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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 개

발과 효과 연구로 프로그램 개발, 운영, 효과분석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사회적 지지이론(Cobb, 1976)의 완충효과 모형

(Moderating effect model)을 기초로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단계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이며 Boling 과 

Frick(2002)의 Practical Web development Process 5단계에 따랐다. 1단

계는 3세 미만의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 문헌

고찰,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2단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프로그

램의 콘텐츠 일치도를 확인하였고, 3, 4단계에서 페이퍼 및 컴퓨터 프토로

타입을 작성했으며, 마지막 5단계에 사이트 구축을 하였다. 개발한 사이트 

명칭은 <엄마랑 아가랑>이며 사이트 주소는 www.baby.whoismail.net 이

다. 프로그램에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 중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평가적 

지지가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인 메뉴로는 아기건강마당, 엄마건강마당, 건강

질환관리, 게시판, 쉼터, 채팅방 등이 있다.

 프로그램 운영단계는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8주간 6개 보건소에 등록

된 18명의 대상자에게 운영하였으며, 원시실험설계를 토대로 사전과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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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자신감과 정서도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프로그램 효과분석단계는 Donabedian(1999)이 제시한 방법에 따랐으며, 

구조적 평가는 회원수, 접속시간, 접속횟수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과정

적 평가는 프로그램 운영평가, 참여도 및 이용률,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졌

다. 결과적 평가는 역할자신감과 정서를 SPSS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구조적 평가에서 8주 동안 총 방문자수는 

221회이며, 1인당 평균 12.3회로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1회 평균 접속시간

은 21.4분이며 주로 주말 밤에 이용하였다.  과정적 평가로는 전화, 문자 메

세지, 엽서를 이용해 참여도를 높였고, 자조모임으로 채팅모임을 1회 가졌

으며, 홈페이지 메뉴에서 만족도는 게시판의 질문답변방이 가장 높았다.  결

과적 평가는 18명의 역할자신감(z=-2.542, P<.05)과 정서(z=-2.203, 

P<.05)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지지 인터

넷 프로그램은 사회적 지지이론을 토대로 개발되었고, 대상자 대부분이 프

로그램에 만족하였으며 역할자신감과 정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상자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건강관리체계에 확대해 적용될 것을 제안한다.

핵심어 : 선천성 이상아,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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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1 1 1 1 장     장     장     장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장애인 식도폐쇄증(Oesophageal atresia), 장폐색

(Diphragmatic hernia), 제대기저부 탈장(Omphalocele)과 OECD에 제출해야 하

는 선천성이상 4개 항인 큰혈관전위(Transposition of great vessels), 사

지감소성결손(limb reduction defects),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 척

추갈림증(Spina bifida)을 갖고 출생한 영아를 말한다(모자보건법, 2007). 

이들은 흔히 장애를 초래하여 만성질환이 될 수 있고, 병원입원의 주요 이

유이며, 영아사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심각한 보건의료 문제이다(황나미, 

2000). 선천성 이상아의 유병률을 보면 1980년대에는 1.3%, 1990년대에는 

2%, 2000년대에는 4.5%로 나타나 매년 증가추세이다(보건복지부 정책보고

서, 2006).

  이러한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은 어머니와 가족에게는 스트레스를 유발하

는 사건이며 가족체계 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일차적으

로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였다. 국외의 논문에서 살펴보면 Grill과 Harris(1991)는 장애아 어머

니는 우울증상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으며, Fraley(1990)는 만성적 슬픔, 무

력감, 좌절감, 분노, 비난, 두려움 등의 정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결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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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아를 돌보는 어머니는 높은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하고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되면서 자녀양육을 어렵게 느끼게 되고 이는 모성역할 획득에 지연을 

주게 된다(Mercer, 1981).  이렇듯, 선천성 이상과 같은 장애를 갖고 태어

나는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어머니는 부모역할의 장

애를 경험하고 있다(Klein & Stern, 1971). 

 국내의 논문에서는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

나 자녀가 선천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장애아 또는 

미숙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은숙(1990) 등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어머

니의 문제로 신체적 피로와 소모, 심리적인 고통과 염려로 인해 불안정도가 

높다고 하였고, 권미경(1987)은 미숙아를 다루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어머니의 역할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

다. 이러한 자신감의 결여로 인한 부적절한 부모역할은 정서적 불안정, 애착

형성의 어려움, 미숙아에 대한 학대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임지영(1997)

은 미숙아 양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부정적인 어머니-영아관계가 형성

된다고 하였다. 연구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선천성 이상아를 돌보는 어머니는 

신체, 심리, 정서, 기능의 문제를 경험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

움을 주고, 부적절한 정서를 완화시키며, 역할자신감을 높이는 중재가 이들

에게 필요하다.  

  이처럼 역할자신감과 정서를 긍정적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중재의 하나

로 사회적 지지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완충효과가 있어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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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우울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작게 한다(Cohen & 

Willis, 1985). 또한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역할적응과 모성역할획득, 모

아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House, 

1981; Wills, 1985).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제공은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

의 부적절한 정서를 감소시키고 양육자신감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아동

의 성장발달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가족의 기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어머니는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맺게 되고, 자녀의 장애

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장관식, 1988; 정길수, 1989). 

또한, 내적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것을 서

로 교류하지 않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상복, 1994)로 연결되므로 

전통적인 방법인 대면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선천

성 이상아 어머니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대면을 통한 방법 이외

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중재방법 중 하나로 인터넷을 사회적 지지의 유

용한 도구로 이용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어머니들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

녀양육을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익명이 가능하여 숨기고 싶은 자신

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를 나누는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인터넷을 사회적 지지의 도구로 이용한 논문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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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회적 지지를 받은 알츠하이머 환자보

호자들이  문제해결 자신감이 상승하였으며(Brennan, Moore & Smyth, 

1995), 인터넷 웹사이트를 활용한 교육이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염

영희, 2000). 또한, 가정방문과 연계한 인터넷 자조모임이 저체중 출생아 어

머니의 양육자신감, 자아존중감, 모아상호작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는 보고가 있다(채선미, 2001).  따라서, 익명이 가능하며 양육과 돌봄으로 

인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의사소

통할 수 있는 인터넷은 간호중재의 중요한 활용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를 중재의 방법으로 사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 국내에서 

미숙아 어머니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불안, 자신감, 애착 등을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졌고(이상미, 2003),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치매노인 돌보

미의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연구도 이루어졌다(강정희, 2003). 연구에서 보

여진 사회적 지지의 방법은 대부분이 방문과 모임을 통한 직접간호제공이며 

인터넷을 이용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연구는 한편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

회적 지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 후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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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지지 인터넷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한다. 

3. 3. 3. 3. 용어정의용어정의용어정의용어정의

1)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

•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엄마랑 아가랑>을 통해 제

공되는 8주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요구도와 사회적 지지이론

(Cobb, 1976)을 토대로 고안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요소인 정서적 요소, 

정보적 요소, 평가적 요소를 기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제공되었다.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은 7개 주요 영역인 홈페이지 소개, 설문지, 

아기건강마당, 질병건강관리, 엄마건강마당, 게시판, 쉼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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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자신감

• 이론적 정의 : 어머니가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역할 획득의 지표로 

발달과업 능력에 대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Lederman & Weigarten; 1981)

• 조작적 정의 : Parker와 Zahr(1985)의 양육자신감 설문지에 의해 측정

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5

점 척도의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기술과 영아요구를 

인지하는 어머니의 능력을 측정한다. 

3) 정서 

• 이론적 정의 :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가 경험하는 느낌으로 두려움, 혼돈, 

우울, 분노, 걱정, 무력감, 고립감 등을 말한다(Roman, 1995)

 

• 조작적 정의 : McNair(1989)에 의해 개발된 Profile of Mood 

States(POMS)의 short form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 기분상태를 정서로 보

았다. POMS 를 Lee(1990)가 한국말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4점 

척도에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분과 감정을 측정하는 용어로 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가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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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기틀기틀기틀기틀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틀은 사회적 지지이론(Cobb, 1976)의 완충효

과 모형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모형에는 완충효과 모형(Moderating effect model)과 직

접효과 모형(Main effect model)이 있다.  완충효과 모형이란 개인 또는 가

족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지지는 문제해결을 제공하거나 

위협에 대한 평가를 약화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증강시키고 적응

을 촉진함으로써 스트레스가 그들의 삶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

향을 감소시키며 스트레스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대상

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이다. 직접효과 모형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

에 관계없이 안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며 사회적 지

지와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없이 두 개념이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사회적 지지

가 완충적인 효과로 작용하여 어머니의 역할자신감과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

화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므로 사회적 지지의 모형 중 완충효과 모형을 이

용하였다. 

 즉,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과 양육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가족들이 직면

했을 때 사회적 지지가 투입되면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을 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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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결국에는 가족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증가되고, 적응을 잘 

할 수 있으며, 삶과 건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유형으로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로 나뉜다. 정서적 지지는 사랑, 돌봄, 이해,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청의 행위이고,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문제를 대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물질적 지지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이나 물건

을 제공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 평가적 지지는 

칭찬, 인정 등의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 평가와 관

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등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이론적 기틀을 토대로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그림 

1), 이론적 기틀에서 설명되어진 사회적 지지의 3가지 유형을 포함하여 사

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마련하였다(그림 2).   

 그림 1은 연구에 이용된 개념적 기틀과 개념적 기틀을 연구의 변인과 연

관지어 나타낸 것이다. 사회적 지지이론에서 보여진 개념적 기틀은 스트레

스 상황에 처한 경우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때 부정적 반응을 감소

시키는 것이 사회적 지지이며 사회적 지지라는 중재로 인해 건강한 결과가 

나타난다(그림 1). 

 그림 2는 사회적지지 이론을 본 연구의 개념과 연결 지은 것이다. 사회적

지지 이론에서 제시된 스트레스는 가족 내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이 되며,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은 주 간호제공자인 어머니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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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다. 중재로 작용하는 사회적 자원은 어머니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이 된다. 이로 인해  건강결과가 나타나는데 본 연구

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자신감과 정서가 3세 미만의 자녀양육기간 동안 어머

니-영아 관계형성과 아동성장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아 건강결과를 

역할자신감 증가와 긍정적 정서로 보았다(그림 2).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천성 이상의 출생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직

면한 어머니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독립변수가 되고, 사회적 지지로 

인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될 모성역할자신감과 정서는 종속변수로 하

였다.  즉, 선천성 이상아 출생이라는 스트레스가 어머니에게 발생했을 때 

정서적 충격에 완충작용을 하는 중요 변수로 사회적 지지가 있으며 이는 모

성역할의 적응을 돕고 모성역할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는 모성역

할자신감과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하에서의 어머

니의 정서를 완충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변인이 된다. 

 그림 2의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은 사회적지지 이론에서 제시된  3

가지 요소인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평가적 지지를 포함하도록 구성하였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보적 지지는 선천성 이상의 질환정보

와 육아, 건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는 2주 1회 이상의 편지, 문자메세지, 전화를 통해 관심과 격려를 주고 채

팅방,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해 신뢰, 관심, 사회망(social network)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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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 것이다.

Social resourcesSocial resources

StressorStressor ReactionReaction Health OutcomeHealth Outcome

그림그림그림그림 1. 1. 1. 1. 연구연구연구연구의의의의 개념적개념적개념적개념적 기틀기틀기틀기틀

역할자신감 증가

긍정적 정서

역할자신감 증가

긍정적 정서
어머니 반응어머니 반응선천성 이상아출생선천성 이상아출생

그림그림그림그림 2. 2. 2. 2. 사회적사회적사회적사회적 지지지지지지지지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 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프로그램의 이론적이론적이론적이론적 기틀기틀기틀기틀

•게시판
•질문답변방

•채팅방
•쉼터
•전화와 편지

•아기건강마당
•엄마건강마당
•질병건강관리

평가적평가적평가적평가적 지지지지지지지지정서적정서적정서적정서적 지지지지지지지지정보적정보적정보적정보적 지지지지지지지지

사 회 적사 회 적사 회 적사 회 적 지 지지 지지 지지 지 인 터 넷인 터 넷인 터 넷인 터 넷 프 로 그 램프 로 그 램프 로 그 램프 로 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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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문 문 문 문 헌  헌  헌  헌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1. 1. 1. 1.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이상아 이상아 이상아 이상아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문제문제문제문제

  선천성이상아 발생률은 OECD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건강상태 77개 항목 

중 큰혈관전위, 사지감소성결손, 다운증후군, 척추갈림증이라는 4개 항목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확한 

국가통계지표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06).  이

는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을 가정에서 숨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다. 영

아사망률을 낮추고 건강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영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

해 국가는 취약 인구집단인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선

천성 이상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출생을 앞두고 태어날 자녀에 대해 희망과 기

대를 갖지만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은 부모의 이런 기대를 무너뜨림과 동시

에 자녀의 죽음을 접한 것과 같은 심한 상실감과 슬픔을 가져온다. 

   이렇듯 선천적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신체적, 

정서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이명숙(1995)은 선천성 대사이상아 어머니 19

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어머니의 대부분이 우울, 부담감, 낮은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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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피로를 호소하였으며 특히 양육부담감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화자(1996)는 뇌성마비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에게 개방적 질문을 이용해 연구한 결과 자신

의 삶과 행복은 포기하고 전적으로 뇌성마비 자녀의 중재에 전념하며 자녀

를 돌보는 과정에서 정상아이와 비교하면서 죄책감, 분노와 부정, 수치심, 

갈등을 경험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며, 이웃과 거리가 멀어지고, 어머

니 자신은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항상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활하

고 있다고 했다. 

  또한 Hamner 와 Turner(1985)의 장애아동을 돌보는 어머니 28명과 정

상아를 키우는 어머니 33명을 대상으로 피로를 비교한 조사연구 결과 장애

아동은 일상 생활에서 어머니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도가 높아 정상아

동의 어머니에 비해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으며 피로를 낮출 수 있는 중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

다.  Beckman(1991)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을 일차적으로 돌보는 어머니 

32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장애아동을 매일 돌보는데 신체적 피로

와 소모가 커지고 있다고 했으며, 심리적인 고통과 염려로 인해 불안정도가 

높고, 우울증상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선천적 문제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주

간호제공자는 어머니이며 어머니는 자신의 삶도 포기하고 자녀 양육에만 전

념함에 따라 과중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갖게 되므로 신체적인 문제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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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이

러한 장애아동 어머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

   또한, 선천적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기능

-관계양상의 문제를 제기한 논문도 있다. 조인숙(2000)은 장애아동을 양육

하는 어머니 72명으로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대처, 역할, 관계양상을 살펴본 

결과 장애아동의 어머니에게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역할

에 대해 어려움 호소와 어머니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저하되고, 친구와 사회

로부터의 고립감이 발생하며, 부부관계도 소원하게 변화되었고, 심각하게는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사회적지지 등의 적절한 

중재가 요구된다는 중재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Klein 과 

Stern(1971)은 미숙아 어머니 9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생리적으로 

미숙한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어머니는 부모역할

의 장애를 경험하고 자존감의 상실, 죄책감, 내적 열등감을 가질 수 있으며, 

아동을 다루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어머니

의 역할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임지영(1997)은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양육하는 동안 정서적 불안정, 

상실감, 애착형성의 어려움, 가족관계의 와해, 부적절한 부모역할, 아기학대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부정적인 어머니-영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

였다. 또한 애착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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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아동을 돌보는 어머니에게는 양육에 대한 책

임감과 역할이 강조되지만 미숙한 대처로 인해 어머니 역할에 장애가 발생

하며, 사회적인 관계도 부정적이 되고 있다. 또한 어머니 역할의 장애는 자

녀와 부모간의 부적절한 관계와 애착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며, 이

로 인해 자녀는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발달적, 정서적, 사회적 장애까지 갖

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선천성 이상아와 가장 가까이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인 어머니는 선천성이상아의 양육과 발달에 어머니로써의 역할이 강조

되고 있지만 신체적 문제, 역할 자신감 결여, 부정적 정서, 스트레스, 지식과 

기술의 부족, 사회적 관계장애로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

며 특히 역할자신감과 정서의 문제가 어머니들의 양육을 더욱더 어렵게 만

들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선천성 이상아를 돌보기 위해서는 역할자신감

을 높이고 긍정적인 정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추후 간호중

재가 계획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 2. 2. 2.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이상아 이상아 이상아 이상아 어머니를 어머니를 어머니를 어머니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중재중재중재중재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강력한 중재요인으로

서 심리적 적응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지지(Cobb, 1976)는 광의의 정의로 

볼 때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을 말하고(Thoits, 1982), 환경적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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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어려움에 잘 적응하여 새

로운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케 하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Heller, Swindle & Dusenbery, 1986).

   이렇듯,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충적이며 중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

적 지지는 많은 대상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김희순(1988)은 만성질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1주일 간격으로 3회의 정

보, 정서적지지 모임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스트

레스를 낮추었다고 하였으며,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지지 모임이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 중재전략이라고 제시하였다.  Leonard, 

Johnson 과 Burst(1993)은 장애가 있는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동의 장애가 심하고 기능적 의존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신체적, 정신

적 건강상태가 불량하며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어머니

들은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 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인숙

(2002)은 장애아동의 어머니 35명으로 대상으로 유사실험연구를 하였으며 

실험군에게 7주 동안 7회의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평가적 지지가 포함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스트레스와 대처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에서 스트레

스 점수와 혈청 콜티졸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대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중재의 하나로 이용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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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였다.  Wolf(1989)는 장애아동을 돌보는 간호제공자 42명을 대상으

로 사회적 지지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 종교적 지지나 환아 부모의 모임 등

을 통해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정서적, 정보적 지지와 신뢰받는 의료진

으로부터 건강상의 정보를 얻는 정보적 지지는 가족의 긴장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Beckman(1991)은 장애아동 어머니 33명을 대상으로 사회

적 지지 중재의 효과를 보는 실험연구에서 주 1회 50분, 6주 동안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긍정적인 정서

로 바뀌었으며, 신체적 문제의 호소도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나와 사회적 지

지의 효과가 장애아동의 어머니에게도 나타남을 확인시켜 주었다.  강정희

(2003)는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의 돌보미 37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

구를 하였으며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주 1회 10주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에서 삶의 질이 상승

하고 부담감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치매노

인을 돌보는 이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며 건강증

상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중재방안임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적 지지중재는 만성질환아, 장애아동 어머니, 주간호

제공자에게 부정적인 변수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 변수로 고려되어진다. 또

한 장애를 가진 자녀양육을 하는 부모에게는 정보와 정서에 대한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 지지의 요소

가 포함된 사회적 지지는 가장 적합한 중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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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선천성 이상아의 어머니에 대한 중재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진 간호사와 어머니의 면대면 만남을 통

한 사회적 지지의 개별적인 제공이나 자조모임을 이용한 사회적 지지는 어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를 위해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을 모색하기 위한 시

도가 필요하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에

는 반드시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의 특성과 요구도가 반영되면서 정보적, 정

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3. 3. 3. 3. 인터넷을 인터넷을 인터넷을 인터넷을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중재중재중재중재

   사회적 지지중재는 대면적인 제공이 일반화되어있다. 하지만 선천성 이

상아의 어머니는 자녀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꺼려하고 자녀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정상자녀와는 달리 양육에 많은 시

간이 소모된다. 또한 어머니에게는 정상적인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서 열등

감이 존재하므로 대면적 방법으로 접근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매

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이나 시, 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인터넷의 활

용이 권장되고 있다. 

   인터넷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킹을 통해 시공간적인 물리적 제약과 

신체적 제약에 관계없이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기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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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Project-based learning)을 통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문제해결 

능력이 생기며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게 한다. 또한, 인터넷은 연결성과 개방

성으로 정보전달과 접근성이 높으며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내용이나 학습방

법등을 통제하며 E-mail 이나 게시판, 대화방을 통해 동시적 비동시적 상호

작용과 이를 이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단지 정보의 수집뿐

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도구로 이용하게 되었다. 정영혜(2004)는 4학년 

초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의 방법으로 식습관 태도변화, 영양지

도, 식습관 변화 등이 포함된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6주간 적용한 결

과 영양지도로 인한 만족도와 지식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습

관 태도변화나 식단과 습관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 프로그램 재 개발의 필

요성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 보듯이 인터넷 프로그램은 접근도가 높다

는 장점 때문에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고 정보제공으로 지식을 주는데는 효

과가 있지만, 홈페이지로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대상자와 연구자간의 

긍정적 교류가 없다는 것과 짧은 기간만 제공되는 인터넷 프로그램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

한 교육에서 대상자의 태도와 습관변화와 같은 심동적 영역은 지속적인 강

화와 격려가 필요하며, 교육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기간이 제공

되어야 하겠다. 채선미(2001)는 저체중 출생아 어머니를 위한 이행간호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에서 4회의 가정방문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 19 -

인터넷 자조모임을 구성해주었다. 인터넷 자조모임은 대상자 간의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이행과정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평가하였

으며 대상자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또한 이제는 접근이 용이하고 정보탐색

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지지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했다.  Etter(2001)는 흡연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맞춤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개인에게 맞는 상담을 제

공하고 개개인의 금연단계와 담배의존정도, 자존감, 성격에 맞춘 정보를 제

공한 결과 7개월 후 금연률이 높아졌음을 보고하여 인터넷 프로그램의 유용

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강복수(2002)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98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위한 내용을 개발하고 8주 동안 적용한 후 인터넷 교육에 의한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변화, 흡연율의 변화, 향후 흡연의사 등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 인쇄물을 이용한 강의식 교육보다 전

체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다. 이는 인터넷은 교육의 보조매체로 사용하기

에는 효과가 있지만, 인터넷 교육을 제공한 후 대상자가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강의식 교육방법보다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

을 보였다. 그러므로, 인터넷 프로그램을 대상자에게 제공할 때는 개개인의 

받아들여지는 정도와 학습의 단계별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연구자와 대상자간에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과 

지속적인 관심, 긍정적 강화가 있어야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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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김정은(2000)이 인터넷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 중 46.6%가 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에 접속한 경

험이 있으며, 월 3회 이상을 이용한 이용자는 조사대상자의 14.2%에 불과

해 이곳 저곳을 검색하던 중 의료정보 서비스에 접속해 건강상식에 대한 정

보를 얻긴 하지만 지속적인 접속으로 인한 지식의 변화는 얻기 힘들기 때문

에 이를 극복해야 할 단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행위의 변화를 위해

서는 지속적인 참여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해 인터넷을 이용해 사회

적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대상자 참여와 순응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

께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제시된 제안점 외에 인터넷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프로그램 제공 횟수, 시간,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Mullen(1997)은 인터넷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경우 행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채널의 유형보다는 의사소통 채널의 획수가 더 중요하며, 개별화

나 강화, 피드백을 사용하고 1회 이상의 대상자 직접 접촉이 중요한 예측인

자로 작용하였다.  또한, 최선하(1997)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행동변화가 

일어나고 뿌리내리는데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행위나 생활양식의 변

화를 꾀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적어도 8주에서 12주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때, 소극적인 대인관계와 내적열등감이 있

는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에게는 전통적인 방법인 방문을 통한 대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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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지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들에

게 익명이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

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적합한 중재전략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

을 사회적 지지의 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의 단점을 보완하여 

대상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대상자간 또는 연구자와 대

상자간의 지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 네트워크, 지속적 참여

의 격려, 지식과 태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접속횟수의 제안과 충분한 자

료를 반영하여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가 모두 포함된 사회적지지 프로

그램을 완성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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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장    장    장    장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방 방 방 방 법법법법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연구로서, 연구설계는 사회적지지 인터

넷 프로그램 개발단계와 운영단계, 효과분석 단계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1. 1. 1. 1.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개발개발개발

 개발단계에서는 Boling & Frick(2002)이 제시한 Practical Web 

Development Process에 의한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다. 절차는 5

단계를 거치며 1단계 요구도 분석, 문헌고찰 및 전문가 타당도 검증, 2단계 

사회적 지지 요소와 인터넷 프로그램의 콘텐츠의 일치도 확인, 3단계 페이

퍼 프로토 타입(paper prototype)만들기, 4단계 컴퓨터 프로토 타입만들기, 

5단계 사이트 구축하기이다. 

2. 2. 2. 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운영운영운영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에게 인터넷을 이용한 사회적 지지

를 적용한 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연구(one-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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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st-posttest design)이다. 선천성 이상아는 대상자수가 많지 않으며 자

녀의 문제점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한국의 문화특성 때문에 대상자 표집이 

어려웠으므로 대조군이 없는 원시실험 연구설계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는 8주간 연구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회적지지 중재이

고 종속변수는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의 역할자신감과 정서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서울 시내 5개 보건소와 경기도 1개 보건소에 등록된 

선천성 이상아의 어머니이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18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처음 대상자를 모집할 때 전체 접근 보건소는 10개 보건소의 

68명에게 연구참여 의사를 조사하였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수가 21명이었

다.  21명이 홈페이지 <엄마랑 아가랑>에 첫 가입을 하여 참여하였으나 8

주 동안 3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였고 마지막까지 참여한 대상자수는 18명이

다.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소에서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고 보건소 모자보건

실에 등록된 어머니

②  모자보건법 상의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3세 미만의 영, 유아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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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양육하는 어머니

③  가정에 컴퓨터가 있으며 혼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어머니

④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없는 어머니

⑤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발적 연구참여에 동의를 한 

어머니

 

  대상자 모집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내와 경기도 소재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과 또는 보건지

도과에 전화를 걸어 최근 3년간 선천성 이상아의 등록된 수를 확인하였다.

② 선천성 이상아의 등록이 많은 10곳의 보건소를 임의 선정하였고, 10곳

의 보건소 담당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을 설명한 뒤 선

천성 이상아 어머니의 주소와 연락처를 요청했다.

③ 10곳의 보건소 중 3곳의 보건소에서는 연구를 허락하여 대상자의 주소

와 연락처를 주었으며, 6곳의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대상자에

게 전화를 걸어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를 해주며 자발적으로 가입할 것을 요

청했다. 1곳의 보건소에서는 연구자에게 직접 보건소로 방문하여 대상자에

게 전화를 걸어서 연구참여 의사를 물어볼 것을 권하였다.

④ 위의 절차에 의해 68명에게 접근하였으며 이 중 21명이 홈페이지에 첫 

가입을 하게 되었고, 이 중 18명이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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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① 역할자신감

Parker와 Zahr(1985)의 역할자신감 설문지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의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기술과 영아요구를 인지하는 어머니의 능력을 측정한다. 가능

점수는 최저 14점에서 최고 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자신감이 높은 

것이다.  Parker와 Zahr(1985)가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89 이었고, 채선미(2001)의 저체중출생아 어머니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

발 연구에서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② 정서

McNair(1989)에 의해 개발된 Profile of Mood States(POMS)의 short 

form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 한다. POMS 를 Lee(1990)가 한국말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4점 척도에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 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으며 가능점

수가 최저 30점에서 최고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반

영한다. 이인혜(1999)의 미숙아 어머니의 정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9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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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2008년 3월 31일부터  5월 24일까지 8주 동안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에게 전화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연구참여 동의를 받았다.

②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참여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③ 대상자들이 우편을 받았을 즈음에 각 대상자의 가정이나 휴대전화로 전

화를 하여 연구에 대한 목적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고 연구참여 

동의를 받았다.

④ 연구에 참여동의를 한 대상자들은 2008년 3월 31일부터 인터넷을 이

용한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에 접속하였고 회원가입을 하였다.

⑤ 회원가입한 어머니들은 홈페이지상에서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역할자신감, 정서도구를 이용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역할자신감과 

정서 설문지를 작성 후 홈페이지에 첨부화일로 올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

상자가 비밀을 원하는 경우 연구자의 메일로 직접 보내도록 하였다.

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대상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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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에 1회 30분 이상은 접속하도록 하며, 홈페이지에 방문 시 반드시 

게시판이나 질문 답변방에 글을 남겨놓도록 하였다. 

- 대상자에게 매주 1회의 전화를 걸었으며, 매주 2회의 문자 메세지를 전

송하였다.

- 2주에 1회는 엽서를 발송해 협조를 구하고 격려를 하였다. 

- 8주 동안의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참여를 한 대상자 전원에게는 육아용

품과 홈페이지 내용을 담은 책자를 주소로 발송하겠다고 팝업창에 띄었다.

- 참여대상자 중 참여도가 가장 높은 3인을 선정해 특별 선물을 따로 주

겠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계속해서 올려놓았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② 실험군의 중재 전, 후의 정서와 역할자신감은 대상자수가 적기 때문에 

paired t-test의 비모수 방법인 Wilcoxon matched paired signed ranks 

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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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효과분석효과분석효과분석효과분석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의 효과는 Donabedian(1999)이 제시한 구조

적, 과정적, 결과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1) 구조적 평가

구조적 평가로는 홈페이지 <엄마랑 아가랑>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8주 

동안 이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회원수 및 일반적 특성, 접속횟

수, 접속시간을 평가하였다.

2) 과정적 평가

과정적 평가로는 홈페이지 <엄마랑 아가랑>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의 내용

과 대상자의 참여정도,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3) 결과적 평가

결과적 평가로는 대상자에게 사전, 사후로 역할자신감과 정서를 확인한다. 

홈페이지를 오픈한 날에 도구를 이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8주간의 프

로그램을 운영한 뒤 참여자에게 역할자신감과 정서도구를 이용해 사후 조사

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연구과정과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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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  3.  3.  3.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연구과정연구과정연구과정연구과정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인터넷프로그램 인터넷프로그램 인터넷프로그램 인터넷프로그램 

개발 개발 개발 개발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운영운영운영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효과분석효과분석효과분석효과분석

대상자대상자대상자대상자

3세 미만의 

선천성이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3인

3세 미만의 

선천성이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18인

3세 미만의 

선천성이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18인

기 기 기 기 간간간간
2007. 12.1-

2008. 2.28.(4주)

2008. 3.31-5.24

(8주)

 2008. 5.24-6.21

(4주)

방 방 방 방 법법법법

▸ 1단계 :

요구도 분석, 

문헌고찰,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 2단계 : 

사회적 지지와

콘텐츠일치도확인

▸ 3단계 :

페이퍼프로토타입

▸ 4단계 :

컴퓨터프로토타입

▸ 5단계 :

사이트 구축

 

▸www.baby.

  whoismail.net

  운영

▸사전조사 실시

(양육자신감,정서)

▸1회/주 엽서와 

전 화 , 문 자 메 세 지 

발송

▸채팅방운영

▸홈페이지 7개 메

인메뉴 제공

▸사후조사 실시

▸ 구조적 평가

▸ 과정적 평가

▸ 결과적 평가

- 도구를 이용한 

사전,사후조사실시:

양육자신감,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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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    장    장    장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결 결 결 결 과과과과

I. I. I. I.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개발개발개발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Boling & Frick(2002)이 제시한 1단계 요구도 분석, 문헌고찰 및 전문가 

타당도 검증, 2단계 사회적 지지 요소와 인터넷 프로그램의 콘텐츠의 일치

도 확인, 3단계 페이퍼 프로토 타입(paper prototype)만들기, 4단계 컴퓨터 

프로토 타입만들기, 5단계 사이트 구축하기의 단계를 거쳤다. 

1. 1. 1. 1. 1111단계 단계 단계 단계 : : : : 요구도 요구도 요구도 요구도 분석분석분석분석, , , , 문헌고찰 문헌고찰 문헌고찰 문헌고찰 및 및 및 및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 검증검증검증검증

① 요구도 분석

  대상자의 요구도 조사는 연구자가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 3인에게 전화

를 걸어 심층면접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12월 1월~ 

12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전화면접은 자료의 포화도를 높이

기 위해 동일 대상자에게 2회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각 

회당  약 20분 동안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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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에 응한 선천성이상아 어머니의 평균 연

령은 32.6세였고 학력은 고졸 이상이었으며 경제수준은 모두 중(中)이라고 

답했다. 거주형태는 모두 전세였으며, 직업은 모두 전업주부였다. 어머니의 

자녀연령은 12개월 이하가 1명, 12개월 이상이 2명이며, 질환별로는 심장계 

질환아는 2명, 소화기계 질환아는 1명이었으며, 3명 전원이 생후 2개월 이

내에 수술로 교정을 받았다. 

 선천성 이상아 3명이 모두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과 수술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저체중아 및 미숙아의 특성이 있으므로 어머니들이 양

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간호요구도 조사는 다음의 질문에 의해 조사되었다. 

 

-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는데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어머니들이 말하는 아기를 돌보는데 어려움은 아기의 질병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말하였으며, 성장발달이 늦은 점, 어머니에게 부여된 과

중한 가사업무, 자녀에게 미안함, 스트레스 등도 있었다. 어머니들이 이야기

한 어려운 점은 아기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과 어머니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로 어려운 점으로 나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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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도움과 전문적인 도움으로 나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도움은 경제적 도움, 가사업무의 도움, 성장발달에 대한 도움이었으며, 의료

인이나 일차건강관리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전문적인 도움은 성장발달체크, 

아기상태에 대한 자세한 상담 등이었다.

  어머니들이 원하는 정보는 정상 아이의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영

양, 응급처치, 아기발달, 놀이, 성장발달, 애착, 자극에 대한 정보에 질병관

리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필요로 했다. 더 주목할 것은 어머니들이 아

기를 돌보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로 전문인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인터넷에

서 찾아서 본다는 것이었다.  

② 문헌고찰 

국내논문 고찰을 위해 국내학회지와 학위논문을 검색하였고, 국외논문은 

PubMed를 통해 저널을 확인하였다. 키워드는 사회적지지, 장애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인터넷 프로그램, 역할자신감, 정서 등이었다.

 

③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사회적지지, 선천성 이상아,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 대상자가 원하는 정보

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여 사회적 지지의 요소와 요구도가 웹상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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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는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평가, 보건전문 간호사의 평가와 간호학 

교수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피드백으로 받고 수정을 거치면서 완성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 검증은 아동간호학 전공교수를 포함한 교수 

5인과 간호학 박사과정 1인, 보건소 영 유아 관리담당 간호사 2인으로 구성

된 전문가 집단을 통해 확인하였다.  

2. 2. 2. 2. 2222단계 단계 단계 단계 : : : :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요소와 요소와 요소와 요소와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일치도 일치도 일치도 일치도 확인확인확인확인

프로그램은 사회적 지지이론(Cobb, 1976)을 기틀로 하여 제작하였으며 사

회적 지지의 유형 중에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지지, 평가적 지지를 포함하였다. 

정보적 지지를 위해서는 성장발달의 정보를 제공하는 <아기건강마당>, 아

기의 구체적 질환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질병건강관리>, 엄마의 건

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엄마건강마당>으로 구성하였다.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는 대상자와 연구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지를 제

공하는 <채팅방>, 편안함과 흥미를 제공하는 음악과 사진으로 구성된 <쉼

터>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적 지지를 위해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과 질문과 답변을 통해 대상자의 행위를 교정해 주고 자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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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질문답변방>으로 구성하였다(표1).

<표 1> 사회적 지지요소와 콘텐츠   

3. 3. 3. 3. 3333단계 단계 단계 단계 : : : : 페이퍼 페이퍼 페이퍼 페이퍼 프로토 프로토 프로토 프로토 타입타입타입타입(paper (paper (paper (paper prototype)prototype)prototype)prototype)만들기만들기만들기만들기

프로그램 구성은 7개 주요 영역으로 나뉘었다. 7개 주요 영역은 홈페이지 

소개, 설문지, 아기건강마당, 질병건강관리, 엄마건강마당, 게시판, 쉼터로 

구성된다. 

 홈페이지 개요도에 대한 프로토 타입을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4).

사회적지지 요소 콘텐츠 구성

정보적 지지

       아기건강마당

       질병건강관리

       엄마건강마당

정서적 지지
       채팅방

       쉼터

평가적 지지
       게시판

       질문 답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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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4. 4. 4. 4.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개요도 개요도 개요도 개요도 ((((프로토 프로토 프로토 프로토 타입타입타입타입))))

사 사 사 사 이 이 이 이 트   트   트   트   메 메 메 메 인인인인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소개소개소개소개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아기건강아기건강아기건강아기건강

마당마당마당마당

질병건강질병건강질병건강질병건강

관리관리관리관리

엄마건강엄마건강엄마건강엄마건강

마당마당마당마당
게시판게시판게시판게시판 쉼터쉼터쉼터쉼터

연구자 

소개

역할자신

감
예방접종

심장계

질환관리
운동요법

자유

게시판

포토

앨범

연구계획 정서 성장발달
소화기계

질환관리
요통관리

질문

답변방

음악

앨범

아기마사지
비뇨기계

질환관리

스트레스

관리
채팅방

이유식
기타 질환

관리

응급처치

애착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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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4444단계 단계 단계 단계 : : : :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프로토 프로토 프로토 프로토 타입만들기타입만들기타입만들기타입만들기

 기본 컴퓨터 사양은 Intel(R) Pentium(R) 2CPU 이상의 프로세서에서 운

영될 수 있는 환경으로서 프로그램은 HTML, 웹에디터, 스크립트, 그래픽, 

포토샵,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표 2). 프로토 타입

은 공학 전문가 1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디자인 구성, 프로토 타입 테스트

를 실시하였다.

<표 2> 프로그램 사양 요약

 

 홈페이지 이름  엄마랑 아가랑

 홈페이지 아이디  baby

 대표 도메인  baby.whoismail.net

 홈페이지 생성일  2008. 3. 10.

 사용용량  1.98MB

 기본 용량  3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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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5555단계 단계 단계 단계 : : : :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구축하기구축하기구축하기구축하기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사

이트 구축은 인터넷 공급업체인 whoismail (http://whoismail.net) 서버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이 가정에서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자유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파일들이 빠르게 업로드 되도록 하기 위해 파일크기를 

작게 만들었으며,  서버 공급업체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하였

으며 기술적 문제를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프로그램 인터넷 주소는 http://baby.whoismail.net 

이며 홈페이지 이름은 “엄마랑 아가랑” 이다.

6. 6. 6. 6.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소개소개소개

1) 1) 1) 1)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메인화면메인화면메인화면메인화면

“엄마랑 아가랑”의 메인화면에는 7개의 영역이 상단의 메뉴에서 제공되도

록 하였다.  메인화면은 접속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단순하게 화면구성을 

하였으며 편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 전광판의 기능을 두

어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지하도록 했으며 설문조사의 기능을 이용해 대

상자의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조사하는 기능을 설정했다. 어머니



- 38 -

들이 쉽게 119 싸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해두었으며, 팝업창을 띄어

서 전달사항은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채팅방을 메인화면에 

두어 언제든지 채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그림 5).

그림 5. 홈페이지 메인화면

 

2) 2) 2) 2)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소개소개소개소개

① 홈페이지 소개

 홈페이지 개설의 목적과 의의를 제시하였다. 연구자 소개와 연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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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으로써 책임감과 신뢰를 주고자 했다.  

② 설문지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들이 프로그램의 결과적 평가를 위해 작성해야 되는 

설문지인 역할자신감과 정서도구를 게시하였다. 설문지는 클릭만 하면 열기

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머니들이 설문지를 작성한 뒤 첨부화일로 

올릴 수 있도록 기능을 설정했다. 또한 사전조사가 끝난 후 사전에 조사한 

설문지를 볼 수 없도록 삭제한 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③ 아기건강마당

  아기건강마당은  정보적 지지를 위해 선천성 이상아의 영유아기 동안에 

필요한 성장발달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해 제시하였다. 예방접종, 성장발달, 

아기 마사지, 이유식, 응급처치, 애착증진의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

다. 텍스트 뿐 아니라 사진이나 그림을 같이 제시해 대상자의 흥미를 유도

했다. 

④ 질병건강관리

  질병건강관리는 정보적 지지를 위해 선천성 이상을 일으킨 질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했다. 어머니들의 가장 관심사인 심장계 질환관리, 소화

기계 질환관리, 비뇨기계 질환관리, 기타 질환관리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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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했으며 각 질환별로 정의, 원인, 구체적인 간호중재 및 합병증 예방법, 아

기 돌보기에 대한 정보를 실었다.

⑤ 엄마건강마당

  엄마건강마당에서는 정보적 지지를 위해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운동요법, 요통관리, 스트레스 관리의 3개 하위영역

이 있다.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고 쉽게 따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구성을 하였으며 사진을 제시해 이해를 도왔다.

⑥ 게시판

  게시판은 평가적 지지를 위한 것이며 어머니들이 자유롭게 참가해 자신

의 이야기를 털어 놓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하위영역으로 자유게시판과 질문답변방을 구성하였다. 특

히 질문답변방은 어머니들이 아기를 돌보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올려놓으면 연구자가 즉시 해결을 해주어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였

다. 또한 격려와 칭찬 등의 보상을 주어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되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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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쉼터

  쉼터는 정서적 지지를 위한 것이며 가사와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을 위해 

편안하게 쉬어가라는 의도에서 만들었다. 어머니들이 음악앨범이나 포토앨

범을 자유스럽게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악과 재미난 사진을 게시해 어

머니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도록 하였다.

⑧ 채팅방

 채팅방은 정서적 지지를 위한 것이며 채팅방을 만들어 연구자와 대상자 

또는 대상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지지를 높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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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효과분석효과분석효과분석효과분석

A. A. A. A. 구조적 구조적 구조적 구조적 평가평가평가평가

1. 1. 1. 1.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서울과 경기소재 6개 보건소에 등록된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들이 2008년 

3월 31일부터 가입을 시작하였으며  총 18명의 어머니들이 8주 동안 프로

그램에 참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1.6세이며, 고졸 2명(11.1%), 전문대졸 13명

(72.2%), 대졸 3명(16.7%)이었다. 자녀수는 16명(88.9%)이 1인의 자녀를 

두었으며, 자녀연령은 평균 10.83개월이며 18명(100.0%) 전원이 24개월 미

만이었다. 자녀질환은 심장질환이 8명(44.4%), 식도폐쇄가 2명(11.1%), 항

문직장기형이 3명(16.7%), (11.1%)제대 기저부탈장이 2명(11.1%), 사지결

손 2명(11.1%), 다운증후군 1명(11.1%), 복합질환이 2명(11.1%)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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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 3> 3> 3>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특성특성특성특성 구분구분구분구분 계 계 계 계 (n=18)(n=18)(n=18)(n=18)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연령연령연령연령 평균 31.6세

교육정도교육정도교육정도교육정도 고졸 2명 (11.1%)

전문대졸 13명 (72.2%)

대졸 3명 (16.7%)

자녀수자녀수자녀수자녀수 1명 16명 (88.9%)

2명 2명 (11.1%)

자녀 자녀 자녀 자녀 연령연령연령연령 평균 10.8개월

0-4개월 -

5-9개월 9명 (50.0%)

10-14개월 5명 (27.8%)

15-19개월 2명 (11.1%)

20-24개월 2명 (11.1%)

자녀질병자녀질병자녀질병자녀질병 심장질환 8명 (44.4%)

식도폐쇄 2명 (11.1%)

항문직장기형 3명 (16.7%)

제대기저부탈장 2명 (11.1%)

사지결손 2명 (11.1%)

다운증후군 1명 (5.6%)

복합질환 2명 (11.1%)

경제상태경제상태경제상태경제상태 하 1명 (11.1%)

중 17명 (88.9%)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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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회원수회원수회원수회원수

인터넷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을 개설한 뒤 첫 가입자는 21명이었으나 사후

조사까지 마친 대상자수는 18명으로 14.3%(3명)의 탈락률을 보였다. 21명

의 대상자가 연구시작 후 4주까지 꾸준히 참여를 하였으나 5주째에 자녀의 

심장질환 재발로 인한 수술과 폐렴으로 인한 입원으로 2명의 대상자가 연구

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탈락하였으며, 사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못

한 대상자 1명도 탈락하였다.

3. 3. 3. 3.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시간 접속시간 접속시간 접속시간 및 및 및 및 접속 접속 접속 접속 횟수횟수횟수횟수

홈페이지를 8주 운영하는 동안 총 방문자수는 221회였으며 18명의 대상

자가 1인당 평균 12.3회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

 대상자의 홈페이지 접속 시간은 1회 평균 21.4분이며, 15분 미만의 접속

시간이 1명(5.6%), 15-29분이 15명(83.3%), 30분 이상이 2명(11.1%)로 나

타나 대부분이 30분 미만의 접속시간을 나타내었다. 홈페이지 접속횟수는 

평균 1.2회/주 방문하였고, 주 1회 이용이 15명(83.3%)로 가장 많았으며 주 

2회는 2명(11.1%), 주 3회 이상은 1명 (5.6%)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3

세 미만의 영유아를 돌보며 가사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이므로 인터넷에 접속

하는데 시간적 제약이 따라서 접속시간과 횟수가 오랜 시간이 아니었다. 주



- 45 -

요 이용시간 및 요일은 주말의 밤을 이용한다는 대상자가 10명(55.5%)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주말은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인터

넷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주말 낮 이용자는 3명(16.7%), 평일 밤 

이용자는 4명(22.2%), 평일 낮에 이용한다는 대상자는 1명(5.6%)이었다. 대

상자들은 낮 시간의 대부분은 육아와 가사 때문에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웠

으며,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잠든 시간을 이용해 홈페이지

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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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표 표 표 표 4> 4> 4> 4>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이상아 이상아 이상아 이상아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이용 이용 이용 이용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계 계 계 계 (n=18)(n=18)(n=18)(n=18)

1111인 인 인 인 접속횟수접속횟수접속횟수접속횟수 평균 12.3회

1111회 회 회 회 접속시간접속시간접속시간접속시간 평균 21.4 분

15분 미만 1명 (5.6%)

15-29분 15명 (83.3%)

30분 이상 2명 (11.1%)

접속횟수접속횟수접속횟수접속횟수 평균 1.2회 /주

1회 / 주

2회 / 주

15명 (83.3%)

2명 (11.1%)

3회 이상 / 주 1명 (5.6%)

평일 낮 1명 (5.6%)

주요이용 주요이용 주요이용 주요이용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및 및 및 및 요일요일요일요일
평일 밤 4명 (22.2%)

주말 낮 3명 (16.7%)

주말 밤 10명(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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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과정적 과정적 과정적 과정적 평가평가평가평가

1. 1. 1. 1.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운영 운영 운영 평가평가평가평가

1) 홈페이지 운영

 대상자들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부분인 질병건강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매

주 단위로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구성했다. 게시판에서 질문답변은 

질문이 올려진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답변을 올려 해결하도록 했다.

매일 홈페이지 메뉴의 조회수와 방문수를 확인하였고 최근 건강이슈도 자

료를 정리하여 게시판에 올려주었다. 질문의 내용 중에 아기의 상태가 위급

한 경우는 질문을 확인 후 즉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주었다. 

 

2) 참여도 높이는 방안

 탈락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1~2주마다 문자메시지, 전화 또는 엽서를 이

용해 참여를 격려하였다. 

3) 자조모임 운영 : 채팅방

자조모임의 한 방법이며 대상자와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 채팅방을 만들

었다. 대상자들은 홈페이지에 참여한지 7주째 되는 토요일 오후 9시에 약 

30분 동안 채팅모임을 가졌으며 3명의 대상자가 참여하였다. 채팅 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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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채팅모임의 날짜와 시간을 공고하였고, 내용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

다. 채팅시간은 대상자가 가장 많이 접속하는 시간인 토요일 저녁으로 하였

다.  채팅은 어머니의 경험을 표현하는 장이 되었다. 다음의 글은 채팅내용 

중 발췌한 것이다.

저는 이 사이트에 자주 참여는 못했지만 많은 정보 때문에 꼭 오게 되었어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알게 되었고 서로를 보지않아도 위

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자주 갖았으면 좋겠어요 ( 선천성 

심장질환 8개월 남아의 어머니).  

사실 아이에게서 24시간 눈을 뗄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기를 봐주기로 해서 

시간을 내었어요. 산전검사로 이미 아기의 병은 알았지만 막상 태어나서 보니 

좀 더 심각했어요. 가슴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죠? 아기가 정밀검사를 받을 때 

그 느낌이었죠.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어요. 정말 모성애로 무작정 버티는 

것 같아요 ( 선천성 심장질환 6개월 남아의 어머니) .

선생님께서 궁금한 것을 알려줘서 좋았어요. 전화로 목소리만 듣고 얼굴은 뵙

지도 못했지만 친근하게 느껴져요. 회원수가 많아지면 아무 때나 채팅방에 들

어와도 엄마들이 있겠죠? 요즘은 인터넷에 블러그나 미니홈피를 만드는 엄마들

이 많은데 선천성이상아 엄마들은 그런거 만들시간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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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준거죠^^( 소화기계질환 17개월 남아의 어머니).

2.  2.  2.  2.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대상자 참여도 참여도 참여도 참여도 및 및 및 및 이용률이용률이용률이용률

대상자는 8주 간 홈페이지에 들어와 아기건강마당, 엄마건강마당, 질병건

강관리, 게시판, 쉼터 등의 정보를 클릭하여 볼 수 있었다. 영역별 대상자의 

홈페이지 이용은 다음과 같다(표 5).

 아기건강마당 메뉴에서 애착증진은 8주 동안 조회수가 36.3회로 가장 많

은 이용률을 보였고, 응급처치는 24.3회,  예방접종은 20회, 아기마사지는 

19.7회, 이유식은 15.4회, 성장발달은 14.2회의 이용률을 보였다.

 질병건강관리 메뉴에서 심장질환 관리의 이용률은 8주 동안 평균 20.3회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화기계 질환 관리는 16.8회, 비뇨기계질환 관리

는 15.0회, 기타 질환관리는 18.7회의 이용률을 나타냈고, 그 이유는 선천

성 이상의 질병 중 심장질환아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었다. 

 엄마건강마당 메뉴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8주 동안 평균 19.0회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나타냈으며, 요통관리는 7.7회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자유게

시판은 8주 동안 평균 11.5회의 조회수를 나타냈으며, 질문답변방은 28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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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표 표 표 표 5 5 5 5 > > > >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메뉴 메뉴 메뉴 메뉴 조회수 조회수 조회수 조회수 

메인 메인 메인 메인 메뉴메뉴메뉴메뉴 구성구성구성구성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조회수조회수조회수조회수 순위순위순위순위

아기건강마당아기건강마당아기건강마당아기건강마당

예방접종    20.0회 4

성장발달 14.2회 12

아기마사지 19.7회 5

이유식 15.4회 9

응급처치 24.3회 2222

애착증진 36.3회 1111

질병건강관리질병건강관리질병건강관리질병건강관리

심장질환 관리 20.3회 3333

소화기계질환 관리 16.8회 8

비뇨기계질환 관리 15.0회 10

기타 질환관리 18.7회 7

엄마건강마당엄마건강마당엄마건강마당엄마건강마당

운동요법 14.6회 11

요통관리 7.7회 14

스트레스 관리 19.0회 6

게시판게시판게시판게시판 자유게시판 11.5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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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대상자 18명에게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을 8주간 운영 후 프

로그램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였다. 

 홈페이지에 매우 만족한다는 대상자는 2명(11.1%) 이며 만족한다고 답한 

대상자는 15명(83.3%)로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17명(94.4%)에게서 나타났

다. 보통이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1명(5.6%)이었다.

메인 메뉴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영역은 게시판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8명

(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질병건강관리 6명(33.3%), 아기건강마

당 4명(22.3%)으로 나타났다<표 6>.

아기건강마당 중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애착증진 5명(27.8%), 성장

발달 5명(27.8%), 예방접종과 응급처치가 각 3명(16.6%), 이유식이 2명

(11.2%)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건강관리 중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영역이 심

장계 질환관리 10명(55.6%), 기타질환관리5명(27.8%), 소화기계질환관리 3

명(16.6%) 순으로 나타났다. 엄마건강마당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7명

(3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동요법 6명(33.3%), 요통관리 5명

(27.8%)으로 나타났다. 게시판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영역을 질문답변방이라

고 대답한 대상자가 15명(8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유게시판은 3

명(16.6%)으로 나타났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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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6 6 6 6 > > > >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세부 세부 세부 세부 메뉴별 메뉴별 메뉴별 메뉴별 만족도만족도만족도만족도

메인 메인 메인 메인 메뉴메뉴메뉴메뉴 구성구성구성구성 계 계 계 계 (n=18)(n=18)(n=18)(n=18) 순위순위순위순위

게시판게시판게시판게시판 8명(44.4%) 1

아기건강마당아기건강마당아기건강마당아기건강마당 6명(33.3%) 2

질병건강관리질병건강관리질병건강관리질병건강관리 4명(22.3%) 3

엄마건강마당엄마건강마당엄마건강마당엄마건강마당 ---- 4

아기건강마당아기건강마당아기건강마당아기건강마당

애착증진 5명(27.8%) 1

성장발달  5명(27.8%) 1

예방접종  3명(16.6%) 3

응급처치  3명(16.6%) 3

이유식  2명(11.2%) 5

아기마사지 0명(00.0%) 6

질병건강관리질병건강관리질병건강관리질병건강관리

심장질환 관리 10명(55.6%) 1

기타 질환관리 5명(27.8%) 2

소화기계질환 관리  3명(16.6%) 3

비뇨기계질환 관리 0명(00.0%) 4

엄마건강마당엄마건강마당엄마건강마당엄마건강마당

스트레스 관리  7명(38.9%) 1

운동요법  6명(33.3%) 2

요통관리  5명(27.8%) 3

게시판게시판게시판게시판
질문답변방 15명(83.4%) 1

자유게시판  3명(16.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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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결과적 결과적 결과적 결과적 평가평가평가평가

 결과적 평가로는 대상자 18명에게 8주간의 프로그램을 적용한 뒤 역할자

신감과 정서를 사전, 사후로 조사하였다.

1. 1. 1. 1.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이상아 이상아 이상아 이상아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역할자신감역할자신감역할자신감역할자신감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 18명의 역할자신감을 살펴본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역할자신감 총점 70점에서 평균 45.55(±4.58)점으로 나타났고, 사후조사에

서는 평균 47.61(±4.49)점으로 나타나 역할자신감은 사회적지지 중재 후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표 7>.  

 또한,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의 역할자신감을 사전, 사후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18명의 대상자 중 12명이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역할자신감 점

수가 향상되었으며, 사전과 사후가 동일한 수는 5명, 사후보다 사전조사의 

역할자신감이 더 높은 수는 1명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z=-2.542, p<.05).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을 

통해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의 역할자신감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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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표 표 표 표 7 7 7 7 > > > > 사전 사전 사전 사전 사후 사후 사후 사후 역할자신감  역할자신감  역할자신감  역할자신감  비교비교비교비교

                                    < < < < 표 표 표 표 8 8 8 8 > > > >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이상아 이상아 이상아 이상아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역할자신감 역할자신감 역할자신감 역할자신감 검증결과검증결과검증결과검증결과

2. 2. 2. 2.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이상아 이상아 이상아 이상아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정서정서정서정서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 18명의 정서를 살펴본 결과, 총점 120점에서 사전

조사 결과 59.50(±6.28)점으로 나타났고 사후조사에서는 57.77(±5.70)점으

로 나타나 역할자신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지지 중재 후 부정적 정서는 조

금 낮아졌다<표 9>. 또한,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의 정서를 사전, 사후점수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nnnn M M M M (SD)(SD)(SD)(SD)

역할 역할 역할 역할 자신감자신감자신감자신감
사 전 18 45.55(4.58)

사 후 18 47.61(4.49)

척도척도척도척도 집단집단집단집단 순위순위순위순위 Z Z Z Z pppp

역할자신감역할자신감역할자신감역할자신감

부정순위 1
a

-2.542 .011
*

긍정순위 12
b

동순위 5
c

합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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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해 본 결과 18명의 대상자 중 10명이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긍정적 정서가 향상되었고, 사전과 사후가 동일한 수는 5명, 사후보다 사전

조사의 정서가 더 높은 수는 3명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2.203, p<.05).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을 통해 선

천성 이상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10>.

< < < < 표 표 표 표 9 9 9 9 > > > > 사전 사전 사전 사전 사후  사후  사후  사후  정서 정서 정서 정서 비교비교비교비교

< < < < 표 표 표 표 10 10 10 10 > > > >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선천성 이상아 이상아 이상아 이상아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정서 정서 정서 정서 검증결과검증결과검증결과검증결과

변 변 변 변 수수수수 nnnn M M M M (SD)(SD)(SD)(SD)

정 정 정 정 서서서서
사전 18 59.50(6.28)

사후 18 57.77(5.70)

척도척도척도척도 집단집단집단집단 순위순위순위순위 Z Z Z Z pppp

역할자신감역할자신감역할자신감역할자신감

부정순위 3
a

-2.203 .028
*

긍정순위 10
b

동순위 5
c

합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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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6 6 6 6 장    장    장    장    논  논  논  논  의의의의

1. 1. 1. 1.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개발개발개발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은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를 위한 인터넷을 통

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녀양육을 하면서 가

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

에 사회적 지지의 요소를 포함시켜 사회적 지지중재의 효과를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대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대상자의 요구도 결과를 기초로 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기간

은 강양희(2003)등의 주 1회의 참여를 하는 8주 인터넷 프로그램과 일치한

다.

 본 프로그램과 다른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차별화 된 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

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Boling 과 Frick(2002)이 제시한 Practical Web 

Development Process에 의한 5단계의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개발했다는 

것이다. 강양희(2003)의 연구에서는 요구도 사정과 타당도 검증의 2단계만 

거쳤으며, 필요한 영역을 연구자의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에 의해서만 



- 57 -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도 있었다(정영혜, 2004). 

5단계 내에는 대상자의 요구도 사정을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요구도 결과의 반영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 접

근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그러나, 요구도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수가 3명으

로 제한되어 대상자의 폭넓은 경험과 요구에 대한 자료를 포화시키기에는  

대상자수가 부족하였다.  

 두 번째는 본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것이다. 장애아의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포기하면서 하루 

종일 장애아의 간호에 전념하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정방문이

나 집단참여 등의 대면적 중재는 제공하기 어렵다(이화자,1996). 사회적 지

지의 방법으로 비교적 시공간적 상황이 자유로운 인터넷 중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국내 선행연구는 

거의 없지만 최근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채선미(2001)는 사회적 지지의 한 

방법으로 인터넷 자조모임을 구성해 저출생아 어머니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네트워트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자조모

임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계획적

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Wright(2000)의 연구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전자우편이나 동호회의 게시판을 통해 사회적 지

지가 제공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면대면 방식의 사회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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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시간과 자유가 보장된 인터넷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인터넷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서로 얼굴을 보며 교류할 수 있는 전통적인 

대면적인 교육방법 보다 인터넷은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강복수,2002), 

참여의 지속이 어려우며(김정은, 2000), 태도와 습관의 변화까지 유도하기

는 어렵다(정영혜, 2004)는 것이 연구에서 제언이 되었다.  따라서, 본 프로

그램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회적지지 중재 

외에도 매주 1회의 전화접촉과 엽서발송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과 동

시에 대상자와의 교류성를 높이려는 노력을 했고, 채팅방을 만들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사회망을 활성화하였으며, 질문답변방을 제시해 정보적 및 

평가적 지지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었다. 또한 

행동변화가 일어나고 정보를 숙지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최선하(1997)

와 강양희(2003)가 제시한 바와 같이 8주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사회적 지지이론(Cobb, 1976)에는 지지의 유형으로 정서적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 지지가 있으며 강정희(2003)의 연구에서는 치매

노인 돌보미에게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가 제공되었으며, 조

인숙(2002)의 연구에서는 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의 유형이 모

두 포함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가정방문을 통해 제



- 59 -

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중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 지

지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어 물질적 지지는 제공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가 포함되어  전통적인 방법의 사회적지지 제공 

수준과 비슷하게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포함시켰다.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과 지금까지 진행된 미숙아 선행연구(채선미, 

2001; 이인혜, 1999; 임지영, 1997)에서 개발된 부모용 책자와의 차이점은 

일반적인 양육의 기술뿐 아니라 선천성 이상아 측면에서의 영양관리, 응급

처치, 질병관리, 모자보건법(2007)에 제시된 질환에 대한 정보, 성장발달 그

리고 부모-애착증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양한 그림과 예시를 통해 제공하

였다. 현재 정상아에 대한 정보집은 많지만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맞춤 정

보집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 프로그램에 제시된 정보는 부모에게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2. 2. 2. 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운영운영운영

 본 프로그램이 개발된 직 후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대상자 모집에 들어

갔다. 우선 선천성이상아 등록수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전체 25개 보건

소와 경기도 2개 보건소의 모자보건과 또는 건강증진과의 선천성 이상아 담

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3년간 선천성 이상아 등록수를 파악하였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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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보건소 중 최근 3년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자료 정리가 안되어 정보를 

줄 수 없거나 선천성 이상아 등록수가 2명 이하인 곳은 제외하고 서울 9개 

보건소와 경기도 2개 보건소를 선정하였다. 11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연

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후 선천성 이상아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하였

으나 이중 1곳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8)을 이유로 정보공

개를 불허하여 자료수집을 할 수 없었으며, 7개 보건소는 정보공개는 불허

하였지만 연구자 대신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구

참여 의사를 받아주었다. 3개 보건소는 연구자에게 자료를 주었지만 연구자

가 담당자 옆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연구참여를 설명하도록 하였고 전화 후

에는 대상자 정보를 회수하였다. 이처럼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에게 접근하

는 것이 무척 어려웠으며 대상자가 자신의 정보노출을 꺼려하고 있으며, 정

보가 노출된 경우 보건소 민원에 이의가 제기되므로 보건소 직원의 어려움

도 호소하였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선천성 이상아 수치가 통계자료(보건복

지부정책보고서, 2006)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연구가 없는 이유는 

대상자 접근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는 대상자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방안이 우선 

모색되어야 하겠다.

또한, 연구자가 선천성 이상아의 정보를 보았을 때 시험관아기 방법으로 

인해 출생해 다태아로 태어난 선천성 이상아가 많았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

어난 선천성 이상아도 5명 정도 되었다. 이들은 연구 대상자 선정의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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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아 제외되었지만 다태아와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는 더 많은 어려움

과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록 대상자 수는 적지만 이들에 대

한 질적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3. 3. 3. 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효과효과효과효과

 본 프로그램의 평가는 Donabedian(1999)이 제시한 구조적, 과정적, 결과

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구조적 평가에서는 홈페이지 회원수와 접속시

간 및 횟수를 평가하였고, 과정적 평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평가와 참여율, 

만족도, 메뉴구성별 이용률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적 평가에서는 선

천성 이상아 어머니의 역할자신감과 정서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본 프로그

램의 평가에서 제한점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수가 적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은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 전체 기간동안 제공되는 중재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또한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접근이 편하도록 시간적 허용성을 

주었다.  따라서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선천

성 이상아 관리 및 성장발달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지를 경험할 수 있었

다고 사료된다. 이는 의료진의 지속적이며 일관적인 간호제공이 프로그램의 

성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Deloian(1998)의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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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구조적 평가를 살펴보면, 대상자 모집에서 첫 접촉은 68명

에게 이루어졌지만 연구에 허락한 대상자는 21명이었으며, 이중 3명이 프로

그램 과정 중에 탈락하여 최종 참여율은 약 38%이었다. 황나미(2000)의 연

구에서 선천성 이상은 만성질환이 생기거나 입원의 주요이유가 된다고 하였

듯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에 탈락한 3명은 입원치료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장애아동의 어머니는 소극적인 대인관

계와 내적열등감, 낮은 자존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권미경(1987)과 

Klein 과 Stern(1971)의 연구결과에서도 나온바가 있듯이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을 가족외의 타인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며 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7주가 지나서야 채팅방

을 통해 대상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의견과 경험을 주고받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시간은 주말 밤 시간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로 주 

1회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주말 밤 시간은 양육을 도와줄 배우자가 있기 때

문에 접속이 용이하였고, 선천성 이상아 양육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평일 낮 시간은 이용률이 가장 저조하였다. 이는 어머니는 자신의 

삶과 행복은 포기하고 모든 시간을 뇌성마비 자녀의 중재에만 전념하며 자

녀를 돌본다는 이화자(1996)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다.       

다음으로는 본 프로그램의 과정적 평가를 살펴보면 홈페이지 운영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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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과 질문답변방을 개설해 대상자가 원하는 정보와 문제를  바로 해결

해주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채팅방을 만들어 어머니들끼리 자조모임의 

의미를 갖도록 유도했으며 연구자도 함께 참여하여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주었다. 채팅에 참여한 대상자는 정서적지지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채선미(2001)의 선행연구에서도 인터넷 자조모임은 적절한 지지방법이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부터의 

지지나 혹은 같은 문제를 가졌어도 잘 대처해 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지지가 

제공될 때 공감적 이해가 잘되고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Thoits(1982)의 주

장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시작된지 7주 이전에는 연구자와 대

상자간의 교류만 있다가 7주가 지난 후 사회망을 형성하는 채팅모임이 시작

되어 선천성 이상아의 어머니들의 소극적 대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망을 통한 지지가 빠른 시기에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적 대인관계를 맺도록 돕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선

천성 이상아가 3세 이상이 되어 만성질환이나 장애아로 남는 경우 현재의 

연구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게시판과 

질문답변방이었으며 그 다음은 선천성 이상 질환에 대한 중재 및 합병증 예

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질병건강관리 부분이었다. 선천성이상아 어머니

들은 사회적지지 중에서 정보적 지지를 가장 원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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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합되는 정보적 지지를 통해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이렇듯, 3세 미만

의 선천성 이상아를 돌보는 어머니는 정서보다는 정보적인 지지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의 양은 많지만 정보의 양에 비해 정서에 대한 지지는 

부족하여 프로그램에서 정서적인 면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간이 흘

러서 선천성 이상아가 만성질환으로 이환되고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경

우에도 어머니들의 요구가 경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에 

요구도 조사연구가 계획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프로그램의 결과적 평가에서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의 역할자신감과 정서는 

8주 프로그램에 참여 후에 긍정적 결과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사회적 지지가 대상자의 역할자신감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된

다. 채선미(2001)의 선행연구에서 미숙아 어머니에게 교육과 지지를 제공하

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자신감과 적응을 높였다고 하였고, 이도경(2006)의 

연구에서도 발달장애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사회적 

지지가 효과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정서에 대한 결과에서 대상자가 3명은 프로그램 참여 후에 더 정서가 나

빠졌으며 이중 1명은 역할자신감까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의 어머

니들의 변화를 살펴보니 아이가 선천성 안검하수증이라는 진단이 추가되었

으며, 가정 내에서 큰 아이가 전염병에 걸렸고, 아이가 밤에 잠을 자지 않아 

어머니에게 수면문제와 극도의 피로가 생긴 경우였다. 3세 미만의 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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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아이의 상태 변화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자신감과 정서

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에게 적용한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역할자신감과 정서를 긍정적 변화로 유도하였다. 그리

고 사회적 지지를 통한 역할자신감과 정서의 긍정적 변화는 선천성 이상아

의 질병예방, 성장과 발달을 돕고, 나아가는 어머니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에 이바지 할 것이라 기대한다.

4. 4. 4. 4.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의의의의의의의의

본 연구결과가 갖는 간호이론, 연구, 실무측면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이론 측면에서의 의의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이론(Cobb, 1976)을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의  역할

자신감과 정서를 높이기 위해 중재전략으로 처음 이용했다는데 의의가 있

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사회적 지지이론(Cobb, 1976)의 완충효과 모형(Moderating effect 

model)을 연구의 이론적 기틀로 이용하였고, 실제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통해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의 역할자신감과 정서를 중재하기 위한 사회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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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터넷 프로그램의 실증적인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2) 간호연구 측면에서의 의의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연구로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준비단

계부터 평가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그 특성에 맞는 적합한 연구방법을 적용

하여 실시하여 프로그램 개발연구의 표본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프로그램 

개발단계에는  Boling & Frick(2002)이 제시한 Practical Web 

development Process의 틀을 이용하였으며, 평가단계에서는 

Donabedian(1999)이 제시한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

을 사용한 이유는 개발단계에서는 웹기반의 설계가 필요했으므로 웹설계의 

실무이론을 이용하였으며, 평가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질과 향상정도를 평

가하기 위해 질 향상 실무 접근법인 구조적, 과정적, 결과적 접근법을 이용

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요구도 조사를 통한 실증적 자료를 추가해 개발하

였으므로 증거중심(evidence-based)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3) 간호실무 측면에서의 의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은 실제로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들에게 요구도를 토대로 개발된 것이고 그 타당도 또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므로 선천성 이상아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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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또한,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어서 보건소를 

통해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들에게 질환과 성장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현재는 미흡한 선천성 이상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68 -

제 제 제 제 7 7 7 7 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 론 론 론 및 및 및 및 제 제 제 제 언언언언

1. 1. 1. 1.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및 및 및 및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효과분석의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사회적 지지이론(Cobb, 1976)의 완충효과 모형(Moderating effect model)

을 기초로 하였다.

첫 번째, 프로그램 개발단계는 Boling & Frick(2002)이 제시한 Practical 

Web development Process의 5단계를 이용하였다. 1단계로 2007년 12월 

부터 2008년 1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소재 보건소에 등록된 3세 미만의 선

천성 이상아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요구도 조사, 문헌고

찰,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2단계로 사회적 지지와 프로그램의 

콘텐츠 일치도를 확인하였고, 3, 4단계에서 페이퍼 및 컴퓨터 프토로타입을 

작성했으며, 마지막 5단계에 사이트 구축을 하였다. 개발한 사이트 명칭은 

<엄마랑 아가랑>이며 사이트 주소는 www.baby.whoismail.net 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 운영단계는 원시실험설계를 토대로 2008년 3월 31일부

터 5월 24일까지 8주 동안 이루어졌다. 총 18명이 참여를 하였고, 역할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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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Zahr,1985)과 정서(McNair,1989) 도구를 이용해 사전, 사후조사를 실시

하였다.

세 번째,  프로그램 효과분석 단계는 Donabedian(1999)이 제시한 구조적, 

과정적, 결과적 평가를 하였다. 구조적 평가는 회원수, 접속시간, 접속횟수에 

대해 이루어졌고, 과정적 평가는 프로그램 운영평가, 참여도 및 이용률, 만

족도 평가가 이루어졌다. 결과적 평가는 사전, 사후에 실시된 역할자신감과 

정서를 SPSS  Wilcoxon signed rank test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조적 평가 :  8주 동안 꾸준히 참여한 홈페이지 회원수는 18명으로 

14.4%의 탈락이 발생했다. 홈페이지 총 방문자수는 221회이며 18명의 대

상자가 1인당 평균 12.3회로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1회 평균 접속시간은 

21.4분이며 주말 밤에 이용하는 대상자는 10명(55.5%)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평일 낮에 이용하는 대상자는 1명(5.6%)로 가장 낮았다.

2) 과정적 평가 : 매주 1회 이상 방문하도록 격려하였고 매주 1회의 전화 

또는 문자 메세지, 2주 1회의 엽서발송을 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1회의 채팅

모임도 가졌다. 홈페이지 만족도는 게시판이 8명(44.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아기건강마당 6명(33.3%)이었다. 

3) 결과적 평가 : 18명의 역할자신감과 정서에 대한 사전, 사후 조사를 실

시한 결과 사후검사에서 역할자신감(z=-2.542, P<.05)과 정서(z=-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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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지지 인터

넷 프로그램은 사회적 지지이론을 토대로 개발되었고, 대상자 모두 사회적

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였으며 역할자신감과 정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2. 2. 2. 제언제언제언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지지 인터

넷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연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선천성 이상아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해 주로 병원중심의 관리를 

받고 있고 대부분의 지지를 병원으로부터 얻게 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2007)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 보건소에서도 선천성 이상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므로 보건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서비

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선천성 이상아의 어머니들의 걱정과 관심이 밝혀졌지만 대

상자수를 확보하고 심층적인 면담을 이용하여 선천성 이상아 부모의 경험을 

확인하는 질적연구를 제언한다. 



- 71 -

3)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 인터넷 프로그램의 결과적 평가를 원시실험설계

를 이용해 하였으므로, 대조군을 둔 유사실험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타당성

을 재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4) 본 연구에서는 홈페이지의 화면구성을 어머니들이 이용하기 쉽고 속도

를 빠르게 하고자 고안하였으나, 기술적 지원을 통해 동영상, 광고, 채팅방 

등의 세련된 기술이 접목되어 홈페이지를 다시 보완할 것을 제언한다.

5)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이론(Cobb, 1976)을 인터넷 프로그램에 적

용해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에게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하였으므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언한다.  양육에 대한 다량의 정보가 필요하고 양육

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대면접근이 어려운 미숙아 어머니 또는 장애아 어

머니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재검증하고 이론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 72 -

참 참 참 참 고 고 고 고 문 문 문 문 헌헌헌헌

강양희 (2003). 청소년 건강증진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고신대학

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강정희 (2003).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재가 치매노인 돌봄이의 부담감과 

안녕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8). 법제처.

김선옥 (2001). 미숙아의 건강관리 요구조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김수경 (2005). 발달지체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형과 대처방식 연

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정 (2000). 사회적지지 관점으로 본 가족부양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숙 (1990).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일 연구-자폐아 어머니와 

정상아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숙, 김종욱, 이오경, 김완섭 (1996). 극소저체중아에서 교정연령 2년간 

신체발육과 신경학적 발달에 관한 임상적 연구. 소아과, 39(5), 641-651

김정은 (2000). 인터넷을 이용한 연구자료수집. 간호학 탐구, 9(1), 

170-185.

김희순 (1995). 발달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지간호. 아동간호학회지, 1(1), 

69-65.

권미경 (1987).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과 모성정체



- 73 -

감 인지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미경 (1998). 처출생체중아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노영조 (2001). 인터넷 활용과 가상실험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업성취

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모자보건법 (2007). 법제처.

박은신 (2004). 뇌성마비아동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방경숙 (2000). 영아기 어머니역할 교육프로그램이 모아상호작용과 영아발

달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영균 (1999). 웹기반 학습의 설계. 서울;양서원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06). 선천성 이상아 조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07). 등록장애인 현황. 2007년 3월.

염영희 (2000). 인터넷을 이용한 간호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간

호정보학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0(4), 1035-1044.

송안숙 (2005). 지지간호가 퇴원 후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 아기돌보기 자

신감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가실 (1997). 사회적 지지모임이 발달지연아 어머니의 부담과 안녕에 미

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7(2), 380-400. 

이도경 (2006). 사회적 지지가 발달장애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

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학위논문.

이인혜(1999). 사회적지지중재가 미숙아 어머니의 정서와 모성역할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74 -

임지영 (1997). 지지간호와 정보제공이 미숙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인지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경은 (2006). 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 침레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인숙 (2002).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

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인숙 (2002).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취학 전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

스와 대처에 미치는 효과. 한국모자보건학회지, 6(2), 211-227.

조선진 (2003). 인터넷을 활용한 지역사회 자궁경부암 조기검지 수검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학위 논문

채선미 (2001). 저출생체중아 이행간호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최선하 (1997).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이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에 미치

는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장애인 실태조사.

황나미 (2000).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관계자 전문교육자료집.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Beckman, P.J. (1991).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the effect of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95(5), 

585-595.

Boling, E., & Frick, T. (2002). Practical web development : A 

Systematic Process.  



- 75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moderator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3(5), 300-314.

Cohen, S., & Willis, T.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s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Deloian, B.J.  (1998).  Caring connections: Nursing support 

transitioning premature infants and their families home for the 

hospital.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Donabedian, A. (1999). 의료평가를 통한 질향상. 한국의료Q&A학회지, 

3(1), 28-40.

Etter, J.F. & Perneger, T.V. (2001). Effectiveness of a 

computer-tailored smoking cessation program : a randomized trial, 

Arch Intern Med. 161(21), 2596-2601

Folkman, S., & Lazarus, R.S.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and emotion :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Social Science 

& Medicine, 26(3), 309-317. 

Fraley, A. (1990). Chronic sorrow: A parental response. Pediatric 

Nursing, 5, 268-273.

Grill, M.J., & Harris, S.L. (1991). Hardiness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comfort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Autism & Developmental Disorders, 21(4), 

407-416. 

Haley, A.R. (1993). Maternal distress in families with a mentally 

retards child. Doctoral dissertation of Fordham University. 



- 76 -

Heller, K., Swindle, R.V., & Dusenbery, L. (1986). Component social 

support processes: Comments and Intergration.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4, 466-470.

House, J.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Addson-Wesley.

House, J.S., Kahn, R.N., & Williams, D. (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 health, 83-108.    

Lederman & Weigarten; 1981)

Leonard, B.J.,  Johnson, A.I., & Burst, J.D. (1993). Care giv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a comparison of those managing, "ok" 

and those needing more help. Children's Health Care, 22(2), 

93-105. 

Leonard, C.H., Clyman, R.I., Piecuch, R.E., Juster, R.P., Ballard, R.A., 

& Behle, M.B.  (1990). Effects of medical and social risk factors 

on outcome of prematurity and very low birth weight. Journal of 

Pediatrics, 116(7), 620-626.

McNair, L. (1989). Manual for the profile of Mood states. San Diego : 

Educational Industrial Testing Service.

Mercer, R.T. (1981).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in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ing Research, 30, 73-77.

Mullen, P.D., Simons-Morton, D.G., Ramirez, G., Frankowski, R.F., 

Green, L.W., & Main, D.A. (1997). A meta-analysis of trials 

evaluating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the three groups of 



- 77 -

preventive health behaviors. Patient Education Couns, 32(3), 

157-173. 

Parke, S., & Zahr, L.K. (1985).  The maternal confidence 

Questionnaire. Boston: Boston City Hospital.

Roman, L.A. (1995). Parents to parent support initiated in aneonatal 

Intensive Care Unit.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8, 385-394. 

Thoits, P.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49.  

Wright, K. (2000). Computer-medical social support, older adults, and 

cop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0(3), 100-118. 

Wolf, L.C.,Noh, S., Fisman, S.N., & Speechley, M. (1989). Brief report 

: Psychosocial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parents of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Autism & Developmental Disorder, 

19(1),157-166. 

Zahr, L.K.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onfidence and 

mother-infant behaviors in premature infant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4(4), 279-286.



- 78 -

부 부 부 부 록 록 록 록 1  1  1  1  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연구도구

1. 1. 1. 1.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설명문설명문설명문설명문

선천선이상아 선천선이상아 선천선이상아 선천선이상아 어머니를 어머니를 어머니를 어머니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설명문설명문설명문설명문

 

 

안녕하십니까? 일일이 찾아 뵙지 못하고 우편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되어 죄

송합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7년간 근무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선천성이상아와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의 어머님이 병원에서 퇴원 후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어머님의 역할적응에 

정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정보를 드리니 원하시는 어머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를 이용

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baby.whoismail.net  이곳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이용기간 : 2008년4월 7 ~ 2008년 5월 31일

* 홈페이지 이용방법 : 

  1)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2) 회원가입 후 설문지를 작성해주세요.                     

  3) 8주(2달) 동안 홈페이지 이용 : 매주 마다 1회 이상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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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회) 

  4) 8주(2달) 동안 참여하신 뒤 설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이 조사에 대한 어머님의 답변은 선천성이상아 어머님들이 퇴원 후 가정에

서 아기양육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갖도록 도울 수 있는 추

후간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 결과와 연구참여 결과는 반드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홈페이지 접속은 원하시는 경우 아이디를 통한 무기명으로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비밀은 보장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 4월 8일  

                                                       연구자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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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1-2.  1-2.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귀하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V 표 해주세요.

1. 귀하의 연령           세    

2. 귀하의 가족수           명

3. 귀하의 교육정도

1) 중졸   2) 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 대졸 이상

4. 자녀수           명   자녀연령          개월    

5. 가정의 경제상태

1) 상    2)중    3)하

6. 자녀의 질병 (중복체크도 가능합니다)

1) 심장질환  2)식도폐쇄  3) 항문직장기형  4)제대기저부탈장  5)사지결손

6) 다운증후군  7) 척추갈림증  8) 기타         

7. 자녀가 교정수술을 받았나요

1) 유    2)무

8. 수유형태

1) 모유  2)일반분유   3) 특수분유   4) 혼합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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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 1-3. 1-3. 역할 역할 역할 역할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 도구 도구 도구 도구 (Parker(Parker(Parker(Parker와 와 와 와 Zahr,1985)Zahr,1985)Zahr,1985)Zahr,1985)

다음의 질문을 보고 부모역할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느끼는지 적절한 란에 v 

표하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아기가 놀아 주기를 원하는 때를 안다.

2. 나는 다른 사람 누구보다 우리 아기 돌보는 법을 

더 잘 안다

3. 나는 우리 아기가 보채는 이유를 안다

4. 나는 우리 아기가 피곤해서 잠자야 하는 때를 안

다

5. 나는 우리 아기를 즐겁게 하는 법을 안다

6. 나는 우리 아기를 목욕시킬 수 있다

7. 나는 우리 아기에게 정확히 수유할 수 있다

8. 나는 우리 아기를 정확히 안을 수 있다

9. 나는 우리 아기가 아픈 것을 알 수 있다

10. 나는 아기볼보는 것에 좌절감을 느낀다 

11. 나는 다른 엄마들에게 아기 돌보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12.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요구는 많으나 보상은 없다

13.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

지고 있다 

14. 나는 부모로서의 내 역할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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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 1-4. 1-4. 정 정 정 정 서  서  서  서  도 도 도 도 구 구 구 구 (McNair,1989)(McNair,1989)(McNair,1989)(McNair,1989)

다음의 다음의 다음의 다음의 표를 표를 표를 표를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정서에 정서에 정서에 정서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는 란에 란에 란에 란에 v v v v 표 표 표 표 하시오하시오하시오하시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1. 긴장된 기분이다

2. 화가 난 기분이다

3. 기진맥진한 기분이다

4. 생기 찬 기분이다

5. 혼돈된 기분이다

6. 떨리는 기분이다

7. 슬픈 기분이다

8. 활동적인 기분이다

9. 괜히 불만스러운 기분이다

10. 원기 왕성한 기분이다

11.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기분이다

12. 거북스러운 기분이다

13. 피곤한 기분이다

14. 짜증스러운 기분이다

15. 낙심한 기분이다

16. 안절부절못하는 기분이다

17. 외로운 기분이다

18.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뒤죽박죽된 기분이다

19. 탈진된 기분이다

20. 불안스러운 기분이다

21. 침울한 기분이다

22. 둔한 기분이다

23. 싫증난 기분이다

24. 당황한 기분이다

25. 몹시 화가 난 기분이다

26. 유능한 기분이다

27. 기운이 넘치는 기운이다

28. 성질이 난 기분이다

29. 뭔가를 잘 잊어버리는 기분이다

30. 활기 찬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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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  부  부  록 록 록 록 2   2   2   2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구성구성구성구성

 다음은 제작한 홈페이지의 주요화면을 설명한 것이다.  

2-2-2-2-1111. . . .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모드모드모드모드

  이 화면은 관리자인 연구자만이 볼 수 있는 화면으로 회원관리(회원목록

과 가입절차, 회원명부 관리), 팝업창 관리(팝업창 수정, 등록), 홈페이지 업

데이트 편집(홈페이지 내용 구성수정 및 등록), 방문자 통계(일별 및 월별 

방문 통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설정된 모드이다. 이 화면을 통해 연구자는 

주 1회로 홈페이지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으며, 매일 방문자 통계를 확인하

였다(그림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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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6> 6> 6> 6>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모드모드모드모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7> 7> 7> 7> 방문자 방문자 방문자 방문자 통계통계통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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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 . . 홈페이지의 홈페이지의 홈페이지의 홈페이지의 메인 메인 메인 메인 화면화면화면화면

  메인화면은 접속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단순하게 화면구성을 하였으며 

편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 전광판의 기능을 두어 공지사

항을 실시간으로 공지하도록 했으며 설문조사의 기능을 이용해 대상자의 홈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조사하는 기능을 설정했다. 어머니들이 쉽게 

119 싸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해두었으며, 팝업창을 띄어서 전달사항

은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5). 

                   < < <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 5 5 5 > > > >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메인화면메인화면메인화면메인화면



- 86 -

2-2-2-2-3333. . . .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소개소개소개소개

 홈페이지 개설의 목적과 의의를 제시하였다. 연구자 소개와 연구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책임감과 신뢰를 주고자 했다(그림 8).  

                                                                  <<<<그림 그림 그림 그림 8> 8> 8> 8>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소개소개소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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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4444. . . .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선천성 이상아 어머니들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작성해야 되

는 설문지인 역할자신감과 정서도구를 게시하였다. 설문지는 클릭만 하면 

열기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머니들이 설문지를 작성한 뒤 첨부화

일로 올릴 수 있도록 기능을 설정했다(그림 9).

                                                                                                        <<<<그림 그림 그림 그림 9> 9> 9> 9> 설문지설문지설문지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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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5555. . . . 아기건강마당아기건강마당아기건강마당아기건강마당

  아기건강마당은 선천성 이상아의 영유아기 동안에 필요한 성장발달에 대

한 정보를 총망라해 제시하였다. 예방접종, 성장발달, 아기 마사지, 이유식, 

응급처치, 애착증진의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텍스트 뿐 아니라 

사진이나 그림을 같지 제시해 대상자의 흥미를 유도했다(그림 10). 

                                                                                                < < < <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0> 10> 10> 10> 아기건강마당아기건강마당아기건강마당아기건강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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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6666.  .  .  .  질병건강관리질병건강관리질병건강관리질병건강관리

  질병건강관리에서는 선천성 이상을 일으킨 질병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

다. 어머니들의 가장 관심사인 심장계 질환관리, 소화기계 질환관리, 비뇨기

계 질환관리, 기타 질환관리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했으며 각 질환별로 

정의, 원인, 구체적인 간호중재 및 아기 돌보미에 대한 정보를 실었다(그림

11).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1> 11> 11> 11> 질병건강관리질병건강관리질병건강관리질병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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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7777. . . . 엄마건강마당엄마건강마당엄마건강마당엄마건강마당

  엄마건강마당에서는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를 위한 내용이며 운동요법, 

요통관리, 스트레스 관리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어머니들이 편

안하고 쉽게 따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구성을 하였다. 사진을 제시해 

이해를 도왔다(그림 12).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2> 12> 12> 12> 엄마건강마당엄마건강마당엄마건강마당엄마건강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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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8.8.8.    게시판게시판게시판게시판

  게시판은 어머니들이 자유롭게 참가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고 정보

를 서로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하위영역으

로 자유게시판과 질문답변방을 구성하였다. 특히 질문답변방은 어머니들이 

아기를 돌보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올려놓으면 연구자가 

즉시 해결을 해주어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였다(그림 13).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3> 13> 13> 13> 게시판게시판게시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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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9999. . . . 쉼터쉼터쉼터쉼터

  쉼터란 가사와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을 위해 편안하게 쉬어가라는 의도

에서 만든 것이며 음악앨범이나 포토앨범을 자유스럽게 올릴 수 있도록 하

였다. 음악과 재미난 사진을 게시해 어머니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도

록 하였다(그림 14).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4> 14> 14> 14> 쉼터쉼터쉼터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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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an internet social support program and its effect 

on mothers of congenitally abnormal children

Lee, Hye-Ji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internet-based 

social support programs for mothers of congenitally abnormal children.  The 

study consists of the three phases, which are those of development, management 

and the analysis of its effect. Case study results are presented.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thesis is on the moderating effect model of social support 

theory(Cobb, 1976). 

In the first phase, an internet support program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practical web development stages proposed by Boling & Frick(2002) which 

are composed of five stages. The development was made from December 2007 

to February 2008. In those period, demands of the program were collected from 

interviews of three mothers of congenitally abnormal children of ages from one 

to three. At the same time, literature review and validity of the contents were 

also examined. In the second stage, The correspondence of the program contents 

to the social support needed was also examined. In the third and fourth stages, 



- 130 -

prototype of the social program was prepared in documents and that of 

computer program was prepared. In the final stage, an internet-based web site 

was constructed at the  homepage <Mammy & Baby : http://

www.baby.whoismail.net>. The social support provided by the web site  were 

composed of informational support, emotional support and appraisal support 

including bulletin board system and chatting service.

In the second phase of management, the internet support program was 

offered to 18 mothers who raise congenitally abnormal children from March 

2008 to May 2008. In those period, tests which were composed of pre-tests and 

post-test were planned and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rogram on maternal confidence and mood. 

The last phase of the study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et social support program. The evaluation were performed following 

the method proposed by Donabedian(1999) which consists of those of structure, 

process and outcome. Data were analyzed  using Wilcoxon signed rank test. 

The analysis shows that maternal confidence of post-test was improved than that 

of pre-test with statistically meaningful figure(Z=-2.542, P<.05). The positive 

mood of post-test was also improved than that of pre-test and the result was 

statistically supported(Z=-2.203, P<.05). 

In conclusion, it is proved that the internet based social support programs 

provided accessible and appropriate service to congenitally abnormal children's 

mother.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use 

the internet based social support programs in public health system.

key words : congenitally abnormal children, maternal confidence, mood, 

            social support, the internet social suppor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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