우 아버지에게서
애착이 증가된다는 보고에서(Brown& Miller,1980:Gibbd& Convington,1976)
알 수 있듯이 애착 형성을 돕고 분만 후 접촉을 통해 애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
신과정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통합적 접촉 프로그램의 적용시간과 횟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미숙아에서 부성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한 박시영

(2004)의 연구에서는 미숙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기 출생 후 3일 이내에 면회를
한 경우에 한하여 5회,5분으로 총 25분의 촉각자극을 시도했을 때 부성애착이 증
가됨을 보고 하였다.그러나 정상 신생아와 그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성애착을 증
진시키기 위한 중재를 적용한 국내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애착을 증진시키는 중
재를 적용한 선행연구를 모성애착 중심으로 비교했을 때,모아 애착 중재 시간은
최소 10분부터 15분,20-30분,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까지 다양했으며(이
자형,김진향,1981;박혜숙,1983;최인희,1986;임은숙,2003;성미혜,김미경,
2005;윤희자,2005)이로 인해 모성애착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접촉의 적절한 시간을 찾기 위해 아기 만출 직후부터 아

기가 신생아실로 가기까지의 시간을 평균 30분으로 규정하였고,분만실 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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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뿐만 아니라 산모 간호 등 다양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
였다.부성애착 증진을 위해 중재를 적용한 박시영(2004)의 연구의 경우 대상자가
본 연구의 대상자와는 다른 미숙아 아버지였고 접촉 시기가 분만 직후가 아니었
음을 고려할 때 박시영(2004)의 연구에서 제시한 총 5회 5분간의 접촉은 본 연구
의 모델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모성애착을 증진시키는 중재를 적용한 연구
의 경우 윤희자(2005)자의 연구에서 이름 부르기,손·발가락과 성기 확인,안기,
손·발가락 만져보기 등의 조기 접촉을 분만 직후 10분에 걸쳐 수행했는데,본 연
구는 윤희자(2005)연구에서 제시한 중재 프로그램 시간에 근거하여 접촉의 최소
단위라고 여겨지는 분만직후 약 10분간의 통합적 접촉으로 부성애착을 증진시키
고자 하였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만실에서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1회의 중재
로 설정되었다.그러나,윤희자의 연구에서 10분간 조기접촉을 수행한 실험군이 대
조군에 비해 모성애착 행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는 다르게 본 연구 결
과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사이에 부성애착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남성과 여성의 임신과 분만에 대한 경험 차
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여성의 경우 임신 중기 이후에 태동을 느끼며 분만을
직접 체험하는 것에 반해 남성은 임신이나 분만에 대한 간접 경험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분만 후 같은 시간을 접촉 했다 하더라도 애착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이라 사료된다.또한 애착이 두 개체 사이에서 형성되는 상호적이고 정서적인
결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접촉의 시간만큼 접촉의 횟수도 중요할 것이라 사
료된다.접촉의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
하며 접촉과 다음 접촉 사이의 시간은 경험을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 시켜
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중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접촉 시간과 접촉 횟수를 둘

다 고려해야 하겠다.본 프로그램을 적용하되 접촉 시간을 10분 이상으로 다양
하게 하는 연구와 접촉의 횟수를 1회 이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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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부부부성성성애애애착착착의의의 측측측정정정시시시기기기

국내 연구에서 보여진 부성애착 측정시기는 다음과 같다.김지영(1994),김지현
(2002)의 연구에서는 분만 직후 적어도 1회 이상 신생아를 본 후 부성애착을 측정
했다.황은주(2003)의 연구에서는 분만 후 72이간 이내에 신생아를 적어도 1회 이
상 본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성애착을 측정하였다.또한 Gibbs& Covington(1976)
의 연구에서는 분만 후 24시간에서 48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와 같이
부성애착을 측정하는 시기는 아직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열중도’개념에 근거하여 부성 애착 측정시기를 분만 후 24시간

에서 48시간으로 규정하였다.또한 자연분만 산모의 경우 보통 72이내에 퇴원을
하기 때문에 위 기간이 자료수집에 가장 용이하였다.그러나 열중도가 처음 3일
동안 발달하는 결속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측정시기가 너무 빨랐을 수도
있겠다.그러므로 부성 애착 측정을 분만 후 72시간 이후에 하는 반복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444...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성 애착에 대한 비교 연구가 대부분이며 부성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미숙아와 그 아버지가
대상인 박시영(2004)의 연구가 유일하다.또한 모든 연구에서 신생아와 아버지의
애착을 증진시키는 간호 중재로 조기 접촉을 제언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중재
를 적용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문헌에서 제언한 조기 접촉을 직접 적용했으며 부성애착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간호연
구로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본 연구의 결과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으나 정상 신생아와 그 아버지의 부성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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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 것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다
고 사료된다.또한 연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통합적 접촉 프로그램은 분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중재라는 큰
장점이 있다.분만과정에서 간호사는 분만과정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그리고 또한 부모와 신생아 사이의 애착형성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위치에 있기도 하다.부성애착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오늘날,간호사 스
스로가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중재는 간호 실무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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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분만직후 신생아와 아버지 사이에 통합적 접촉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이는 분만실 내에서 부성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것으로 연구는 무작위 대조군 사후 실험으로
설계되었다.
연구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2008년 6월 25일까지이며 연구 대상자는 서울

강남 소재 Y대학 부속 병원에서 분만한 정상 신생아의 아버지 28명 전수를 대상
으로 하였다.대상자는 입원과 동시에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
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은 연구자가 동전을 던져 무작위로 배정하였다.연구 대상
자는 실험군 11명,대조군 11명으로 총 22명이었다.
통합적 접촉 중재 프로그램은 문헌고찰과 전문가의 자문,예비조사로 정형화하

였다.실험군에 속한 신생아와 아버지에게는 분만 직후 30분 이내에 약 10분간의
통합적 접촉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는데,중재는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일관성 있
게 수행되었다.대조군에 속한 신생아와 아버지에게는 통상적인 간호만이 제공되
었다.자료 수집은 신생아 입원 기간 동안 연구의 목적을 이해한 제 3의 간호사가
대상자가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하였다.자료 수집은 모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9.2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실험군과 대조

군간 동질성에 대한 검증은 x2-test와 Wilcoxonsignedranktest로 분석하였
고,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부성애착 정도는 Wilcoxonsignedranktest로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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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 특성과 임신관련 특성인 연령,종교,교육정도,직
업상태,경제상태,가족상태,결혼기간,임신계획여부,출산 준비 교실 참여 유무,
태담,과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분만관련 특성인 분만형태,신생아의 몸무게,제태기
간,분만참여 유무,신생아 성별,신생아 출생순위,신생아를 처음 본 시간,모자동
실 유무 등은 분만 참여 유무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분만직후 통합적 접촉을 적용한 실험군은 분만직후 통합적 접촉 프로그램을 적

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부성 애착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분만직후 통합적 접촉이 부성애착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통합적 접촉 적용시간과 횟수,부성애착 측정 시기의
문제로 인하여 나타났다고 추측되어진다.그러므로 좀 더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표본에서 신생아와 아버지의 통합적 접촉 시간과 접촉 횟수를 달리 하고 부
성애착 측정시기를 달리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222...제제제언언언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분만직후 통합적 접촉 시간 및 횟수를 늘려서 적용하여 부성애착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3)부성애착 측정시기를 분만 후 72시간 이후로 하여 측정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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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아아아버버버지지지 애애애착착착속속속성성성별별별 문문문항항항구구구분분분

시시시각각각적적적 인인인식식식
1.아기와 눈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8.아기의 신체 곳곳을 살펴보고 싶다.
15.아기를 볼 때 웃거나 말하게(얼르게)된다.
22.나의 아기를 볼 때 다른 아기를 볼 때와 느낌이 같다.*
29.나의 아기는 예쁘다.

촉촉촉각각각적적적 인인인식식식
2.아기를 만지고 싶다.
9.아기를 안기가 겁난다.*
16.아기와 함께 있고 싶다.
23.아기를 안아주고 싶다.
30.아기에게 입 맞추고 싶다.

아기의 특성구분
3.아기는 나 혹은 가족을 닮았다.
10.다른 아기로부터 나의 아기를 구별해 낼 수 있다.
17.아기는 나를 끄는 강한 매력이 있다.
24.나의 아기는 내가 상상했던 생김새와 다르다.*
31.아기가 정말 내 아기라고 느껴진다.

완완완전전전한한한 개개개체체체로로로 인인인식식식
4.아기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한다.
11.아기를 부르면서(“아가야”혹은 애칭)얘기 한다.
18.원하는 성이 아니라 섭섭하다.*
25.내 아기는 보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32.갓 태어난 아기도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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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강한한한 관관관심심심과과과 애애애정정정
5.아기에게 금방 정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12.아내보다 태어난 아기에게 더 주의를 기울인다.
19.아기의 반응을 얻기 위해 자극하고 싶다.
26.아기가 자꾸 보고 싶다.
33.아기가 잘 먹고 잘 자는지 궁금하다.

심심심리리리적적적 고고고양양양감감감
6.아기가 있어 기쁘다.
13.아기의 탄생으로 자신감이 증가되지는 않는다.*
20.나의 아기가 자랑스럽다.
27.처음 아기를 본 후에 자신이 성숙된 느낌이다.
34.아기의 탄생이 경이롭게 느껴진다.

역역역할할할인인인식식식
7.나는 아버지로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
14.나는 아직 이 아기의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21.아기를 돌볼 자신이 있다.
28.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35.아버지도 아머니와 같이 아기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부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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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아아아버버버지지지의의의 애애애착착착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의의의 문문문항항항분분분석석석 및및및 신신신뢰뢰뢰도도도

문 항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1 0.697186        0.909728

2 0.595993        0.911096

3 0.421593       0.913418

4 0.597799       0.911072

5 0.244204        0.915733

6 0.659799      0.910235

7 0.533935        0.911927

8 0.380568      0.913957

9 0.300573        0.915002

10 0.357770       0.914256

11 0.538029       0.911873

12 0.374346      0.914039

13 0.234910       0.915853

14 0.461380        0.912892

15 0.705028        0.909622

16 0.699327       0.909699

17 0.753757        0.908957

18 0.054737        0.918156

19 -0.138088        0.920569

20 0.677593        0.909994

21 0.475349       0.912707

22 0.579275       0.911321

23 0.627016       0.910678

24 -0.000256        0.918849

25 0.327726        0.914648

26 0.496231        0.912429

27 0.273235        0.915357

28 0.361841       0.914203

29 0.756200       0.908924

30 0.480077        0.912644

31 0.666431        0.910146

32 0.653562        0.910320

33 0.506906       0.912288

34 0.256438        0.915575

35 0.714254        0.909496

α=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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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설설설문문문지지지

소중한 아기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산부인과 간호사로서 8년간 일하면서 산모 뿐 아니라 아기 아버지 역
시 아기와 친해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와 자녀관계는 어머니‧자녀 관계와 똑같이 중요합니다.이렇
게 중요한 아버지‧자녀 관계 능력은 아기 출산 직후부터 형성되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아기에게 어떤 정서적 느낌을 가지고 계신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앞으로 임상현장에서 아버지‧자녀 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또한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아기의 건강과 귀하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향후 아기양육 관계
의문시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연구자 박혜란 올림

연락처:02)2019-2891,
016-286-7803

분 만 일 시 월 일 시
설문지 작성일시 월 일 시



- 46 -

 fl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Ú  표 해 주십시오.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1. 1. 1. 1. 아기와 아기와 아기와 아기와 눈을 눈을 눈을 눈을 맞추려 맞추려 맞추려 맞추려 노력한다노력한다노력한다노력한다....

2. 2. 2. 2.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만지고 만지고 만지고 만지고 싶다싶다싶다싶다....

3. 3. 3. 3. 아기는 아기는 아기는 아기는 나 나 나 나 혹은 혹은 혹은 혹은 가족을 가족을 가족을 가족을 닮았다닮았다닮았다닮았다....

4. 4. 4. 4.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한 한 한 한 사람의 사람의 사람의 사람의 인간으로 인간으로 인간으로 인간으로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5. 5. 5. 5. 아기에게 아기에게 아기에게 아기에게 금방 금방 금방 금방 정이 정이 정이 정이 가기는 가기는 가기는 가기는 어려울 어려울 어려울 어려울 것 것 것 것 같다같다같다같다....

6. 6. 6. 6.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기쁘다기쁘다기쁘다기쁘다....

7. 7. 7. 7.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마음의 마음의 마음의 마음의 준비가 준비가 준비가 준비가 되어 되어 되어 되어 있다있다있다있다....

8. 8. 8. 8.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몸을 몸을 몸을 몸을 두루 두루 두루 두루 살펴보고 살펴보고 살펴보고 살펴보고 싶다싶다싶다싶다....

9. 9. 9. 9.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안기가 안기가 안기가 안기가 겁난다겁난다겁난다겁난다....

10. 10. 10. 10. 여러 여러 여러 여러 명의 명의 명의 명의 아기들 아기들 아기들 아기들 중 중 중 중 나의 나의 나의 나의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구별해 구별해 구별해 구별해 낼 낼 낼 낼 수 수 수 수 있다있다있다있다. . . . 

11. 11. 11. 11.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부르면서부르면서부르면서부르면서((((““““아가야아가야아가야아가야””””    혹은 혹은 혹은 혹은 이름이나 이름이나 이름이나 이름이나 애칭애칭애칭애칭) ) ) ) 얘기를 얘기를 얘기를 얘기를 

한다한다한다한다....

12. 12. 12. 12. 아내보다 아내보다 아내보다 아내보다 태어난 태어난 태어난 태어난 아기에게 아기에게 아기에게 아기에게 더 더 더 더 주위를 주위를 주위를 주위를 기울이다기울이다기울이다기울이다....

13. 13. 13. 13.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탄생으로 탄생으로 탄생으로 탄생으로 자신감이 자신감이 자신감이 자신감이 증가되지는 증가되지는 증가되지는 증가되지는 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

14. 14. 14. 14.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이 이 이 이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아버지라는 아버지라는 아버지라는 아버지라는 생각이 생각이 생각이 생각이 들지 들지 들지 들지 않는다않는다않는다않는다....

15. 15. 15. 15.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볼 볼 볼 볼 때 때 때 때 웃거나 웃거나 웃거나 웃거나 말하게말하게말하게말하게((((얼르게얼르게얼르게얼르게) ) ) ) 된다된다된다된다....

16. 16. 16. 16. 아기와 아기와 아기와 아기와 함께 함께 함께 함께 있고 있고 있고 있고 싶다싶다싶다싶다....

17. 17. 17. 17. 아기는 아기는 아기는 아기는 나를 나를 나를 나를 끄는 끄는 끄는 끄는 강한 강한 강한 강한 매력이 매력이 매력이 매력이 있다있다있다있다....

18. 18. 18. 18. 원하던 원하던 원하던 원하던 성성성성((((아들아들아들아들, , , , 딸딸딸딸))))이 이 이 이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섭섭하다섭섭하다섭섭하다섭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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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전혀 전혀 전혀 전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매우 매우 매우 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19. 19. 19. 19.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반응을 반응을 반응을 반응을 얻기 얻기 얻기 얻기 위해 위해 위해 위해 자극하고 자극하고 자극하고 자극하고 싶다싶다싶다싶다....

20. 20. 20. 20. 나의 나의 나의 나의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자랑스럽다자랑스럽다자랑스럽다자랑스럽다....

21. 21. 21. 21.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돌볼 돌볼 돌볼 돌볼 자신이 자신이 자신이 자신이 있다있다있다있다. . . . 

22. 22. 22. 22. 나의 나의 나의 나의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볼 볼 볼 볼 때 때 때 때 다른 다른 다른 다른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볼 볼 볼 볼 때와 때와 때와 때와 느낌이 느낌이 느낌이 느낌이 같다같다같다같다....

23. 23. 23. 23.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안아주고 안아주고 안아주고 안아주고 싶다싶다싶다싶다....

24. 24. 24. 24. 나의 나의 나의 나의 아기는 아기는 아기는 아기는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상상했던 상상했던 상상했던 상상했던 생김새와 생김새와 생김새와 생김새와 다르다다르다다르다다르다....

25. 25. 25. 25. 내 내 내 내 아기는 아기는 아기는 아기는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들을 들을 들을 들을 수 수 수 수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26. 26. 26. 26.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자꾸 자꾸 자꾸 자꾸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싶다싶다싶다싶다....

27. 27. 27. 27. 처음 처음 처음 처음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본 본 본 본 후에 후에 후에 후에 내 내 내 내 자신이 자신이 자신이 자신이 성숙된 성숙된 성숙된 성숙된 느낌이다느낌이다느낌이다느낌이다. . . . 

28. 28. 28. 28.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역할이 역할이 역할이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무엇인지 무엇인지 잘 잘 잘 잘 알고 알고 알고 알고 있다있다있다있다....

29. 29. 29. 29. 나의 나의 나의 나의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예쁘다예쁘다예쁘다예쁘다....

30. 30. 30. 30. 아기에게 아기에게 아기에게 아기에게 입 입 입 입 맞추고 맞추고 맞추고 맞추고 싶다싶다싶다싶다....

31. 31. 31. 31.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내 내 내 내 아기라고 아기라고 아기라고 아기라고 느껴진다느껴진다느껴진다느껴진다....

32. 32. 32. 32. 갓 갓 갓 갓 태어난 태어난 태어난 태어난 아기도 아기도 아기도 아기도 사랑을 사랑을 사랑을 사랑을 느낀다고 느낀다고 느낀다고 느낀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33. 33. 33. 33.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잘 잘 잘 잘 먹고먹고먹고먹고, , , , 잘 잘 잘 잘 자는지 자는지 자는지 자는지 궁금하다궁금하다궁금하다궁금하다....

34. 34. 34. 34.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아기의 탄생이 탄생이 탄생이 탄생이 경이롭게 경이롭게 경이롭게 경이롭게 느껴진다느껴진다느껴진다느껴진다....

35. 35. 35. 35. 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와 어머니와 어머니와 어머니와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아기를 양육한 양육한 양육한 양육한 의무가 의무가 의무가 의무가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생각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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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 및및및 분분분만만만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

다음 문항을 읽어 보시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 또는 직접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일반적 사항입니다.

1. 나의 연령은 만       세 이다.

2.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없음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

3. 귀하의 교육 정도는 어떠합니까?

   ⃞ 고졸       ⃞ 대졸       ⃞⃞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직업 상태는 어떠합니까?

   ⃞ 무직       ⃞ 시간제 근무       ⃞ 계약직       ⃞ 정규직

5. 가족의 월수입은 얼마입니까?  

   ⃞ 100만원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200-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6. 귀하의 가족은   ⃞ 부부만 산다    ⃞ 부모님과 같이 산다

7. 결혼기간은?  만     년      개월

8. 임신을 계획하셨습니까? 

   ⃞ 안했음   ⃞ 나 혼자 계획함   ⃞ 부부가 함께 계획함   ⃞ 아내가 혼자 계획함

9. 아내의 임신기간 동안 출산 준비 교실에 함께 참여했습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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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내의 임신기간 동안 태담을 하셨습니까?

   ⃞ 거의 하지 않았다.

   ⃞ 가끔 하는 편이었다.

   ⃞ 자주 하는 편이었다.

   ⃞ 규칙적으로 했다. 

11. 귀하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떠하셨습니까?

   ⃞ 자식에 대한 사랑도 표현도 부족한 분이다. 

   ⃞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으나 표현은 잘 하지 않는 분이다.

   ⃞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으며 잘 표현하는 분이다.

◉ 다음은 분만관련 특성 입니다.

11. 분만 참여를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12. 귀하가 기대했던 아기의 성별은 무엇 입니까?

   ⃞⃞ 딸    ⃞⃞ 아들    ⃞⃞ 상관없음  ⃞⃞

현재 아기의 성별 :   ⃞⃞ 아들    ⃞⃞ 딸

아기 성별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차이 :   ⃞⃞ 일치    ⃞⃞ 불일치

13. 이번에 새로 태어난 아기는        째 아기이다.

14. 아기를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 분만 직후부터 30분 이내

   ⃞ 분만 30분 이후부터 4시간 이내

   ⃞ 분만 4시간 이후부터 24시간 이내   

15. 귀하가 이용하신 병실은 어떤 종류입니까?

   ⃞ 모자동실    ⃞ 모자별실



- 50 -

<<<부부부록록록 444>>>피피피험험험자자자 서서서면면면동동동의의의 설설설명명명문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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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피피피험험험자자자 동동동의의의서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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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EEEffffffeeeccctttsssooofffPPPooossstttbbbiiirrrttthhhIIInnnttteeegggrrraaattteeedddCCCooonnntttaaacccttt
ooonnnFFFaaattthhheeerrr---IIInnnfffaaannntttAAAttttttaaaccchhhmmmeeennnttt

Park,HyeRan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isstudywasdonetoevaluatetheeffects ofintegratedcontact(sight,
hearing, and feeling) on attachment between fathers and their babies
immediatelyafterbirth.A randomizedcontrolgroupposttestonlydesignwas
usedforthestudy.
The study was carried out from February 1 to June 25,2008.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22 fathers ofnormalnewborns,born in a
hospitalattachedtoY UniversitylocatedintheGangnam areaofSeoul,Korea.
Informed consentto participatewasobtained from thefathers.They were
random assigned,byflippingacoin,tooneoftwogroups:theexperimental
group(11)andthecontrolgroup(11).
Theintegratedcontactprogram wasstandardizedviaareview ofrelevant

literature,validity study and feasibility study.Forthe experimentalgroup,
integratedcontactwasgiventofathersandtheirnewbornsfortenminutes
immediatelyafterbirth.Forconsistency,onepersonpresentedtheprogram to
allfather-infantdyads.Thecontrolgroupreceivedonlygeneral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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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ucturedquestionnairewasusedinthisstudyanddatacollectionwas
donebyanursewhounderstoodthepurposeofthestudybutdidnotknow to
which group each fatherhad been assigned.Chi-squaretestand Wilcoxon
signed rank test were used to assess homogeneity of the two groups.
Wilcoxonsignedranktestwasusedtoassessthequalityofthefather-infant
attachmentinthetwogroups.
Studyresultsaresummarizedasfollows:
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ingeneralcharacteristicsbetweenthe

twogroupsexceptforpresenceatdelivery(x2=4.14,p=0.04).
Thehypothesisthattheexperimentalgroup would havehigherlevelsof

father-infantattachmentwasrejected(z=0.36,p=0.72).
In conclusion, the 10-minute integrated contact between fathers and

newbornsimmediatelyafterbirthdidnothaveastatisticallysignificantimpact.
Thismaybeduetothesamplecharacteristics,smallsamplesize(riskfortype
Ⅱerror)andinterventionlimitations.Additionalexperimentsthatinvolvelarger
sampleoralterduration and frequency ofintegrated contact,would aid in
testingintegratedcontacteffectivenessonfather-infantattachment.

Keywords:father-infantattachment,integrated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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