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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 작은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도움이 있었습니

다.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동안 여러모로 애써주시고, 사랑을 주셨던 많은 분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했던 제가 한사람의 몫을 할 수 있도록 학문적인 면, 생활적인 면, 신앙적

인 면에서 이끌어주시고, 오늘의 논문이 나오기까지 놀라운 학문적 통찰력과 사랑

으로 도와주셨던 장순복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동안 냉철

한 판단력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자상하게 지도해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로 논문 쓸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김희순 교수님과, 연구 전반에 대한 통찰력

과 비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통계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기쁘

게 지도해주신 김주형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볼 때마다 늘 웃음으로 격려해주

시고, 부족한 제자를 위해 기꺼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큰 도움을 주신 유일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배려와 사랑을 주셨

던 김조자 학장님, 이원희 교수님, 김정은 교수님과, 늘 든든한 스승이신 최연순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호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비젼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도와주신 간호대학의 여러 교수님들께 고개숙여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료수집을 기꺼이 허락해 주시고, 자료수집 과정 중에 큰 격려와 도움을 주셨

던 삼성제일병원의 이현숙 전 간호부장님, 장혜령 부장님, 이경자 과장님과 여러

수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일선에서 자료수집을 위해 애써준 서정옥, 양경

자 선생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도 자료수집에 직접 응해주셨던 산모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끔씩 교실에 오셔서 논문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던 박소미 선생님과

정재원 선생님, 그리고 홍명자 선생님의 격려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사소한 고민

이 있을 때마다 가장 가까이서 대화하고, 논문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준 이선경

선생님과 논문 본심을 위해 호두파이를 직접 구워다 준 전은영 선생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에서 만날 때마다 걱정해주고 격려해주었던 권명숙, 남경아,

문성미, 송희영, 신현숙, 채선미 선생님과, 인생의 든든한 후배이자 학문적 동지인

선희, 주혜, 현주, 그리고 간호대학의 강사, 조교 선생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함께 석사논문을 쓰면서 많은 지지와 위로가 되어줬던

류지인, 서구민 선생님과 친구 은성이 에게도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한번 못해도 한결같이 안부와 건강을 챙겨주는 소중

한 친구인 선국, 우영, 혜숙이와 죽마고우인 소현, 준혜, 지영, 찬선이 에게도 고마

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

고 싶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부족한 며느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

고 아침마다 토마토 쥬스를 갈아주셨던 시부모님과 공부하는 못난 딸에게 효도

한번 제대로 못 받으셨어도, 30여 년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헌신해 주시고, 바른

마음과 사랑을 가르쳐주셨던 친정 부모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그리고 평생의 힘이 되어줄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

매들과, 하나님의 귀한 배려로 한 식구가 된 형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밤늦게 들어오는 아내를 늘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나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자 하나님의 선물인 소중한 남편 규운씨 에게도 사랑과 함께 고마

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귀한 이들과의 만남과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저를 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부족한 작은 결실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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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질식분만 산모의 피로도 비교

모자동실은 초기 바람직한 모아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이미 국

내외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모아애착, 모유수유, 모성정체성, 어머니 역할수행,

불안 및 우울 등과 관련된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어 권장되는 모아관리 체제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막상 실제적 경험자인 산모들에게 산후 휴식과 수면의 방해와

피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적극적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질식분만 산모의 산후 피로도의 차

이를 신체적, 정신적, 신경감각적 피로차원에서 규명함으로서, 우리나라 모자동실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나아가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피로완화를 위한 차별성있는 간호중재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된 횡

단적 서술적 비교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0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자동실과 모자별실을 동

시에 운영중인 서울에 소재한 S병원에서 출산한 산모 중, 모자동실을 선택한 산모

(모자동실군) 68명과, 모자별실을 선택한 산모(모자별실군) 98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일반적 특성에 관한 36문항, 임부태아

애착에 관한 24문항 (Cranley , 1981), 산모의 피로도에 관한 30문항 (Pu gh , 1993)의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가보고법을 통해 자료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 S S 10.0 W in 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

으며,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χ2 - t est와 t - test로 두 그룹간

피로관련 요인의 동질성 검증과 피로도 차이검증을 시행하였고, 두 군간에 차이

있게 나타난 피로관련 요인은 AN COVA로 통제한 후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피로

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피로관련 요인의 동질성 검증 결과, 임신관

련 특성 중 임부교실 참여율 (χ2 =3.935, p =0.047)과 임부태아 애착정도 (t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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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35), 분만관련 특성 중 분만 과정 중 남편의 참여율 (χ2 =9.147, p =0.002), 산욕

관련 특성 중 모유 수유율 (χ2 =12.503, p =0.000)과 직접수유 시도횟수 (t =4.588,

p =0.000)가 모자동실군에서 모자별실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0.05). 이 5개 특성

을 제외한 다른 특성은 두 군간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간의 전체 피로도 총점을 비교해 본 결과, 모

자동실군의 전체피로 평균점수는 57.21±11.98점이었고, 모자별실군의 경우는 56.62

±14.02점으로 나타나,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전체 피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 =0.280, p =0.780).

3.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간의 영역별 피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신체

적, 신경감각적 피로도의 경우는 모자동실군이 각각 21.63±4.92점, 18.53±4.60점으

로 모자별실군의 20.71±5.78점, 18.23±5.39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t =1.068, p =0.287 ; t =0.368, p =0.714), 정신적 피로도의 경우는

모자별실군이 17.67±4.95점으로 모자동실군의 17.04±4.6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

으나,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 =- 0.827, p =0.410).

4. 두 군간의 피로관련 요인에 대한 동질성 검증 결과, 모자동실군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임부교실 참여율, 임부태아애착, 분만 과정 중 남편 참

여율, 모유수유율, 직접수유 시도횟수의 5개 변수를 ANCOVA로 통제한 후, 두 군

간의 피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 =0.135, p =0.714).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그 동안 산모들이 모자동실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인식되어 오던 산모의 피로가, 실제로는 모자동실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음이 통계적으로 규명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바른 모자동실 제

도 정착을 위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도의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모자동실군에서는 모자별실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신경감각적 피로도가 높고, 모자별실군에서는 모자동실군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것과 관련하여, 차별성있는 간호중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핵심되는 말 : 모자동실, 모자별실, 산모의 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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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산후의 모아는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분리시켜 그들만의 환경속에

서 모아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 왔다. 이를 설명하는 근거로는 37일 동

안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禁줄의 사용이 있다. 이는 외부인의 접근을 막아 감염

예방, 모아의 휴식과 안정의 도모, 모아관계 강화를 통한 수유능력의 향상, 아기

돌보는 기술의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서양의료체제에서

병원분만이 보편화됨에 따라 출산한 산모는 산모병실로, 아기는 신생아실로 분리

수용되면서 모아는 관리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모아는 동시

적, 동일 상황적 공통체가 아닌 별개의 존재로 인식되면서 모아를 연결시키는 노

력은 수유시나 면회시간에만 국한되게 되었다. 이러한 모아의 분리는 바람직한 모

아관계의 기본이 되는 모아애착 형성의 민감기를 박탈함으로서 애착의 형성 방해

를 비롯하여 어머니 역할로의 이행과 수행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한 산모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기 보다는 모아관

계, 가족관계, 나아가 건강한 사회관계로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 연구가들이 모자동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권

장하고 있다 (김은숙, 2000 ; 박미숙, 1991 ; 황문숙, 1997 ; Reeder , M artin ,

Koniak - griffin , 1997). 이미 서구에서는 모아를 한방에 거하게 하여 관리를 해야하

는 정당성이 설명되면서, 모자동실의 효과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A nder son , 1989 ; A nisfeld , Lipper , 1983 ; Cooper , Murray , 1998 ; Curry , 1982

; Dharam raj 등, 1981 ; Greenberg , Lin d, 1973 ; Klau s 등, 1972 ; Lin denberg ,

Art ola , Jim enez, 1990 ; Norr , Robert s , F reese, 1989 ; Procian oy 등, 1983 ;

Prodrom idis 등, 1995 ; W alden strom , S w en son , 1991 ; Yam au chi, Yam n ou chi,

1991), 시행착오적인 과도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모자동실 제도

를 안정적으로 채택, 운영하여, 정착화 된지 오래이나 (Bu sh , 1995), 우리나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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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서서히 모자동실을 정착화 시키고자 노력하는 과도

기적 단계이나, 선택적으로 모자동실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는 몇몇 병원의 경우

에서도 대상자로부터의 적극적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안윤문, 이영은,

1996). 그 이유로서 박미숙 (1991)은 모아가 한방에 머무게 되면, 산모의 휴식과 수

면이 방해되고, 신체적 불편감이 큰 시기에 아기 돌보기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됨

으로서 신체적으로 피로하게 되며, 아기 돌보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상

태에서 아기를 곧바로 돌봐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적

으로 피로해 진다고 산모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그 중요

성과 효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병원에서도 권장되고 있는 모자동실이

막상 그 경험자인 산모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산모들이 모자동실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모자 동실이 강조되는 산욕기 초기에 모자동

실을 하게 되면 피로할 것 같고, 쉬고 싶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실제로 출산은 여성의 삶에서 정상적인 사건이지만, 그 과정동안 엄청난 신체

적,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되며, 출산 후에는 신체기능의 회복과 미래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 등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흔히 피로를 초래하게 된다

(Gardn er , 1991).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봤을 때, 산후피로는 여성들이

분만 후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의 하나로서, 경중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65- 100%정도의 산모가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rake,

Verhulst , 1988 ; F aw cet t , 1981 ; F aw cet t , York , 1986). 모성 역할을 습득하고 자

녀를 양육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산욕기 산모가 피로하게 되면 일상생활

능력의 약화와 기분의 저하, 아기에 대한 관심 및 반응저하, 상황에의 대처능력 감

소 및 산후 신체적 회복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서, 산후 어머니로서의

나를 인식하는 모성정체감 습득과 모성역할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P ugh , Millig an , 1993), 적절히 중재되지 못하고 피로가 축적될 경우 정신과적 산

후 우울로 이어질 수 있어서, 여성개인의 삶의 질 저하 (Cooper , Murray , 1998)뿐

아니라 신생아 양육, 발달과 가족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P ugh , Millig an , 1993). 즉, 산후 피로는 단지 산모 개인차원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분만 후 산모의 피로에 대한 사정과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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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산모가 매우 피로한 시점인 산욕기

초기에 모자동실을 할 경우에 산모의 피로 정도와 양상이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상자들이 필요성은 인식하나 피로할 것 같아서 꺼리고 있

는 모자 동실이 바람직한 모아관리의 측면에서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하에서 모자 동실과 모자 별실을 경험하는 질식분만 산모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

는 피로의 정도를 확인하고, 두 군간의 피로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는 모자 동실군 산모와 모자 별실군 산모의 피로의 정도와 양상

에 따른 차별화 된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며,

나아가 산욕기 초기 산모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바람직

한 어머니 역할로의 이행과 적응을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산모가 보다 만족

스러운 모자동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모아 애착의 민감기인 산

욕초기 모자 동실의 정착과 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질식분만 산모의 피로도는 차이가

있는가? 이다.

3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질식분만 산모의 피로도 차이를

신체적, 정신적, 신경감감적 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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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용어정의

1 ) 모 자 동 실

출산 후 신생아에 대한 간단한 처치와 검사가 끝난 다음부터 병원에 머무르는

모든 시간동안 엄마와 신생아를 한방에 머물게 하는 가족중심적 대상자 관리체제

로서(Reeder 등, 1997),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간단한 처치와 검사가 끝난

직후부터 엄마와 아기가 한방에 머물면서 수유, 기저귀 갈기 등의 아기 돌보기 활

동이 산모 방에서 산모 자신이나 산후 조력자 (부모, 남편, 산후도우미)에 의해 하

도록 격려되는 가족 중심적 대상자 관리체제를 의미한다.

2 ) 모 자 별 실

출산 후 신생아와 산모를 각각 다른 장소에 머물게 하는 대상자 관리체제로서

(Reeder 등, 1997),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산모는 산모병실에서, 신생아는 신생아

실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수용하고, 산모가 필요시 신생아실을 방문하여 모유

수유 또는 면회를 하도록 하는 대상자 관리체체를 의미한다.

3 ) 피 로 도

계속되는 저항할 수 없는 고갈된 느낌과 신체 정신능력의 감소로 표현되는 대

상자 스스로가 인지한 주관적 현상의 정도와 양상으로서(Kim , M cfarland,

M cLan e, 1984), 본 연구에서는 Pu gh (1993)가 임신, 출산, 산욕기에 있는 대상자의

피로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도록 Yoshit ake (1971)의 피로측정도구 (F atigu e Sym pt om

Checklist )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3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된 F at igue

Continuum F orm 으로 측정된 점수의 합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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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 헌 고 찰

1 . 산후 피로

1 ) 산 후 피 로 의 개 념

피로 (F atigu e)란 개념은 원래 라틴어의 F at ig are 와 불어의 F at iguer 에서 유

래된 말이며, 과도한 활동이나 흥분 뒤에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일 힘을 잃은 상

태 (시사영어사/ 랜덤하우스 영한대사전 편집위원회, 1995) , 또는 과로로 인하여

정신이나 몸이 지쳐서 고단한 느낌(한국어대사전, 1976)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

고 있다. 또한 M osby (1990)의 건강관련 사전에서는 쇠약이나 힘의 상실상태, 신

체 활동과 정서, 심리적 압박이 따르는 느낌 이라고 하였다.

피로는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개발되고 사용되는 용어로서, 개인

의 일상적인 기능에 대한 신체, 정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며(정금희, 김신

정, 2000),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고, 나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학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개념이다 (P ugh , Milligan , 1993).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관심

을 가지고 피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들이 내린 연구진행

을 위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만큼의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피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었던 몇몇 학자들에 의한 피로의 정의

를 살펴보면, Piper (1989)는 암환자의 피로를 측정한 연구에서 암환자의 피로를

암환자 스스로가 인지한 주관적 현상으로서, 피곤, 지침, 에너지 부족 등으로 정

의할 수 있으며,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요인들로 구성된 다차원

적 현상 이라고 정의하였고, 산업장 근로자의 피로를 주로 측정해 온

Yoshitak e (1971)는 피로를 업무에 대한 협오, 휴식하기를 원함, 참을 수 없음, 멍

함, 둔함, 집중의 어려움, 신체적 소모 등으로 표현되는, 신체, 정신, 신경감각적 느

낌의 부조화 등의 불유쾌한 느낌의 복합체 로서 개념화하였다. 또한 임산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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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관련 대상자의 피로를 주로 측정해온 Pu gh (1993)는 피로를 증가된 불편감과

신체활동 능력 감소 및 정신 집중능력의 감소와 관련되며, 주관적이고, 인지적이

며, 생리적인 세 가지 측면을 가지는 개념 으로 정의하였고, Milligan , Len z, P ark ,

Pu gh , Kit zm an (1996)은 피로를 정상적 지침(tir ednes s )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지침보다는 정도가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며, 쉽게 완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 심리상태와 관계는 되지만 서로 다른 개념 이라고 하였

다. 또한 Kim 등 (1984)은 피로를 계속되는 저항할 수 없는 고갈된 느낌과 신체

정신능력의 감소 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의 정의로부터, 피로란 신체/ 생리적, 정신/ 심리적, 신경감각적 차원으로 불

유쾌하게 인지되는 복잡 다양한 현상으로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의 느낌 이

라고 공통적 속성을 정의할 수 있다.

산후 피로도 일반적 피로의 개념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는 개념으로서, 피로를

느끼는 시기가 출산을 겪은 이후의 시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산은 여성의

삶에서 정상적인 사건이지만, 출산 후에는 신체기능의 회복과 미래 부모역할에 대

한 책임 등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쉽게 피로해지며

(Gardn er , 1991), 출산을 경험한 산모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피로함을 느

끼게 된다 (Millig an 등, 1996 ; Pu gh , Milligan , 1993). Drake , Verhulst (1988)의 연

구에 의하면, 임신기간과 분만 후에 가장 많이 보고된 신체적 증상이 피로였으며,

약 90%정도가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했으며, F aw cet t , York (1986)는 보통 약 65%

정도의 산모가 피로를 호소한다고 하였다. 제왕절개 분만을 한 24명 산모들의 요

구에 대한 역행적 실험연구를 진행했던 F aw cet t (1981)의 연구결과를 봐도 거의 대

부분의 산모들이 분만 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hapm an 등 (1985)은 50명의 건강한 모유수유 산모들을 편의 추출한

연구결과에서 피로가 산후 4개월 동안 가장 큰 주관적인 호소였다고 보고하는 등

피로는 산욕기 동안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증상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로 질병과 치료중심의 의료환경에서 피로란 개념이 간과되고 있으며, 특히 산

모를 비롯한 정상인의 피로는 대부분 중요하게 연구되거나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김신정, 1999).

- 6 -



산후 피로의 특성을 살펴보면, 피로는 긍정적인 경험이라기 보다는 기분나쁜

느낌 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지되고 있었다(Milligan , P ark s , Kitzm an , Lenz,

1997). 흔히 출산관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지침 (t iredn ess )과 피로

(fat igue )가 동일한 개념인 듯 사용되기도 하나 실제로 이 두 개념은 다르다. 지침

이란 개념은 긍정적 느낌에 보다 가까운 개념으로서, 어떤 만족스러운 활동이나

과업을 성취한 후 느끼게 되는 주관적 경험 으로 중재해 주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만족스럽게 회복이 되는 반면, 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지친 느낌으로

서, 정신적 활동이나 신체적 활동 능력의 감소 (Kim 등, 1984) 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적절히 중재되어야 할 부정적인 개념

이다(Milligan , F lenniken , Pugh , 1996). 이는 Len z 등 (1995)가 출산기 동안의 피로

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의 이론적 기틀로서 Unpleasant Sym pt om T h eory 를 제

시하면서, 급성기 피로를 중재가 필요한 Unpleasant Sym pt om 으로 설명하고 있

음을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분만 후 산모의 피로는 일반적 피로개념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정신적, 신

경감각적 측면으로 인지되어지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Millig an 등, 1996). 또한 신

체적, 정신적, 상황적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피로가 발생한다고 했으며, 이는

나아가 산후 신체적 회복 능력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P erform ance)에 영

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Pu gh , Millig an , 1993). 즉, 피로에는 선행변수와

결과변수가 있으며, 선행요인을 적절히 중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간호처방이 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분만 후 산모의 지속적 피로는 중재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특성이 있다(P eg gy , Elizab eth , Ren ee, H ae- r a , 1999 ; Pugh , 1990).

축적된 피로는 일상생활능력의 약화와 기분의 저하를 가져오며 심할 경우 정신과

적 산후 우울과 같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Cooper , Murray , 1998),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생아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P eggy 등,

1999), 나아가 가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신정, 정금희, 김태희,

2000). 반면에 출산 후 산모의 피로가 완화되면, 산모의 산후회복이 촉진되며, 출

산경험을 좀 더 만족스럽게 지각하게 됨으로서 모아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달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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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영향을 미친다 (김신정 등, 2000). 그러므로 산후 피로를 적절히 중재함으로서

발달기적 과업을 잘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피로가 가진 주관적이고 다차원적인 속성으로 인해 측정이 어렵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Pu gh , 1993), 피로가 가지는 간호학문 내의 중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피

로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현존하는 피로의 측정방법에는 대략 70여종의 주관

적, 객관적 측정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피로자체가 각종 체험적 현상으로부

터 귀납적으로 형성된 개념으로서 개인의 주관적 호소에 근거한 경험이고(정은리,

1982), 이를 경험하는 사람마다 모두 느낌과 정도를 다르게 인식하는 내적인 경험

이고 여러 인자가 관련되어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이며 (Ream , Richardson , 1996),

환자의 피로에 대한 건강간호 제공자의 지각 및 판단은 정확한 개인의 경험을 반

영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주관적 자각을 측정하는 도구의 이용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정금희, 김신정, 2000 ; Hart , F reel, 1982 ; Piper 등, 1989). 이러한 주관적

피로 측정도구는 세 가지 차원의 도구가 있으며, 무차원적 단일피로척도

(n on dim ention al single point m easure), 단차원적 피로척도 (unidim ent ion al r ating

scale ), 다차원적 피로척도(m ultidim ention al r at in g scales )가 그것이다. 무차원적

단일피로척도 (n on dim ention al single point m easure)는 당신은 피로하십니까? 등

의 질문을 통해서 단지 피로한지 아닌지를 봄으로서 피로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단차원적 피로척도 (unidim ent ional r at ing scale )는 VA S (Visu al An alogu e S cale )과

같이 한 문항으로 된 척도로 피로의 정도를 평가하게 함으로서 피로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다차원적 피로척도(m ultidim ention al r at in g scales )는 피로의 다차원적

측면을 여러 문항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서, 피로를 측정하는 방법이다(Milligan 등,

1997).

피로가 가진 다차원성은 이미 1920년대 초부터 여러 문헌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로서 (Bart ley , Chut e, 1947 ; Gardn er , 1991 ; Hart 등, 1990 ; Kobashi- S ch oot ,

H anew ald , VanDam , Brunin g , 1985 ; Mu scio, 1921 ; Piper 등, 1989 ; P otempa ,

Lopez, Reid , Law son , 1986 ; Put t , 1975 ; Reev es , P otempa , Gallo, 1991), 이는 연

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피로가 주관적

(subj ect iv e), 인지적 (cognit iv e), 신체적 (phy sical), 정서적 (P sy chological) 측면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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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는 다차원적 속성이 있는 개념이므로, 무차원 또는 단차원의 피로척도보

다는 다차원적 피로척도를 사용할 때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고 할 수 있으며, 산후 피로의 개념 역시 다차원적 속성을 지니므로, 이러한 속성

을 잘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 피로척도를 이용한 피로의 측정이 타당

하다고 하겠다.

2 ) 산 후 피 로 관 련 요 인

피로는 복잡한 현상으로서, 여러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피로정도가 달라

질 수 있다 (P ugh , Millig an , 1993). 이는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서 매우 중요한데,

대상군의 피로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실험처치나 현상에

따른 대상자의 피로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부터, 특정 대상군의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P ugh , Milligan (1993)은 수년간 임신, 분만, 산욕기에 있는 여성의 피로를 측정

해 온 반복연구의 축적된 결과와 국·내외 임상 저널 (journals )과 전통적인 모성간

호학 교과서로부터 출산기 여성의 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기틀을 제시하

였으며,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신체적 요인, 정신적 요인, 상황적 요

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3가지 요인의 작용결과 피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신체회복을 도모하는 자가간호 활동능력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능

력 (P erform an ce)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임신, 분만

동안 피로관련 요인들은 각 시기의 피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나아가 출산 후

산모의 피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n z 등, 1995 ; Milligan ,

Pu gh , 1995 ; Pu gh , Milligan , 1995). 그러므로 산모의 피로를 측정하기 위한 연

구에서는 산모의 피로관련요인 뿐 아니라 임신과 분만 동안의 피로관련 요인까지

도 고려해야 하며, Pu gh , Milligan (1993)의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된 변수 뿐 아니

라 다양한 연구가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두 군간의 피로도 비교연구로서 일반적으로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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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변수들이 두 군간에 동질한지의 여부를 살펴야만 동실여부에 따른 피로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므로, 통제변수의 의미에서 산욕기 산모의 피로와 관련된

요인을 산욕, 분만, 임신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 산 모 의 피 로에 영 향 을 미 치 는 산 욕관 련 요 인

다양한 연구가에 의해 지적된 산모의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산욕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 ischm an , Rankin , S oeken , Len z (1986)는 회음절개술 후 상처의 회복, 수면주

기의 변화, 모유수유에의 적응, 수분의 이동, 혈색소치의 변화, 급격한 호르몬의 이

동 등의 생리적 적응이 피로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Rh ot en (1982)의 피로 모델에

따르면, 피로는 영양 불균형, 불충분한 수면과 휴식, 에너지의 공급을 빼앗는 약물

의 복용 등과 같이 정상적인 신체 과정을 방해하는 것과 관계되어지며, 나아가 신

체기관의 질병 과정과 동통 등을 포함하는 병리적 요인으로 야기된다고 하였고,

Cabill (1999)은 낯선 병원환경과 이로 인한 수면과 휴식의 방해를 피로 관련요인으

로 설명하였으며, Reev es 등(1991)은 모유수유, 영아의 기질, 아동의 수, 성생활의

방해, 산후 우울 등을 산후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산욕기 영향요인이라고 설명하였

다. 또한 피로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제시한 P ugh , Milligan (1993)은 산모 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신체적, 정서적, 상황적 요인으로 설명하였으며, 신체적 요인

에는 분만시의 출혈량, 체중의 감소, 자궁, 장 등을 포함하는 내부 장기들의 산후

변화, 호르몬의 변화, 임신이나 분만 횟수, 빈혈, 감염, 출혈, 영양, 탈수, 모유수유

여부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고, 정신적 요인에는 우울, 불안, 임신이나 출산 및 아

이에 대한 부정적 느낌, 출산에 대한 부정적 반응, 어머니 역할의 전환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변화된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느낌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황적 요인에는 음주, 흡연, 수면양상과 운동여부 등

을 포함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경제적 수준, 직업유무, 영아의 기질과 사회적 지지

정도 및 산모의 나이와 산과력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T ulm an , F aw cett (1988)은

70명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피로를 조사한 연구에서 아직 신체적 회복이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에의 복귀와 아이 양육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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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피로관련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Carty , Bradley , W in slow (1996)는 산모의 피

로관련 요인으로 첫 48시간 동안의 수면장애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Gardner , Cam bell (1991)은 68명의 분만 후 2일된 산모를 대상으로 피로를 측정한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수입이 낮을수록, 2- 3명의 다른 자녀가 있을 경우, 교육수

준이 낮은 경우, 산후 조력자가 적거나 없을 경우, 아기 돌보기에 문제가 있는 경

우에 피로의 정도가 크다고 하였다. Milligan , P ark s , Lenz (1990)는 출산 후 24시간

이내와 산후 6주, 3개월에 산모의 피로를 측정한 결과, 주로 산욕기 초기에는 분만

형태나 수유 여부 등의 신체적 요인이, 산욕기 후기에는 영아의 돌보기 까다로움,

사회경제적 수준 등의 사회 환경적 요인이 산모의 피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으며, 피로의 영역별 영향요인을 살펴봤을 때, 신체적 피로는 아기돌보기와

관련된 활동정도와 강도, 아기 돌보기를 도와주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정도, 아기

돌보기에 대한 인지된 자기 효능감 등이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고, 정신적 피로

에는 불안, 우울, 산모의 사회적 관계망 과의 갈등 등이 보다 유의한 변수라고 하

였다. Milligan 등 (1996)은 모유수유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피로가 큰 문제라고 지

적하였으며, Pu gh 등(1999)의 연구에서도 모유수유 산모가 인공수유 산모보다 더

피로한 것으로 나타나서, 간호사가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어머니의 피로를 감소시

키기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고명숙 등(1995)은 수분의 이동과 대사과정과 관련된 스트레스, 급격한 내분비

계의 변화, 정상수면 습관의 장애, 분만 후 흥분 등을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설명하

였고, 김신정 등 (2000)은 산모의 피로를 조사한 연구에서 혈색소의 변화는 신체적

피로에, 수면시간은 정신적 피로와 신경감각적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

로서 설명하였으며, 하영수와 이경혜 (1991)는 출산으로 인한 제 분비의 변화 및

체형의 변모를 비롯한 신체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

과 영아와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 분만 후 엄마로서의 육아

에 대한 책임, 역할, 생활상의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피로

가 야기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상남 (1996)은 출산 후 산욕기 건강회복을 위한 간

호중재를 적절히 받지도 못한 채 아기돌보기, 가족구성원에 대한 조력, 가사활동,

직장에의 복귀문제 등으로 인한 피로가 여성의 건강유지증진에 큰 문제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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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중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다양한 산욕기 요인이 산모의 피로관련 요인으로 고찰되었으

며, 여러 요인들이 상호 작용적으로 영향을 미쳐 산모의 피로도를 좌우할 수 있으

므로, 이러한 피로관련 요인을 고려한 피로의 사정이 중요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

다.

(2 ) 산 모 의 피 로에 영 향 을 미 치 는 분 만관 련 요 인

분만 시 산부의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분만과정 중에 있는 산부의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켜 지연분만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출산이후 산모의

신체적 회복능력을 감소시킴으로서, 산후 피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nz 등,

1995). 이러한 피로에 대한 이해로부터 여러 연구가들에 의해 지적된 산모의 피로

에 영향을 미치는 분만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 ugh , Milligan (1993)에 따르면, 자궁수축의 양상, 분만 소요시간, 분만통증의

정도, 통증에 대한 반응과, 영양, 탈수 등의 신체적 요인과, 출산에 대한 반응, 동

기 (m otiv at ion ), 자기효능감 등의 정신적 요인, 분만환경, 제공된 간호의 유용성,

출산을 위한 준비정도와 같은 상황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출산을 하는

산부의 피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Pu gh (1990)는 100명의 초산부들을 대상으

로 분만 중에 4번, 분만 후에 1번 면담을 한 결과, 고도의 불안이 있는 경우, 정맥

으로 투여되는 통증 조절약을 투여받고 있는 경우, 분만에 대한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경우, 분만이 시작되기 전 수면의 정도가 더 적은 경우, 분만시간이 더

긴 경우, 심호흡을 한 시간이 많은 경우에서 피로의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

한 Cabill (1999)과 Reev es 등 (1991)은 제왕절개 분만이나, 예기치 않은 수술적 처

치를 한 경우 산부의 피로가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고명숙 등 (1995)은 분만과정 동안의 동통 정도를 산후 피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설명하였고, 김선희 (2001)는 흡입분만의 경우에서

산부의 전체 피로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특별히 불안정도는 정서적 피로 관련요

인으로, 숙면여부는 상황적 피로관련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정금희, 김신정 (2000)은

분만 후 산모는 분만으로 인한 에너지의 고갈과 분만시 실혈로 인한 빈혈, 손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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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작용, 근육의 피로 등과 같은 에너지소모에 대한 꾸준한 신체적 요구로 인하

여 신체적 피로가 유발된다고 하였고, 분만시 힘들었다고 대답한 산모들은 힘들지

않았다고 대답한 산모들보다 피로의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초산모의 경우는 분만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어 신체적

피로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산부의 피로관련 요인은 나아가 출산 후 산모의 신체회복 능력을 감소시켜, 산

후 피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다양한 분만관련 피로요인도 산모의

피로 사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 산 모 의 피 로에 영 향 을 미 치 는 임 신관 련 요 인

임신동안 임부의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임신기간 중 임부의 피로뿐

아니라 분만 시 산부의 피로와 산욕기 산모의 피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Len z 등,

1995). 즉 임신동안 더 많이 피로했던 산부는 효율적으로 자궁수축에 대응하지 못

함으로서, 지연분만과 난산이 되기 쉬우며, 이는 분만 중인 산부의 피로를 더욱 증

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P ugh , Milligan , 1993). 분만동안 축적된 산부의 피로

는 산욕기 산모의 피로에 영향을 미치므로 (Lenz 등, 1995), 결과적으로 임신중 피

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아가 산모의 피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작

용할 수 있다. 이러한 피로에 대한 이해로부터 여러 연구가들이 지적한 임신동안

의 피로관련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u gh , Millig an (1993)은 임신 시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요인으로 임신

으로 인한 정상적인 신체, 생리적 변화, 호르몬 변화, 태아의 무게, 빈혈, 감염, 과

도한 체중의 증가 등을, 정신적 요인으로 우울, 불안, 임신에 대한 부정적 느낌, 출

산에 대한 부정적 반응, 대처기술의 감소, 임신에 대한 양가감정 등을, 상황적 요

인으로 수면양상과 운동여부, 불충분하거나 부족한 사회적 지지체계, 직업유무 등

의 환경적 요인과, 산과력, 임부나이와 인종 등의 개인적 요인 등을 지적하였다.

김신정(1999)은 임신동안의 오심, 구토, 직업상태, 임신동안 체중증가, 수면의

양, 사회활동정도, 사회 경제적 상태, 직업유무, 임신과 출산과정 적응에서의 심리

적 스트레스원 등을 포함하는 생리, 심리적 변화 등이 산후에 산모의 피로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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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고명숙 등 (1995)은 임신 3기 동안의 수면장애를 중요한

피로관련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금희, 김신정 (2000)은 임신의 희망여부를 중요

한 변수로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를 임신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신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아기가 원

하지 않는 성별인 경우와 아기의 성별이 남아인지의 유무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산모의 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임신 중의 피로는 직업유무와 직장복위여부 (김선희, 2001 ; Brow n ,

1987 ; Easterbrook s , Goldberg , 1985 ; Jordan , 1987 ; Killien , Brow n , 1987 ;

M am elle, Mun oz, 1987 ; W in slow , 1987)와도 관련이 있고, 우울과 근심이 많은

임부가 더 피로하다고 하였으며 (Milligan , Kitzm an , 1992), 자녀수와 연령, 깨어날

때 느끼는 피곤한 느낌 정도, 사회경제적 상태 등이 유의한 영향요인이라고 하였

다 (Reev es 등, 1991).

2 . 모자동실

모자동실 (room im g - in )이란 분만 후 영아에 대한 간단한 처치와 검사가 끝난

다음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같은 방에 두어 언제라도 산모와 아기의 접촉이 가능

하며, 아기 돌보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아기의 침대 서랍에 구비되어 있고, 아기의

요구에 따라 산모가 돌보기 활동을 하도록 격려, 지지되며, 돌보기 활동 중 질문에

있거나 원할 때 간호사의 설명과 시범이 가능한 가족 중심적 간호 환경을 말하며

(박미숙, 1991), 이는 단지 모아가 같은 공간에서 돌보아 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부모에게는 영아 돌보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간호사에

게는 모아를 한 단위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모아의 적응정도와 발달상태, 상호요구

에 따라 간호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유, 아기간호, 산욕기 간호 등에 대해 각 모

아에 맞는 개별적 교육, 강화, 조언을 하게 되므로 산후 어머니로서의 역할 획득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기에 떨

어져 있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분리를 막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자연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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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가족의 결합과 적응을 유도할 수 있다 (최연순 등, 1999 ; Reeder 등, 1997).

임신, 분만, 산욕기를 경험하는 여성은 출산을 통해서 새롭게 획득되는 어머니

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모성정체감의 획득을 바탕으로 어머니로서 기대되는 역

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은 새롭게 탄생한 신생아를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적 적응을 해야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다(Reeder 등, 1997). 그러므

로 산욕기 간호는 신체적 회복을 도모하는 신체적 간호 외에, 산모와 가족이 새로

운 가족 구성원의 탄생에 적응하고 새롭게 획득된 역할 수행능력을 증진시킴으로

서 발달과업의 성공적 성취를 돕는 정서적, 심리적 간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전에 출산과 신생아 양육의 경험이 없어 어머니로서의 역할 부담감

이 큰 초산모의 경우에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새롭게 획득하게 되는 어

머니로서의 과업 뿐 아니라 가족의 발달기적 과업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로서 모

아 애착 증진간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모아 애착

형성이 급진적으로 형성되는 애착형성의 민감기인 분만 후 첫 24시간이내부터 모

아가 함께 있는 모자동실이 매우 강조된다 (손복희, 1983 ; 최인희, 1986 ; H arv ey ,

1982).

애착형성에 가장 민감한 시기인 출산 후 24시간내에 산모와 아기와 분리되면

건강한 산모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걱정하게 되고, 아기의 반응에 대해 익숙해지지 못하므로 퇴원 후 아기 돌보기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게

되며,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저하되고 나아가 산후 우울로 까

지 발전될 수 있다 (이영화, 1988 ; 조영숙, 1992 ; Cooper , Murray , 1998). 반면에

모자 동실의 산모는 영아가 항상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

을 느끼고, 영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로서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갖

게된다 (Krau s , Kennell, Plum d, Zu ehike, 1970).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기접촉을 통해 모아 애착의 발달과 가족적

유대감을 형성시키기 위한 모자동실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Bu sh , 1995), 우리나라

의 경우는 모자동실에 대한 다소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헌을 통해서

도 나타나고 있는데, 박미숙 (1991)에 의하면 산욕초기 산모들은 애착형성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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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신생아 돌보기 지식과 기술의 습득 용이 (32.2% ),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의

습득(7.5% ), 심리적 안정 (5.0% )등의 이유로 모자 동실을 원하면서도, 산모 수면와

휴식의 방해(82.4% ), 신체적 불편감으로 인한 아기 돌보기 활동의 어려움 (11.1% ),

신생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두려움(11.1% ), 아기에게 유해한 환경 및 감염의 걱정

(11.2% ) 등의 이유로 모자 동실을 꺼리고 있다고도 하였다. 즉, 우리나라 산모들에

게 있어서 산모의 수면과 휴식의 방해로 인한 피로가 모자동실에 대한 부담을 증

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모자 동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중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도 모자 동실에 대한 가장 큰 부담은 산모의 휴식과 수면의 방해

라는 의견이 팽배해있었으나, 실제로 이것의 사실성 여부를 규명하려는 연구 결과

를 보면, 모자 동실군과 모자 별실군에서 산후 3일동안 산모의 수면에 대한 만족

감 정도와 실제 수면시간을 비교한 결과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 alden strom , S w en son , 1991). 이러한 이유로서는 모자 동실을 하는 경

우의 신생아는 모유수유의 용이성으로 충분한 빨기를 통한 구강기적 만족이 이뤄

지므로 실제로 모아 별실에 있는 신생아보다 덜 보채는 안정된 행위양상을 보이

게되어, 산모의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엄마와 아기 모두 편

안감이 증진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Keefe , 1987). 하지만 아기 돌보기에 대한 역

할기대가 여성에게 편중된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산과 더불어 가지게 되는 산모의

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산후 산모가 느끼는 부담감 정도나 피로도가 다른 양상으

로 나타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모자동실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의 경향을 보면 주로 모성정체감 획득,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만족감, 모유수유 실시율과 지속율, 모아 애착 행위정도, 부아

애착 행위정도, 아기 울음의 의미 파악 등의 실제적인 신생아 돌보기 활동, 정서적

안정감, 불안 및 산후 우울과 관련해서 모자 동실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루며, 다양한 장점을 가지는 모자동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

리고 있으나 (김은숙, 2000 ; 김혜원, 황문숙, 홍경자, 1998 ; 박미숙, 1991 ; 손복희,

1984 ; 심미정, 1984 ; 안윤문, 이영은, 1996 ; 이혜경, 1992 ; 조영숙, 1992 ; 최인

희, 1986 ; 황문숙, 1997 ; An der son , 1989 ; Anisfeld , Lipper , 1983 ; Coo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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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ray , 1998 ; Curry , 1982 ; Dharamraj 등, 1981 ; Greenberg , Lin d, 1973 ;

Klau s 등, 1972 ; Lindenberg , Art ola , Jim en ez, 1990 ; Norr , Robert s , F reese,

1989 ; Procian oy 등, 1983 ; Prodrom idis 등, 1995 ; W alden strom , S w en son , 1991

; Yam au chi 등, 1991), 실제로 모자 동실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 산모

의 피로 양상을 규명하는 국내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모자 동실의 도입 및 적용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상황하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의 간호 요구도와 신체적 피로도가 매우 크

지만 모아 애착이 급격하게 형성되는 산욕기 초기에 모자 동실을 정착시키기 위

한 필요성을 지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자 동

실을 경험하는 산모의 피로정도와 양상을 규명하고, 모자별실 산모와는 다른 차별

성 있는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모자 동실의 효과적인 정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고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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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 구 방 법

1 .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질식분만 산모의 모자동실 경험 여부에 따른 산후 피로도의 차이를

신체적, 정신적, 신경감각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비교연구

로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

임신

관련

요인

분만

관련

요인

산욕

관련

요인

모자동실

출산 피 로

모자별실

신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

신경

감각적

피로

< 그 림 1> 연 구 의 개념 적 기 틀

2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모자동실과 모자별실

을 동시에 운영중인 서울에 소재한 S병원에서 출산을 한 후 입원중인 산모 전체

를 근접모집단으로 하되, 모자동실을 선택하여 모아센터에 입원중인 산모 (모자동

실군)와, 모자별실을 선택하여 일반병실에 입원중인 산모 (모자별실군)중에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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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조건에 부합되는 산모 각 68명과 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임신 주수 36주 이상으로 정상질식분만을 한 자

2) 임신과 분만, 산욕기간 중 임부에게 건강문제가 없는 자

3) 2000gm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한 자

4)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5)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

3 .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크게 산모의 피로 관련 요인을 조사하

기 위한 일반적 특성 질문지 (36문항) 와 임신동안 임부태아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임부태아 애착 측정도구 (24문항) , 산모의 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한 피로도

측정도구 (30문항)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 ) 일 반 적 특 성 질 문지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지는 문헌고찰과 예비조사를 통해서 산후 피로와 관

련된 중요 변수들을 선별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서, 크게 산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9문항, 신생아 관련 특성 3문항, 산후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임신관

련 특성 8문항, 분만관련 특성 4문항, 산욕기관련 특성 12문항의 총 36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경우는 모자동실에 노출되기 이전인 피로가 심한 출산직후의 시기

에 피로도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해, 모자동실

에 노출되기 이전의 피로도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므로, 모자 동실군과 모자 별실

군간에 산후피로와 관련되는 여러 특성들이 동질하다면, 어느 정도 두 군간에 사

전피로도가 동질한 상태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조사하였다.

2 ) 임 부 태아 애 착 측 정도 구 (M at ern al - F eta l A t t ach m ent S c a le )

본 연구에서 임부태아애착 측정을 위한 도구는 Cranley (1981)의 도구를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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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이 번안, 수정한 24개의 항목, 4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항

목마다 그렇지 않았다 (1점) - 가끔 그랬다(2점) - 자주 그랬다(3점) - 항상 그랬

다 (4점) 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총 애착점수는 24점에

서 96점까지의 범위로 나타나게 되며, 점수가 클수록 임부태아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기영 (2000)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계수 Chronbach ' s α = 0.87 -

0.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계수 Chronbach ' s α = 0.92로서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가 여러 산모의 피로관련 요인 중 특별히 임부태아애착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도구를 이용해 측정한 이유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S병원

의 경우 출산을 위해 입원할 당시에 산부에게 모자동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모자동실을 원하는 경우는 모아 센터로, 모자동실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 병

동으로 입원시켜 산후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체제이며,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모아

애착 정도가 높은 산모가 모자동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애착은 어머니 역할수행이나 모성 정체성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산후 피로의 인지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

라고 생각되므로, 모자동실 여부가 산모의 피로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련 변수이며, 현 병원체제상 모자동실군

과 모자별실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임부태아애착을 보

다 확실하게 조사하고, 필요시 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3 ) 피 로 도 측 정 도 구 (F atig u e Cont inu um F orm )

본 연구에서 피로도 측정을 위한 도구는 Pu gh (1993)가 임신, 출산, 산욕기에

있는 대상자의 피로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도록 Yoshit ake (1971)의 피로도구를 측정

항목과 측정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30개 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된 피로도

측정도구인 F at igu e Cont inuum F orm이다. 본 도구는 출산기 여성의 피로를 신체

적, 정신적, 신경감각적 증상의 세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마다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마다 그렇지 않다 (1점) - 가끔

그렇다 (2점) - 자주 그렇다 (3점) - 항상 그렇다 (4점) 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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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있어서, 총 피로점수는 30점에서 120까지의 범위로 나타나게 되며, 점수

가 클수록 산후 피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본 연구자가 번역을 한 후, 10명의 실제 연구대상자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수정과정을 거쳤으며, 3인의 전문가로부터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사용되었다. 산욕기동안 산모의 피로도를 측정한 Pugh (1993)의 선행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계수 Chronbach ' s α = 0.91 - 0.94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계수 Chronbach ' s α = 0.92로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예비조사를 포함한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현재 모자동실과 모자별실을 선택적

으로 동시에 운영중인 서울 소재 S병원에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먼저 간호부에 공문을 띄워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했

으며, 대상자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는 대상자들이 질문지 작성 시 이해되지 않는 문항을 판별하고 설문

지 작성시의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1년 4월초에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 각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도구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49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모자동실을 하고있는 질식분만 산모의 피로도 측정을 위해서 분만 후 2일째

오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도구에 대해 교육을 받은 1인의 연구원이 직접 산모를

방문하여 연구참여에의 협조를 받고,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산모자신이 직접 도구

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모자별실을 하고있는 질식분

만 산모의 피로도 측정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 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현재의 느낌을 곧바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시 소요된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을 출산 후 2일 째 오전으로 한 이유는 질식분만 산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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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보통 출산 후 2일째 오후에 퇴원을 하므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동안 최대한

모자동실을 경험하도록 한 후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피로도를 측정하

여 비교하고자 함이었으며, 피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시점에서 피로도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뿐만아니라 출산 후 2

일째는 임신동안 변화되었던 신체가 임신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 신체적

회복을 위한 생리적 반응이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로서 신체회복을 위해 많은 에

너지가 요구되고 소모되는 시기여서 피로하기 쉬운 시기이며, 심리적 적응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어머니 역할 획득 단계 중 소극기에 속하는 시기로서, 산모의

관심이 아기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신체와 간호요구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이므로,

아기 돌보기를 병행할 경우, 마찬가지로 피로의 정도가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

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즉, 신체적 회복과정과 심리적 적응과정에서 산모의 피로도

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피로도의 차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산후 2일째 오전에 자료수집을 진행하였으

며, 실험처치가 가해지지 않은 연구이므로, 두 군간의 피로도 조사는 시차를 두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였다.

5 .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 S S 10.0 W in 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처리 하였

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피로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 분포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χ2 - t est와 t - test로 동질성 검증을 하였다.

2) 모자동실군 산모와 모자 별실군 산모의 전체 피로도와 영역별 피로도, 항목

별 피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t - t est로 두 군간의 피로도 차이를 분석

하였다.

3 ) 두 군간 피로관련 요인의 동질성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 피로관련 요인은 ANCOVA 분석을 통하여 통제한 후 모자동실에 따른 피로

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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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 구 결 과

1.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피로관련 요인 동질성 검증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산후 피로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의 분포와 동

질성 검증의 결과를 산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생아 특성, 임신관련 특성, 분

만관련 특성, 산욕기 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분포와 동질성 검증

결과는 <표 1> 과 같다.

모자동실군 산모의 평균 연령은 29.51세였으며, 평균 임신횟수는 2.0회, 평균 분

만횟수는 1.41회, 평균 유산횟수는 0.60회, 평균 자녀수는 1.69명이었다. 또한 초산

이 43명 (63.2% )이었고, 신생아를 포함한 자녀 중에 아들이 있는 경우가 39명

(57.4% )이었으며,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43명(63.2% )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

다. 직업상태를 보면, 전업주부가 27명(39.7% ), 출산을 계기로 사직한 경우가 11명

(16.2% )이어서 산후 전업주부가 30명 (55.9% )이었으며, 가족의 월수입은 301만원

이상이 24명 (35.3% )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모자별실군 산모의 평균 연령은 29.87세였으며, 평균 임신횟수는 2.02회, 평균

분만횟수는 1.41회, 평균 유산횟수는 0.62회, 평균 자녀수는 1.41명이었다. 또한 초

산이 59명 (60.2% )이었고, 신생아를 포함한 자녀 중에 아들이 있는 경우가 57명

(58.2% )이었으며,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60명 (61.2% )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상태를

보면, 전업주부가 37명 (37.8% ), 출산을 계기로 사직한 경우가 25명 (25.5% )이여서

산후 전업주부가 62명(63.3% )이었으며, 가족의 월수입은 101- 200만원 이하가 41명

(41.8% )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두 군간의 동질성 여부를 보면, 평균 연령, 평균 임신횟수, 평균 유산횟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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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와 출산이후 전업주부의 비율이 모자별실군에서 많았고, 평균 자녀수,

교육정도, 경제수준은 모자동실군에서 높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표 1> 모 자 동 실 군 과 모 자 별 실 군 산 모 의 인구 · 사 회 학 적 특 성 차 이

특 성
구분/
응답가능점수범위

모자동실군

(N=68)
모자별실군

(N=98) χ2 or t p

N(%) 평균±SD N(%) 평균±SD

연령 22 - 42세 29.51±3.12

(22- 38세)
*

29.87±3.14

(22- 42세)
*

- 0.713 0.477

임신횟수 1 - 7회 2.00±1.23

(1- 7회)
*

2.02±1.14

(1- 7회)
*

- 0.110 0.913

분만횟수 1 - 3회 1.41±0.58

(1- 3회)
*

1.41±0.51

(1- 3회)
*

0.042 0.966

유산횟수 0 - 5회 0.60±1.01

(0- 5회)
*

0.62±0.96

(0- 5회)
*

- 0.126 0.900

자녀수 1 - 3명 1.69±2.56

(1- 2명)
*

1.41±0.51

(1- 3명)
*

1.066 0.288

분만경험 초산

경산

43(63.2)
25(36.8)

59(60.2)
39(39.8)

0.156 0.693

남아유무 있음

없음

39(57.4)
29(42.6)

57(58.2)
41(41.8)

0.011 0.917

교육정도 고졸

대졸

대학원졸

18(26.5)
43(63.2)

7(10.3)

33(33.7)
60(61.2)

5(5.1)

2.201 0.333

직업상태 전업주부

출산을 계기로 사직

산후휴가후 복직예정

육아휴직후 복직예정

27(39.7)
11(16.2)
23(33.8)
7(10.3)

37(37.8)
25(25.5)
29(29.6)

7(7.1)

2.354 0.502

가족의

월수입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이하

301만원 이상

3(4.4)
18(26.5)
23(33.8)
24(35.3)

1(1.0)
41(41.8)
27(27.6)
29(29.6)

5.516 0.138

*
대상자 응답점수 범위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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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신생아 특성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신생아 특성 분포와 동질성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자동실군 산모의 신생아 중 남아는 33명(48.5% )이었고, 9명(13.2% )의 신생아

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신생아의 출생시 평균 체중은 3.29kg이었다.

모자별실군 산모의 신생아 중 남아는 49명(50.0% )이었고, 17명 (17.3% )의 신생

아에게 건강문제가 있었으며, 출생시 평균체중은 3.31kg이었다.

두 군간의 동질성 여부를 봤을 때 모자동실군에서 여아의 비율과 신생아에게

건강문제가 있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모자별실군에서 신생아 출생시 체중이 많

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표 2 > 모 자 동 실 군 과 모 자 별 실 군 산 모 의 신생 아 특 성 차 이

특 성
구분/
응답가능점수범위

모자동실군

(N=68)
모자별실군

(N=98) χ2 or t p

N(%) 평균±SD N(%) 평균±SD

신생아

성별

남아

여아

33(48.5)
35(51.5)

49(50.0)
49(50.0)

0.035 0.852

신생아

건강문제

있다

없다

9(13.2)
59(86.8)

17(17.3)
81(82.7)

0.514 0.474

신생아

출생체중

2.2 - 4.4gm 3.29±0.37

(2.2- 4.0gm)
*

3.31±0.41

(2.5- 4.4gm)
*

- 0.380 0.705

*
대상자 응답점수 범위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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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임신관련 특성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임신관련 특성의 분포와 동질성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자동실군 산모의 경우 48명 (70.6% )이 계획된 임신을 했으나, 단지 19명

(27.9% )만이 산전 임부교실에 참여했으며, 53명 (77.9% )이 태교를 실시하였다. 생활

상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호소한 내용은 직장문제로 13명 (19.1% )이었으며, 육아문

제 10명 (14.7% ), 남편문제 8명 (11.8% ), 시댁문제 7명(10.3% ), 경제문제 5명(7.4% )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10% 전후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4점 척도의 단

문항으로 측정한 산전 우울의 평균점수는 2.65점이었고, 10점 척도의 단문항으로

측정한 임신시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긍정성 정도와 임신에 대해 기쁜 정도

의 평균점수는 각각 6.72점, 8.47점이었다. 임부태아애착은 24문항, 4점 척도로 구

성된 임부태아애착 도구를 통하여 측정된 점수이며, 모자동실군 임부태아애착의

평균점수는 75.12점이었다.

모자별실군 산모의 경우 64명 (65.3% )이 계획된 임신을 했으나, 단지 15명

(15.3% )만이 산전 임부교실에 참여했으며, 67명 (68.4% )이 태교를 실시하였다. 생활

상의 문제에서 가장 많이 호소한 내용은 직장문제와 육아문제로 각각 25명 (25.5% )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문제 12명(12.2% ), 시댁문제 7명 (7.1% ), 남편문제 5

명 (5.1% )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전 우울의 평균점수는 2.63점이었고, 임신시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긍정성 정도와 임신에 대해 기쁜 정도의 평균점수는

각각 6.60점, 8.53점이었으며, 임부태아애착의 평균점수는 71.10점이었다.

두 군간 임신관련 특성의 동질성 검증결과 모자동실군에서 임부교실 참여율

(27.9% )과 임부태아애착 점수(75.12점)가 모자별실군의 임부교실 참여율 (15.3% )과

임부태아애착 점수 (71.10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χ2 =3.935, p =0.047 ; t =2.130, p =0.035). 또한 모자동실군에서 임신을 계획한 경우

(70.6% )와 태교 실시율 (77.9% )이 모자별실군의 임신 계획성 (65.3% )과 태교실시율

(68.4%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으며,

그 밖의 다른 임신관련 특성도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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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 표 3 > 모 자 동 실군 과 모 자 별실 군 산 모 의 임 신 관 련 특 성 차 이

특 성
구분/
응답가능점수범위

모자동실군

(N=68)
모자별실군

(N=98) χ2 or t p

N(%) 평균±SD N(%) 평균±SD

임신 계획 했다

안했다

48(70.6)
20(29.4)

64(65.3)
34(34.7)

0.510 0.475

임부교실참여 했다

안했다

19(27.9)
49(72.1)

15(15.3)
83(84.7)

3.935 0.047
* *

태 교 했다

안했다

53(77.9)
15(22.1)

67(68.4)
31(31.6)

1.837 0.175

생활 문제

경제문제 있었다

없었다

5(7.4)
63(92.6)

12(12.2)
86(87.8)

1.045 0.307

남편문제 있었다

없었다

8(11.8)
60(88.2)

5(5.1)
93(94.9)

2.469 0.116

시댁문제 있었다

없었다

7(10.3)
61(89.7)

7(7.1)
91(92.9)

0.516 0.472

직장문제 있었다

없었다

13(19.1)
55(80.9)

25(25.5)
73(74.5)

0.929 0.335

육아문제 있었다

없었다

10(14.7)
58(85.3)

25(25.5)
73(74.5)

2.816 0.093

우 울 1 - 4점 2.65±0.59

(1- 4점)
*

2.63±0.66

(1- 4점)
*

0.144 0.886

신체이미지 0 - 10점 6.72±2.19

(2- 10점)
*

6.60±2.01

(0- 10점)
*

0.360 0.719

임신에 대한

긍정성

0 - 10점 8.47±2.01

(3- 10점)
*

8.53±1.78

(3- 10점)
*

- 0.202 0.840

임부태아애착 24 - 96점 75.12±12.19

(42- 96점)
*

71.10±11.77

(35- 95점)
*

2.130 0.035
* *

*
대상자 응답점수 범위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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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분만관련 특성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분만관련 특성의 분포와 동질성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자동실군 산모의 평균 분만소요시간은 5.35시간이었으며, 10점 척도의 단문항

으로 측정한 분만동안의 통증 점수는 평균 9.09점이었다. 또한 4명 (5.9% )만이 분만

동안 무통분만을 하였으며, 32명(47.1% )의 경우에서 분만과정동안 남편이 참여하

였다.

모자별실군 산모의 평균 분만소요시간은 5.93시간이었으며, 분만동안의 통증 점

수는 평균 9.11점이었다. 8명 (8.7% )의 산모가 분만동안 무통분만을 하였고, 24명

(24.5% )의 경우에서 분만과정동안 남편이 참여하였다.

두 군간의 동질성 검증 결과 분만과정중의 남편의 참여 정도가 모자동실군

(47.1% )이 모자별실군 (24.5% )보다 많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χ2 =9.147 , p =0.002), 그 외, 분만소요시간과 통증정도, 무통분만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표 4 > 모 자 동 실 군 과 모 자 별 실 군 산 모 의 분만 관 련 특 성 차 이

특 성
구분/
응답가능점수범위

모자동실군

(N=68)
모자별실군

(N=98) χ2 or t p

N(%) 평균±SD N(%) 평균±SD

분만소요시간 1 - 43시간 5.35±3.69

(1- 16시간)
*

5.93±5.41

(1- 43시간)
*

- 0.772 0.441

통증 정도 0 - 10점 9.09±1.09

(4- 10점)
*

9.11±1.34

(4- 10점)
*

- 0.122 0.903

무통 분만 했다

안했다

4(5.9)
64(94.1)

8(8.7)
90(91.8)

0.311 0.577

남편 참여 했다

안했다

32(47.1)
36(52.9)

24(24.5)
74(75.5)

9.147 0.002
* *

*
대상자 응답점수 범위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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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산욕관련 특성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산욕관련 특성의 분포와 동질성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자동실군의 경우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가 50명 (73.5% )이었으며, 인공수유를

포함한 신생아 직접수유 시도횟수는 평균 3.78회였다. 주된 산후조력자로는 친정

어머니가 40명(58.8% )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면정도와 휴식정도는 각각 40명

(58.8% ), 37명(54.4% )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수분 섭취와 식사

섭취는 각각 57명(83.3% ), 64명 (94.1% )의 산모가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대답하

였다. 63명 (92.6% )의 산모가 신생아 성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아기 돌보기

에 대해 61명(89.7% )의 산모가 쉽지 않다고 대답한 반면에, 47명 (69.1% )의 산모가

아기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55명 (80.9% )의 산모가 산후 1일

째에 측정한 H gb이 10gm/ dl이상이었다. 10점 척도의 4문항으로 측정한 산후 불편

감의 총 합계 점수는 22.93점이었으며, 각각 회음절개 불편감 (7.37점), 배변장애 불

편감(7.13점), 자궁퇴축 불편감(5.40점), 유방울혈로 인한 불편감 (3.03점)의 순으로

불편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별실군의 경우는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가 45명(45.9% )이었으며, 인공수유

를 포함한 신생아 직접수유 횟수는 평균 2.38회였다. 주된 산후조력자로는 친정어

머니가 43명 (43.9% )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면정도와 휴식정도는 각각 53명 (54.1% ),

49명(50.0% )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수분 섭취와 식사 섭취는 각

각 80명 (81.6% ), 85명(86.7% )의 산모가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90명

(91.8% )의 산모가 신생아 성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90명 (91.8% )의 산모가

아기돌보기에 대해 쉽지않다고 대답한 반면에, 57명 (58.2% )의 산모가 아기돌보기

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84명(85.7% )의 산모가 산후 1일째에 측정한

H gb이 10gm/ dl이상이었다. 10점 척도의 4문항으로 측정한 산후 불편감의 총 합계

점수는 23.58점이었으며, 각각 회음절개 불편감(7.90점), 배변장애 불편감 (6.85점),

자궁퇴축 불편감 (5.58점), 유방울혈로 인한 불편감 (3.26점)의 순으로 불편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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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간의 동질성 검증 결과 모자동실군에서 모유수유율 (73.5% )과 직접수유 시

도횟수 (3.78회)가 모자별실군의 모유수유율 (45.9% )과 직접수유 시도횟수(2.38회)보

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χ2 =12.503, p =0.000 ; t =4.588,

p =0.000). 또한 수면정도와 휴식정도에 있어서는 모자동실군에서 각각 40명

(58.8% ), 37명 (54.4% )이 불충분하다고 대답하여서, 모자별실군의 53명 (54.1% ), 49

명 (50.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 외 다른 산욕

관련 특성에 있어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없었다.

< 표 5 > 모 자 동 실 군 과 모 자 별 실 군 산 모 의 산욕 관 련 특 성 차 이

특성
구분/
응답가능점수범위

모자동실군

(N=68)
모자별실군

(N=98) χ2 or t p

N(%) 평균±SD N(%) 평균±SD

모유수유 한다

안한다

50(73.5)
18(26.5)

45(45.9)
53(54.1)

12.503 0.000
* *

직접수유횟수 0- 7회 3.78±1.88

(0- 7회)
*

2.38±1.97

(0- 7회)
*

4.588 0.000
* *

산후조력자 없음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남편

친지/가족

간병인

0(0)
40(58.8)

3(4.4)
21(30.9)

4(5.9)
0(0)

1(1.0)
43(43.9)

8(8.2)
34(34.7)
11(11.2)

1(1.0)

5.478 0.360

수면 정도 충분함

충분하지 못함

28(41.2)
40(58.8)

45(45.9)
53(54.1)

0.366 0.545

휴식 정도 충분함

충분하지 못함

31(45.6)
37(54.4)

49(50.0)
49(50.0)

0.313 0.576

수분 섭취 충분함

충분하지 못함

57(83.8)
11(16.2)

80(81.6)
18(18.4)

0.134 0.715

식사 섭취 충분함

충분하지 못함

64(94.1)
4(5.9)

85(86.7)
13(13.3)

2.380 0.123

*
대상자 응답점수 범위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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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계 속

특성
구분/
응답가능점수범위

모자동실군

(N=68)
모자별실군

(N=98) χ2 or t p

N(%) 평균±SD N(%) 평균±SD

신생아 성에

대한 만족

만족함

만족하지 못함

63(92.6)
5(7.4)

90(91.8)
8(8.2)

0.037 0.848

아기돌보기

용이성

있음

없음

7(10.3)
61(89.7)

8(8.2)
90(91.8)

0.222 0.638

아기돌보기

자신감

있음

없음

47(69.1)
21(30.9)

57(58.2)
41(41.8)

2.059 0.151

Hgb 10gm/dl 미만

10gm/dl 이상

13(19.1)

55(80.9)

14(14.3)

84(85.7)

0.688 0.407

산후불편감 정도 0 - 40점 22.93±6.02

(9- 36점)
*

23.58±6.78

(5- 37점)
*

- 0.641 0.523

자궁퇴축 0 - 10점 5.40±2.88

(0- 10점)
*

5.58±2.88

(0- 10점)
*

- 0.406 0.685

유방울혈 0 - 10점 3.03±2.93

(0- 10점)
*

3.26±3.05

(0- 10점)
*

- 0.476 0.635

회음절개 0 - 10점 7.37±2.25

(1- 10점)
*

7.90±1.97

(3- 10점)
*

- 1.607 0.110

배변장애 0 - 10점 7.13±2.64

(0- 10점)
*

6.85±3.00

(0- 10점)
*

0.633 0.527

*
대상자 응답점수 범위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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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피로도 비교

1)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가 자각하는 전체 피로도 차이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가 자각한 전체 피로도 차이의 결과는 <표 6>

과 같다.

모자동실군의 전체피로 평균점수는 57.21±11.98점이었고, 모자별실군의 전체피

로 평균점수는 56.62±14.02점으로 나타나,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전체 피로도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 =0.280, p =0.780).

< 표 6 >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전체 피로도 차이

영 역

모자동실군

(N= 68)
모자별실군

(N= 98) t p

평균±SD 평균±SD

전체 피로도 57.21±11.98

(34- 85점)
*

56.62±14.02

(35- 93점)
*

0.280 0.780

*
대상자 응답점수 범위

* *
p < 0.05

2)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가 자각하는 영역별 피로도 차이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가 자각한 하부 영역별 피로도 차이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신체적 피로도의 경우, 모자동실군의 평균 피로점수는 21.63±4.95점이고 모자

별실군의 평균 피로점수는 20.71±5.78점으로서, 모자동실군이 모자별실군에 비해

신체적 피로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 =1.068,

p =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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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로도의 경우, 모자동실군의 평균 피로점수는 17.04±4.63점이고 모자

별실군의 평균 피로점수는 17.67±4.95점으로서, 모자별실군이 모자동실군에 비해

정신적 피로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 =- 0.827,

p =0.410).

신경감각적 피로도의 경우, 모자동실군의 평균 피로점수는 18.53±4.60점이고

모자별실군의 평균 피로점수는 18.23±5.39점으로서, 모자동실군이 모자별실군에

비해 신경감각적 피로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t =0.368, p =0.714).

즉, 두 군간의 하부 영역별 피로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정도

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모자동실군에서는 신체적, 신경감각적 피로도가 높은 것으

로, 모자별실군에서는 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 >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영역별 피로도 차이

영 역

모자동실군

(N= 68)
모자별실군

(N= 98) t p

평균±SD 평균±SD

신체적 피로 21.63±4.92

(11- 33점)
*

20.71±5.78

(10- 35점)
*

1.068 0.287

정신적 피로 17.04±4.63

(10- 30점)
*

17.67±4.95

(11- 33점)
*

- 0.827 0.410

신경감각적 피로 18.53±4.60

(12- 28점)
*

18.23±5.39

(10- 36점)
*

0.368 0.714

전체 피로 57.21±11.98

(34- 85점)
*

56.62±14.02

(35- 93점)
*

0.280 0.780

*
대상자 응답점수 범위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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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가 자각하는 항목별 피로도 차이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가 자각한 30개 항목별 피로도 차이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신체적 피로에 속하는 10개 항목 중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와 하품이 나올

것 같이 느껴진다 의 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8개 항목의 평균값이 모자동실군

에서 더 높아서, 전반적으로 모자동실군이 모자별실군에 비해서 신체적 피로의 정

도가 높았으나,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없

었다.

정신적 피로에 속하는 10개 항목 중 기억이 깜박깜박함을 느낀다 의 한 개 항

목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항목의 평균이 모자별실군에서 더 높았으나,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없었다.

신경감각적 피로에 속하는 10개 항목 중 머리가 아프다고 느낀다 , 숨쉴 때

답답함을 느낀다 , 목소리가 잠기는 것 느낀다 , 눈꺼풀의 경련을 느낀다 , 손,

발이 떨림을 느낀다 의 5개 항목은 모자별실군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어

깨가 뻣뻣하다고 느낀다 , 허리가 아프다고 느낀다 , 입에 침이 마르는 걸 느낀

다 , 어지러움을 느낀다 , 몸살기운을 느낀다 의 5개 항목은 모자동실군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나,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없었다.

즉, 피로측정을 위한 30개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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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항목별 피로도 차이

영

역
항 목

모자동실군

(N= 68)
모자별실군

(N= 98) t p

평균±SD 평균±SD

신

체

적

피

로

1.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1.26±0.48 1.38±0.60 - 1.346 0.180
2. 온몸이 나른하게 느껴진다. 2.29±0.79 2.09±0.80 1.607 0.110
3.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2.50±0.87 2.26±0.95 1.694 0.092
4. 하품이 나올 것 같이 느껴진다. 1.62±0.69 1.72±0.80 - 0.896 0.372
5. 머리가 멍하게 느껴진다. 1.63±0.69 1.61±0.70 0.183 0.855
6. 졸음이 느껴진다. 2.24±0.65 2.14±0.79 0.798 0.426
7. 눈이 무겁게 느껴진다. 2.00±0.81 1.81±0.81 1.519 0.131
8. 움직일 때 동작이 둔하게 느껴진다. 2.97±0.91 2.70±0.94 1.812 0.072
9. 서있을 때 팔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낀다. 2.43±1.03 2.42±1.02 0.050 0.960
10. 눕고 싶다고 느낀다. 2.69±0.78 2.58±0.85 0.846 0.399

소 계 21.63±4.92 20.71±5.78 1.068 0.287

정

신

적

피

로

11. 생각이 집중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1.76±0.69 1.81±0.74 - 0.363 0.717
12. 말하는 것이 귀찮다고 느낀다. 1.50±0.61 1.63±0.71 - 1.253 0.212
13. 예민해지는 것을 느낀다. 1.81±0.70 1.92±0.85 - 0.881 0.380
14. 정신집중이 어렵다고 느낀다. 1.59±0.70 1.63±0.66 - 0.415 0.678
15.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고 느낀다. 1.50±0.63 1.52±0.68 - 0.196 0.845
16. 기억이 깜빡깜빡함을 느낀다. 1.57±0.70 1.56±0.70 0.111 0.912
17. 자신감이 저하됨을 느낀다. 1.40±0.65 1.47±0.61 - 0.730 0.467
18. 걱정이 많다고 느낀다. 1.85±0.82 1.97±0.81 - 0.987 0.325
19.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2.66±0.92 2.57±0.92 0.621 0.535
20. 인내심이 적어졌다고 느낀다. 1.40±0.67 1.58±0.76 - 1.614 0.109

소 계 17.04±4.63 17.67±4.95 - 0.827 0.410

신

경

감

각

적

피

로

21. 머리가 아프다고 느낀다. 1.44±0.58 1.45±0.61 - 0.082 0.934
22. 어깨가 뻣뻣하다고 느낀다. 2.51±0.95 2.31±0.90 1.431 0.154
23. 허리가 아프다고 느낀다. 2.66±0.92 2.37±0.99 1.938 0.054

24. 숨쉴때 답답함을 느낀다. 1.41±0.72 1.55±0.80 - 1.149 0.252
25. 입에 침이 마르는 걸 느낀다. 2.04±0.80 1.98±0.92 0.469 0.640
26. 목소리가 잠기는 걸 느낀다. 1.85±0.89 1.86±0.91 - 0.030 0.976
27. 어지러움을 느낀다. 1.99±0.74 1.97±0.90 0.120 0.905
28. 눈꺼풀의 경련을 느낀다. 1.15±0.36 1.28±0.57 - 1.783 0.077

29. 손,발이 떨림을 느낀다. 1.59±0.72 1.69±0.79 - 0.878 0.381
30. 몸살기운을 느낀다. 1.88±0.82 1.79±0.74 0.794 0.428

소 계 18.53±4.60 18.23±5.39 0.368 0.714

피로 점수 총계 57.21±11.98 56.62±14.02 0.280 0.780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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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군간 차이 있는 5개 변수 통제 후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산모의 피로도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간의 동질성 검증을 한 결과 모자동실군의 산전 임부

교실 참여율, 임부태아애착점수, 분만과정 중 남편참여율, 산후 모유수유율 및 직

접 수유시도횟수가 모자별실군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3.935, p =0.047 ; t =2.130, p =0.035 ; χ2 =9.147, p =0.002 ; χ

2 =12.503, p =0.000 ; t =4.588, p =0.000).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5개 변수가 피로도

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두 군간의 차이가 있게 나타난 산전

임부교실 참여율, 임부태아애착점수, 분만과정 중 남편참여율, 산후 모유수유율 및

직접 수유횟수의 5개 변수를 공변수로 하여 통제한 후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두

군간의 피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 표 9> 과 같이 두 군간의 피로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 =0.135, p =0.714).

< 표 9> 5개 변수를 공변수로 한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간의 피로도 차이

S S df M S F p

공변수

임부교실 참여율 65.736 1 65.736 0.368 0.545

임부태아애착 2.400 1 2.400 0.013 0.908

분만중 남편참여율 108.587 1 108.587 0.608 0.437

모유수유율 36.216 1 36.216 0.203 0.653

직접수유 시도횟수 0.399 1 0.399 0.002 0.962

주효과

모자동실 24.091 1 24.091 0.135 0.714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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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논 의

1 . 모자동실과 피로도

두 군의 피로도를 크게 전체 피로도와 3가지 하부 영역별 피로도 측면에서 비

교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 자 동 실 과 전체 피 로 도 와 의 관 계를 보면, 모자동실군 산모의 전체 피

로 평균점수는 총 57.21±11.98점, 모자별실군 산모의 전체 피로 평균점수는 총

56.62±14.02점인 것으로 나타나,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전체 피로도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t =0.280, p =0.780).

이는 모자동실을 정착시키려 노력중이나, 피로에 대한 걱정으로 대상자로 부터

의 적극적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적 시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 체제에

서 모자동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모자동실은 단지 모아가 같은 공간에서 돌보아 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

는 모아관리 체제로서, 부모에게는 영아 돌보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간호사에게는 모아를 한 단위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모아의 적응정도와 발달상태,

상호요구에 따라 간호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유, 아기간호, 산욕기 간호 등에 대

해 각 모아에 맞는 개별적 교육, 강화, 조언을 하게 되므로 산후 어머니로서의 역

할 획득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Reeder 등, 1997), 그 외에도

모성정체감 획득,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만족감, 모유수유 실시율과 지속율,

모아 애착 행위정도, 부아 애착 행위정도, 아기 울음의 의미 파악 등의 실제적인

신생아 돌보기 활동, 정서적 안정감, 불안 및 산후 우울 등과 관련된 긍정적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권장할 만한 모아관리 체제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충

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산욕기 초기에 모아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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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과, 수면, 휴식의 방해와 관련된 신체적 피로에의 우려 등으로 모자동실이 거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박미숙 (1991)도 산욕초기 산모들이 산모 수면과 휴식

의 방해(82.4% ), 신체적 불편감으로 인한 아기 돌보기 활동의 어려움 (11.1% ) 등의

이유로 모자 동실을 꺼리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막상 대상자로부터 적극적 호응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서 인식

되고 있는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피로도를 규명하는 국내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산모의 인식을 교정해 줄 만한 근거자료가 없었던 실정이었으나, 본 연구

의 결과,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산모의 피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로부터 모자동실이 산후피로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산모들의 잘못된 인

식을 교정하고, 모아애착이 급진적으로 형성되는 산욕기 초기 모자동실의 정당성

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 자 동실 과 하 부 영 역 별 피 로도 와 의 관 계를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피로도와 신경감각적 피로도의 평균점수는 모자동실군이 각각

21.63±4.92점, 18.53±4.60점으로 나타나, 모자별실군의 피로도인 20.71±5.78점,

18.23±5.39점보다 다소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t =1.068,

p =0.287 ; t =0.368, p =0.714).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신체적 피로도와 신경감각적 피로도의 평균 점수가 모자동실군에서 다소 높게 나

온 것은, 본 연구의 피로도 측정이 산후 2일째에 이뤄진 것과 관련하여 나타난 결

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산후 2일째는 모성역할 습득과정의 소극기로서, 이

시기동안 아기와 함께 있을 경우 직접, 간접적으로 아기 돌보기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산모의 수면과 휴식의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박미숙, 1991 ; Reeder 등,

1997), 이로 인해 산모의 신체적, 신경감각적 피로가 모자별실군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본 연구의 경우에서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으나, 모자동실군의 58.8%가 수면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54.4%가 휴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모자별실군에서는

각각 45.9% , 50.0%의 산모가 수면과 휴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여서 수면

과 휴식정도에 있어서 모자동실군이 좀 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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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경중추에서 자연적인 균형에 대한 복구를 하고, 산소소모를 감소시킴으로서

피로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H art 등, 1990), 피로와 수면정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자동실군에서 산모의 신체적, 신경감각적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간호사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모자동실군에서 신체적, 신경감각적 피로도가 모자별실군에 비해 다소 높

게 나타난 것은 두 군의 동질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두 군간에 차이

가 있게 나타난 모유수유율과 직접 수유시도횟수와도 관련이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Millig an (1989), Milligan 등(1996), P ugh (1990)가 각각의 차별화

된 연구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가 인공수유를 하는 산모보다 신체적으로 더

피로했다는 연구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

과, 모자동실군의 경우는 73.5%의 산모가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으며, 모유수유와

인공수유를 비롯한 아기에게의 직접 수유시도 노력을 하루 평균 3.78회를 하는데

반하여, 모자별실군의 경우는 단지 45.9%만이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으며, 직접 수

유시도 노력을 하루 평균 2.38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유 수유율과 직접 수유시

도 횟수에 있어서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χ2 =12.503, p =0.000 ; t =4.588, p =0.000). 근래로 오면서 모유

수유의 중요성이 산모측면, 아기측면, 모아 관계적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여

러 연구가들에 의해서 성공적 모유수유 전략의 하나로 조기수유가 강조됨에 따라

(황문숙, 1997 ; Reeder 등, 1997), 조기 모유수유 시도가 용이한 모자동실이 강조

되는 실정이며, 실제로 모자동실을 선택한 많은 경우에서 대상자들이 모유수유에

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조기수유는 신체적 불편감이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안고 수유를 해야하는 부담감과 아기가 제대로 빨지 못하거나, 유즙이 안

정적으로 분비되지 못하는 유즙분비 기전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모유수유에의 문

제를 경험할 수 있어서 산모의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게되므로, 신체적 피로도

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산욕기 초기 산모의 모유수유와 관련된 피로 요인

을 중재하기 위해서 피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모유수유 자세의 교정이나 성공적

인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산모교육과 시범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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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신적 피로도의 평균점수는 모자별실군이 17.67±4.95점이고, 모자

동실군이 17.04±4.63점으로 나타나 모자별실군에서 다소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 =- 0.827, p =0.410).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

이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출산 후 24시간 이

내는 모성역할 획득의 소극기로서 아기보다는 자기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시

기이기는 하나, 이 시기동안 산모와 아기가 분리될 경우, 건강한 산모는 자신이 보

지 못하는 가운데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걱정하게 되고, 아기의 반

응에 대해 익숙해지지 못하므로 퇴원 후 아기 돌보기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어머니로서의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게 되며,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저하됨으로서, 불안이나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Cooper , Murray , 1998), 이와 관련하여 산모의 정신적 피로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반면에 모자 동실 산모는 영아가 항상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영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어머니로서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되므로 정서적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

였다(Krau s 등, 1970). 즉, 모자별실 산모의 경우는 다양한 아기 돌보기 활동을 하

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체적, 신경감각적 피로도는 모자동실군에 비해서 덜 느낄

수 있으나, 아기와 떨어져 있음으로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 불안정감 등으로 정신

적 피로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뿐만아니라 모자동실군 산모가 모자별실군 산모보다 정신적 피로도가 다소 낮

았던 결과는 모유수유율이 모자동실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 (χ2 =12.503,

p =0.000)와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즉,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의 경우는 유즙

분비 호르몬인 프로락틴의 분비가 활성화되며,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산모보다 혈

중 프로락틴 수준이 높게 되는데, 프로락틴 호르몬의 정서적 이완의 효과 (Reeder

등, 1997)로 인해 피로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정신적 피로도

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즉 모유수유는 신체적 피로와 신경감각적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모유수유시 아기와의 정서적 교감이 증진되고, 아기

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게 되며,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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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등의 정서적 보상이 되는 기전 및 프로락틴 호르몬

의 영향을 통해 정신적 피로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산욕기 초기 산모의 전체 피로도와 하부 영역별 피로도가 모

자동실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결과로부터, 산모들의 피로할 것

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자동실의 선택을 꺼리는 잘못된 선입견을 교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모자동실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

력중인 과도기적 시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가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부 영역별 피로도의 경우, 통계적 의의를 가지는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

으나, 모자동실군에서는 신체적, 신경감각적 피로도가 높고, 모자별실군에서는 정

신적 피로도가 높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자동실 여부에 따라 산모들이

경험하는 피로의 대체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되므로, 이를 바탕

으로 차별화 된 다양한 간호가 제공된다면, 각 군의 산모의 초기 경험을 긍정적으

로 유도하는데 기여하여 나아가 성공적인 산모의 과업 성취와 바람직한 가족관계

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 모자동실군의 피로관련 특성

두 군의 피로관련 요인에 대한 동질성 검증결과 모자동실군이 모자별실군에

비해 임부교실 참여율과 임부태아 애착 점수가 높았으며, 분만과정 중 남편의 참

여율이 높았고, 나아가 산욕기에 모유수유율과 인공수유를 포함하는 직접수유 시

도횟수가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

론 이러한 5개 변수를 통계적 분석방법에 의해 영향력을 통제한 후 모자동실 여

부에 따른 피로도를 분석했을 때 전체 피로 결과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긴 했으나, 이러한 특성이 있는 군이 모자동실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는

것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즉, 모자동실이 궁극적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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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관리 체제에서 지향해야 할 바라면, 산욕초기 모자동실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유

도하기 위한 간호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임부들이 모

자동실의 선택을 꺼리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모자동실의 선택을 증가시키기

위한 간호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신동안 임부들이 좀 더 많이 임부교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임신동안의 태아와의 애착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면, 이는 나아가 모자동실

에 대한 선택을 증가시키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

해 태교의 중요성을 통해 아기와의 관계강화를 강조하는 태교관점의 임부교실 등

을 산전임부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킨다면, 임부태아 애착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태교관점 임부교실이 임부태아 애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한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김기영, 2000 ; 장순복, 김기영, 김

은숙, 2001).

이러한 태교중심 임부교실에서는 단지 임부의 태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태교 등을 교육하고 격려함으로서, 임신을 단지 임부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적 사건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이에 참여

했던 임부는 참여하지 않았던 임부에 비해 그 교육적 경험을 남편과 공유하는 기

회를 더 많이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임신, 분만, 산욕과정 중에 남

편의 참여가 증가되는 긍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모자동실군의 분만과정중

남편의 참여율이 모자별실군보다 높았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산욕기 관련 피로요인 중 모유수유율과 직접 수유시도 횟수가 모자동실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것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모유수유와 모아애착과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신희

선, 전미양, 1996 ; 이애란, 박문희, 1997 ; Lin denberg 등, 1990 ; Procian oy 등,

1983 ; Yam au chi 등, 1991). 즉 애착이 잘 발달한 산모일수록 모유수유를 선택하

고 지속하는 비율이 높으며,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할수록 모아애착이 더욱 더 발

달하는 양방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산욕기 산모 간호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

나가 어머니로서의 나를 인식하는 모성정체감의 획득을 도모하고, 나아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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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생각할 때, 모유수유는 앞으로의 바

람직한 모아관계를 위해 권장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간호처방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실제로 모자동실 환경에서 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자동실군의 피로관련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로부터 정리해보면, 산전

에 적극적으로 임부교실에 참여하고, 임부태아애착이 잘 발달된 산모일수록, 산후

에 모유수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긍정

적 모아 관계를 촉진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산욕기 동안 성공적인 모유수유 경험

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와 함께, 산전 임부교실에 보다 많은 임부들이 참여하

도록 하며, 이를 통해 모유수유와 모아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의 제공이 중

요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3 . 산후 피로와 측정

산후 피로는 신체적(phy sical), 정신적(P sychological), 신경감각적(neurosen sory )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이며, 대상자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정서와

느낌이므로, 개인의 주관적 지각을 측정하는 다차원적 피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김신정, 1999 ; Hart 등, 1990 ; Piper 등, 1989 ;

Pu gh , 1993).

본 연구에서 산후 피로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F atigu e Cont inuum F orm은, 산

업장 근로자의 피로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체크리스트 형식의 도구였던

Yoshitak e (1971)의 피로자각증상 체크리스트 (F at igue Sym pt om Checklist )를

Pu gh (1993)가 출산기 여성 (임신, 분만, 산욕기 여성)의 피로를 측정하는데 적합하

도록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도구이다. 이 때 수정한 내용은 1) 모든 항목을 ∼∼

증상을 느낀다. 라는 개인의 주관적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바꾸었고, 2) 모든

항목의 시제를 현재시제로 바꾸었으며, 3 ) 피로를 좀 더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도

록 4점 척도의 Likert S cale로 바꾼 것이다(Pugh 등, 1999). 기존의

Yoshitak e (1971)의 피로측정 도구는 30개 피로항목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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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체크가 되어있지 않은 항목의 경우, 대상자

가 현재 증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건성으로 대답을 해서 응답하

지 않고 넘어간 것인지를 분별해 내기가 어려웠으나, 본 도구의 경우는 매 항목에

대해 얼마나 자주 증상을 경험하는 지를 나타내는 빈도와 관련된 4점 척도로 수

정함으로서, Yoshit ake (1971) 피로도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응답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피로를 보다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평가되었으

며, 실제로 미국의 피로연구 권위자들이 10여 년간 임상에서 출산여성의 피로를

다양한 피로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해 온 결과, 출산여성의 피로를 측정하는 연구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결론내린 도구이다 (Pu gh 등, 1999). 도구의 개

발당시 Chronbach ' α = 0.91 - 0.94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ugh , 199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출산기 여성의 피로측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된 피로도구를 한국에서 처음 번안하여 예비조사와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신뢰계수 Chronbach ' α = 0.92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산후 2일째 피로를 측정한 본 연구의 피로의 평균 점수는

모자별실군의 56.62점 (항목 평균 1.91점)에서 모자동실군의 57.21점 (항목 평균 1.89

점)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했던 Pugh 등 (1999)의 연구에서 분

만 동안 산부의 피로를 측정한 피로 총점 57.5점 (항목 평균 1.91점)과 유사한 정도

였고, 분만 후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모의 피로를 측정한 53.6점 (항목 평균

1.78점) 보다는 높은 양상이었다. 이 도구가 처음 개발, 사용될 당시 도구의 개발

자인 P ugh (1993)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38.6 - 64.4점 정도의 피로점수는 중정

도의 피로도로, 38.5점 이하의 피로점수는 낮은 피로도로, 64.5점 이상의 피로점수

는 높은 피로도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된 수치에 비교하여 봤을 때

본 연구의 결과 나타난 산후 피로의 정도는 중등도의 피로도 임을 알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위에서 제시된 Pu gh 등 (1999)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때 한국인이 출산과 관련된 피로를 더 많이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분만에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참여가 보편화된 미국의 경우 산부들이 좀

더 편안한 분만을 할 수 있는 선진화된 출산문화로 인해 산부들이 인지하는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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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분만중의 피로는 나아가 산욕기 동

안의 피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할 때 미국 산모들의 산후 피로에 대한

인지정도가 우리 나라 산모에 비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생

각하면, 똑같은 출산이라는 상황을 우리 나라 산모의 경우는 보다 피로하게 인지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절한 분만환경과 산후 관리를 통하여 피

로의 정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우리 나라의 출산 환경속에서는 더욱이 필요함

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임부가 경험하는 임신, 출산, 산욕기 동안의 피로도 변화양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피로를 측정한 국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신 1,

2, 3기 피로도를 조사한 정금희, 김신정 (2000)의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 피로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본 연구자가 사용했던 Pugh (1993)의 피로측정도구는

아니었으나, Pu gh (1993) 도구의 모태가 되는 Yoshit ake (1971) 도구의 수정보완된

형태인 일본의 피로자각증상조사표(1976)를 이용함으로서, 그 측정항목과 내용, 측

정 척도가 거의 유사함을 생각하여 결과 점수를 비교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정금희, 김신정 (2000)의 임신부 피로에 대한 조사연구결과, 30개 피로항목을 4점

척도로 측정한 임신 1기 피로의 항목별 평균점수는 1.90점, 임신 2기는 1.54점, 임

신 3기는 1.73점이었다. 또한 정금희, 김신정 (2000)의 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

하여 분만 후 3일째에 산모의 피로를 측정한 김신정 등 (2000)의 산모의 피로에 대

한 연구결과에서는 분만 3일째 산모의 피로 항목별 평균 점수는 1.61점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임신, 분만, 출산기 동안의 피로의 양상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즉, 임신 1기 동안에는 오심과 구토의 경험과, 유방의 변화와 빈

뇨 등의 많은 신체적 변화과정이 신체적 피로를 높일 수 있으며, 임신에 대한 양

가감정, 심리적 불안, 우울 등의 요인으로 정신적 피로가 증가하여, 전반적인 피로

의 수준이 1.90점 정도로 높았다가, 임신 2기가 되면서 오심과 구토가 완화되고 신

체적, 심리적 적응을 하게 됨에 따라 피로의 수준이 1.54점 정도로 약간 완화되나,

임신 3기가 되면서 태아의 무게와 체중의 증가, 신체구조를 긴장시키는 자궁의 확

대와 순환의 증가 등이 에너지 손실을 증가시키며, 출산과 관련된 불안, 우울과 스

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소가 이 시기 정신적 피로도를 높임으로서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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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의 정도가 1.73점 정도로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

을 보이던 피로는 분만이라는 급박하고 절대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황하에서 다

시 증가하여, 분만 후 2일째 오전에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피로의 정도가

1.89 - 1.91점 정도의 임신 1기의 수준으로 다시 상승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

차 감소하여, 분만 후 3일 째에는 피로의 점수가 1.61점 정도로 차차 낮아지는 양

상이라고 미루어 해석해 볼 수 있겠다. Gardner (1991)는 미국의 질식분만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2일째와 2주, 산후 6주에 10점으로 구성된 단문항 피로척도인

Rh ot en F at igue S cale을 사용해서 피로정도를 측정한 결과, 산후 2일째, 2주째, 6

주째 피로의 평균값이 각각 4.60, 3.96, 3.51점으로 나타나, 산후 세 시점 중에서 산

후 2일째가 가장 피로하며, 피로의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부부

중심의 맞벌이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노동과 양육

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인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이후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던 피로가 산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다시 증가하여 산후 6

주 째에 오히려 피로도가 높아질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산모가

산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험하는 피로도의 변화양상을 밝히기 위한 종단적 연

구 (lon gitu dinal study )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4 .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분의 산모들이 모자동실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산욕

기를 앞두고 기꺼이 선택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오던 산모

들의 피로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실제로 모자동실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밝힘으로서 모자동실제도 적용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현 체제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시를 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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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된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영역별 피로의

차이가 통계적 의의를 가지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모자동실 여부에 따라 산모들이

대체로 어떠한 종류의 피로를 더 경험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서, 차별화

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3. 본 연구자가 사용한 피로측정을 위한 도구는 미국에서 출산관련 대상자의

피로를 10여 년간 측정해 온 수많은 연구의 결과와 임상저널 및 교과서의 분석결

과, 피로 연구의 권위자들이 피로관련 연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한 도

구로서, 도구 개발 당시의 Chronbach ' s α = 0.91 - 0.94로서 내적 신뢰도가 높은

도구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번역의 과정과 실제 연구대상자에게 예비조사과정을

실시한 후 문항수정과, 전문가 검증을 받았으며, Chronbach ' s α = 0.92로 또한

신뢰도가 높은 도구로 판명됨으로서, 우리나라 산모의 피로 측정에 있어서 정확성

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 47 -



Ⅵ . 결론 및 제언

1 . 결 론

본 연구는 모자동실을 경험한 질식분만 산모와 모자별실을 경험한 질식분만 산

모를 대상으로 산후 피로 차이를 신체적, 정신적, 신경감각적 차원에서 규명함으로

서, 우리나라 모자동실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피로완화를 위한 차별성있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

도된 횡단적 서술적 비교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자동실과 모자별실을

동시에 운영중인 서울에 소재한 S병원에서 출산을 한 후 입원중인 산모 중에서,

모자동실을 선택한 산모 (모자동실군) 68명과, 모자별실을 선택한 산모 (모자별실군)

98명이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가보고법에 의해 자료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크게 산모의 피로와 관련된 요인에 대

하여 36문항으로 구성된 일반적 특성 질문지 와 임신동안 임부태아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36문항, 4점 척도의 임부태아 애착 측정도구 (Cranley , 1981) , 산모

의 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한 30문항, 4점 척도의 F atigu e Cont inuum F orm (Pugh ,

1993) 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SP S S 10.0 W in 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

으며,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구한 후, χ2 - test와 t - t est로 두 그룹간의

피로관련 요인의 동질성 검증과 피로도 차이검증을 시행하였고, 두 군간에 차이

있게 나타난 피로관련 요인은 AN COVA로 통제한 후 피로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의 피로관련 요인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임

신관련 특성 중 임부교실 참여율 (χ2 =3.935, p =0.047)과 임부태아 애착정도(t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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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35), 분만관련 특성 중 분만 과정 중 남편의 참여율 (χ2 =9.147, p =0.002), 산욕

관련 특성 중 모유 수유율 (χ2 =12.503, p =0.000)과 직접수유 시도횟수 (t =4.588,

p =0.000)가 모자동실군에서 모자별실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0.05). 이 5개 특성

을 제외한 다른 특성은 두 군간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간의 전체 피로도 총점을 비교해 본 결과, 모

자동실군의 전체피로 평균점수는 57.21±11.98점이었고, 모자별실군의 경우는 56.62

±14.02점으로 나타나,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전체 피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 =0.280, p =0.780).

3.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간의 영역별 피로도로 비교해 본 결과, 신체

적, 신경감각적 피로도의 경우는 모자동실군이 각각 21.63±4.92점, 18.53±4.60점으

로 모자별실군의 20.71±5.78점, 18.23±5.39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t =1.068, p =0.287 ; t =0.368, p =0.714), 정신적 피로도의 경우는

모자별실군이 17.67±4.95점으로 모자동실군의 17.04±4.6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

으나,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 =- 0.827, p =0.410).

4.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산모간의 항목별 피로도로 비교해 본 결과, 유의수

준 0.05 수준에서 30개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05).

5. 두 군간의 피로관련 요인에 대한 동질성 검증 결과, 모자동실군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임부교실 참여율, 임부태아애착, 분만 과정 중 남편 참

여율, 모유수유율, 직접수유 시도횟수의 5개 변수를 ANCOVA로 통제한 후, 두 군

간의 피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 =0.135, p =0.714).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산모의 피로도는 차

이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으며, 이로부터 대부분의 산모들이 모자동실을 긍정적

으로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산욕기를 앞두고 기꺼이 선택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오던 산모들의 피로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교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나아가 모자동실 운영을 위한 정당성이 설

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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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동실군에서는 모자별실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신경감각적 피로도가 높

고, 모자별실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것과 관련하여, 차별성있

는 간호중재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2 .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산후 피로에 대한 추후 연구의 방향과 간호실무적용

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의 경우, 주목적이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간의 피로도 차이를 규명

하는 것으로서 영향요인 연구가 아니었으므로, 측정된 피로관련 요인 중 임부태아

애착을 제외한 피로관련 요인의 경우 도구의 분량을 생각하여 일일이 표준화된

도구로 측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측정에 있어서 정확성을 언급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피로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피로관련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연구를 해볼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산후 2일째 오전에 모자동실 여부에 따른 산모의 피로도를 비교

하고자 하였고, 두 군간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모자동실군에서는 모자별실

군에 비해서 신체적 피로도와 신경감각적 피로도가 높게 나왔으며, 모자별실군에

서는 모자동실군에 비해 정신적 피로도가 높게 나왔다. 이는 문헌적으로 지지되는

결과로서, 본 연구의 경우도 대략적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경우 자료수집이 서울소재 한 병원에서만 이루어진 것

으로서 다양한 병원에서 자료수집 된 경우와 같은 결과를 보일 것인지 의문이 가

며,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모자동

실을 시행중인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는 몇몇 병원에서 대상자수를 확대하여 자료

수집한 후 두 군간의 피로도를 비교해 보는 반복연구를 해 볼 것을 제언한다.

- 50 -



3. 본 연구에서 피로의 관련 요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시점은 산후 2일 째로

서 임신, 분만과 관련된 피로관련 요인을 과거기억을 회상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모자동실군에서 모자별실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임부태아애착의

경우 모자동실이라는 환경자체가 임부태아애착을 높게 인지하도록 하는 bias가 개

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출산을 하기 전 임신상태에서 측정한다면 보다

타당성있는 자료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로의 경우도 사전 측정을 하지

못하였으나, 분만 직후나, 분만실 입원시점 등의 모자동실에 노출되기 이전에 피로

도를 조사하여 모자동실 이후의 피로도와 비교해 볼 수 있다면, 모자동실이 산후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산욕기 전

체를 통틀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영역의 피로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의 경향을

알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적절한 간호제공의 시점과 간호중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임신, 분만, 산욕기의 시간의 흐름에 따

라 각각의 변수를 가장 적합한 시점에서 측정 또는 반복 측정을 하는 종단적 연

구 (lon gitu dinal study )를 해볼 것을 제언한다.

4. 우리나라 산모가 경험하는 피로가 과연 신체적, 정신적, 신경감각적 차원의

세 차원에서 경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산모의 피로경험에 대한 질

적 연구를 해볼 것을 제언한다.

5. 산욕초기 산모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산모의 피로를 중재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할 것과, 가능하다면 반복 연구의 축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자동실과 모자별실 산모에게 적합한 차별화 된 간호중재 프로

그램을 개발한 후 효과평가 연구를 해 볼 것을 제언한다.

6. 모자동실군 산모의 신체적, 신경감각적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해석

된 산욕기 피로관련 요인인 모유수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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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자동실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으나, 피로에 대한 우려로 선택을 꺼리는 현

실정을 고려할 때, 모자동실의 선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자동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교정하고, 임부태아애

착을 증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산전 임부교실의 활성화 전략의 마련과 적극적

운영을 제언한다. 나아가, 모자동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해 볼 것을 제언한다.

8. 본 연구에서 산모의 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인 Pugh (1993)의

"F at igue Cont inuum F orm "은 Pugh 등 (1999)의 피로연구 권위자들이 10여 년간

임상에서 출산여성의 피로를 다양한 피로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축적된 연구의

결과와 수많은 임상저널, 교과서의 분석결과, 출산기 여성의 피로를 측정하는 연구

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한 도구로서, 본 연구를 위하여 도구의 번역 후 예비조사

과정과 전문가 검증을 받은 후 사용하였고, 내적 신뢰계수 Chronbach ' s α = 0.92

로 내적 일관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도구를 이용하여, 임신, 분

만, 산욕기의 다양한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출산여성의 피로측정을 위한 연구를 진

행할 것을 제언하며, 나아가, 피로중재 간호제공 후의 간호중재 효과평가를 위한

임상 평가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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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설문지

설 문 지

분만 일시 월 일 시

설문지 작성일시 월 일 시

Hgb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후에는 몸과 마음이 많이 피로할 수 있습니다. 산모의 피로가 심할 경우 산후 회

복이 지연되며, 아기 돌보기에 대한 부담이 커짐으로서 어머니로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모의 피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산후에 귀하께서 경험하고 계신 피로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

를 바탕으로 산모의 피로를 완화시키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 산모의 피로정도를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서, 간호사

들의 산모를 위한 피로관리 지침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모

든 응답내용은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옳고 그른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 히 빠짐없 이 응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연구자 송주은 올림

( 연락처 : 02- 361- 8162, 019- 492- 3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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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귀하께서 현 재 경험 하고 계신 피로의 정도 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

하지 마시고, 항목을 읽으셨을 때 즉각적으로 드는, 귀하의 현재의 피로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란에 빠 짐없이 V 표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출 산을 하고 난 현 재
항상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가끔

그렇 다
그렇지
않 다

1.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2. 온몸이 나른하게 느껴진다.

3.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4. 하품이 나올 것 같이 느껴진다.

5. 머리가 멍하게 느껴진다.

6. 졸음이 느껴진다.

7. 눈이 무겁게 느껴진다.

8. 움직일 때 동작이 둔하게 느껴진다.

9. 서있을 때 팔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낀다.

10. 눕고 싶다고 느낀다.

11. 생각이 집중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12. 말하는 것이 귀찮다고 느낀다.

13. 예민해지는 것을 느낀다.

14. 정신집중이 어렵다고 느낀다.

15.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고 느낀다.

16. 기억이 깜빡깜빡함을 느낀다.

17. 자신감이 저하됨을 느낀다.

18. 걱정이 많다고 느낀다.

19.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20. 인내심이 적어졌다고 느낀다.

21. 머리가 아프다고 느낀다.

22. 어깨가 뻣뻣하다고 느낀다.

23. 허리가 아프다고 느낀다.

24. 숨쉴때 답답함을 느낀다.

25. 입에 침이 마르는 걸 느낀다.

26. 목소리가 잠기는 걸 느낀다.

27. 어지러움을 느낀다.

28. 눈꺼풀의 경련을 느낀다.

29. 손,발이 떨림을 느낀다.

30. 몸살기운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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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귀하께서 임신기 간동안 경 험하셨 던 임부 태아 애 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오

래 생각하지 마시고, 항목을 읽으셨을 때 귀하의 경험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

되는 란에 빠짐없 이 V 표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는 이번 임신 기간동 안
항상

그랬다

자주

그랬다

가끔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1.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이야기하곤 했었다.

2. 임신으로 인해 겪게되는 어려움들이 경험해 볼 가치가 있다

고 생각했었다

3. 뱃속에서 아기가 놀 때 기분이 좋았었다.

4. 아기에게 젖먹이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었다.

5.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곤 했었다.

6. 아기가 배 안에서 잘 지내리라고 생각했었다.

7. 뱃속에 있는 태아를 아가 나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곤 했었다.

8.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었다.

9. 아기가 움직이는 양상을 보고 아기의 성격에 대하여 추측하

곤 했었다.

10. 이번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놓았었다.

11.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곤 했었다.

12. 뱃속에 있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곤 했었다.

13. 뱃속에 있는 아기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14. 뱃속에 있는 아기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15. 뱃속에 있는 아기가 생각할 수 있다고 믿었었다.

16. 아기가 움직일 때 나에게 무엇인가 말하는 것처럼 느꼈었다.

17. 아기를 놀게 하기위해 배를 눌러보거나 쓰다듬어 보곤 했었다.

18. 아기를 낳아 안아 보고 싶었다.

19.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었다.

20. 아기가 움직일 때 배를 쓰다듬어 주곤 했었다.

21. 임신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를 자랑스럽게 여겼었다.

22. 임신 된 나를 자랑스럽게 여겼었다.

23. 아기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육류 및 채소 등의 음식물을 신

경 써서 먹곤 했었다.

24. 아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태동을 보기 위해서 태아의 주위를

눌러보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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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귀하와 신생아의 일 반적 사항 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빠 짐없이

V 표 또는 직접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나의 연령은 만 .......... 세이다.
2. 나는 이번이 .......... 번째 임신이고, .......... 번째 분만이며, 이제까지 총 .......... 번 유산했었다.

3. 나의 새로 태어난 아기를 포함한 자녀수는 ....... 남 ....... 녀이다. (예: 2남 1녀)

4. 나의 새로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는 .......... kg이다.

5. 귀하의 새로 태어난 아기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녀

6.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떠합니까?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7. 귀하의 직업상태는 어떠합니까?

□없음 □출산을 계기로 사직 □산후휴가 후 복직예정 □육아휴직 후 복직예정

8. 가족의 월수입은 얼마입니까?

□100만원 이하 □101- 200만원이하 □201만원-300이하 □301만원 이상

Ⅳ . 귀하의 이 번 임 신 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빠짐 없

이 V 표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임신을 계획했습니까? □예 □아니오

2. 임신동안 임부교실에 참여했습니까? □예 □아니오

3. 임신동안 태교를 실시했습니까? □예 □아니오

4. 지난 1년(임신기간) 동안 어려웠던 생활상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
□없었음 □경제문제 □남편문제 □시댁문제 □직장문제 □육아문제

5. 지난 1년 동안(임신기간동안) 얼마나 자주 슬프거나 우울하다고 느꼈습니까?
□항상 느꼈다 □가끔 느꼈다 □거의 느끼지 않았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6. 임신동안 귀하의 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해당되는 점수 위에 V 표로 체크하세요.)
0 5 101 2 3 4 6 7 8 9

추하다 아름답다보통임

7. 귀하는 이번 임신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해당되는 점수 위에 V 표로 체크하세요.)
0 5 101 2 3 4 6 7 8 9

전혀
기쁘지
않았다

매우
많이

기뻤다보통임

Ⅴ . 귀하의 분만경 험 과 관련된 사 항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빠 짐없이

V 표 또는 직접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5분간격으로 자궁수축이 있은 후부터 출산할 때까지 시간은 얼마였습니까? 약.......시간 정도

2. 무통분만을 했습니까? □예 □아니오

3. 분만진통동안 남편이 함께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4. 분만진통동안 통증을 어느 정도로 아프게

느꼈습니까?

(해당되는 점수위에 V 표로 체크하세요.)
0 5 101 2 3 4 6 7 8 9

전혀
아프지

않았다

견딜수

없을만큼

아팠다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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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귀하께서 출산 이후로 부터 지금까 지 경험하 고 계 신 산후조 리 와 관 련된 내 용에 대

해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안 의 시 간을 상기하시면서 각 질문에 대하여 빠짐 없이 V 표

또는 직접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모자동실(엄마와 아기가 한방에 있기)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만약 모자동실을 하고 계신다면, 그 동안 각각 하루평균 몇 시간 모자동실을 하셨습니까?

출산한 날 : 약 .......시간, 출산 후 1일 : 약 .......시간, 출산 후 2일 : 약 .......시간

2. 모유수유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3. 그 동안 산모께서 하루평균 몇 회 직접수유를 하셨습니까? (인공수유시도 포함)

□없었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이상

4. 그 동안 산후조리기간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없음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남편 □친지 또는 가족 □간병인

5. 그 동안 수면을 충분히 취했다고 생각됩니까? □예 □아니오

6. 그 동안 휴식을 충분히 취했다고 생각됩니까? □예 □아니오

7. 그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했다고 생각됩니까? □예 □아니오

8. 그 동안 병원에서 제공된 식사를 충분히 섭취하셨다고 생각됩니까? □예 □아니오

9. 새로 태어난 아기의 성에 만족하십니까? □예 □아니오

10. 아기돌보는 것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예 □아니오

11. 아기돌보는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예 □아니오

12. 귀하에게 현재 건강문제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다면, 구체적으로.............. )

13. 신생아에게 현재 건강문제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다면, 구체적으로.............. )

14. 아래 질문은 일반적으로 산후 회복기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불편감과 관련된 내용입니

다. 각 질문에 대하여 귀하께서 경험하신 불편감의 정도를 해당되는 점수 위에 V 표

로 응답해 주십시오.

* 훗배앓이로 인한 불편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0 5 101 2 3 4 6 7 8 9

전혀
불편하지

않다

매우
불편하다보통임

* 유방울혈로 인한 불편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0 5 101 2 3 4 6 7 8 9

* 회음 절개부위의 불편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0 5 101 2 3 4 6 7 8 9

* 대변을 보는 것과 관련된 불편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0 5 101 2 3 4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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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 > 모 자 동 실 군 산 모 가 자 각하 는 피 로 에 대 한 분 포

(N =68)

영
역 내 용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씩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신

체

적

피

로

1.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0(0) 1(1.5) 16(23.5) 51(75.0)
2. 온몸이 나른하게 느껴진다. 5(7.4) 19(27.9) 35(51.5) 9(13.2)
3.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9(13.2) 24(35.3) 27(39.7) 8(11.8)
4. 하품이 나올 것 같이 느껴진다. 0(0) 8(11.8) 26(38.2) 34(50.0)
5. 머리가 멍하게 느껴진다. 0(0) 8(11.8) 27(39.7) 33(48.5)
6. 졸음이 느껴진다. 1(1.5) 21(30.9) 39(57.4) 7(10.3)
7. 눈이 무겁게 느껴진다. 3(4.4) 13(19.1) 33(48.5) 19(27.9)
8. 움직일 때 동작이 둔하게 느껴진다. 22(32.4) 27(39.7) 14(20.6) 5(7.4)
9. 서있을 때 팔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낀다. 12(17.6) 20(29.4) 21(30.9) 15(22.1)
10. 눕고 싶다고 느낀다. 9(13.2) 33(48.5) 22(32.4) 4(5.9)

소 계 61(89.7) 174(255.9) 260(382.4) 185(272.1)

정

신

적

피

로

11. 생각이 집중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0(0) 10(14.7) 32(47.1) 26(38.2)
12. 말하는 것이 귀찮다고 느낀다. 0(0) 4(5.9) 26(38.2) 38(55.9)
13. 예민해지는 것을 느낀다. 1(1.5) 8(11.8) 36(52.9) 23(33.8)
14. 정신집중이 어렵다고 느낀다. 0(0) 8(11.8) 24(35.3) 36(52.9)

15.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고 느낀다. 0(0) 5(7.4) 24(35.3) 39(57.4)
16. 기억이 깜빡깜빡함을 느낀다. 0(0) 8(11.8) 23(33.8) 37(54.4)
17. 자신감이 저하됨을 느낀다. 0(0) 6(8.8) 15(22.1) 47(69.1)
18. 걱정이 많다고 느낀다. 1(1.5) 15(22.1) 25(36.8) 27(39.7)

19.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14(20.6) 24(35.3) 23(33.8) 7(10.3)
20. 인내심이 적어졌다고 느낀다. 0(0) 7(10.3) 13(19.1) 48(70.6)

소 계 16(23.6) 95(139.9) 241(354.4) 328(482.3)

신

경

감

각

적

피

로

21. 머리가 아프다고 느낀다. 0(0) 3(4.4) 24(35.3) 41(60.3)
22. 어깨가 뻣뻣하다고 느낀다. 12(17.6) 21(30.9) 25(36.8) 10(14.7)
23. 허리가 아프다고 느낀다. 14(20.6) 24(35.3) 23(33.8) 7(10.3)

24. 숨쉴때 답답함을 느낀다. 1(1.5) 6(8.8) 13(19.1) 48(70.6)
25. 입에 침이 마르는 걸 느낀다. 2(2.9) 17(25.0) 31(45.6) 18(26.5)
26. 목소리가 잠기는 걸 느낀다. 3(4.4) 13(19.1) 23(33.8) 29(42.6)
27. 어지러움을 느낀다. 0(0) 18(26.5) 31(45.6) 19(27.9)
28. 눈꺼풀의 경련을 느낀다. 0(0) 0(0) 10(14.7) 58(85.3)

29. 손,발이 떨림을 느낀다. 1(1.5) 6(8.8) 25(36.8) 36(52.9)
30. 몸살기운을 느낀다. 2(2.9) 13(19.1) 28(41.2) 25(36.8)

소 계 35(51.4) 121(177.9) 233(342.7) 291(427.9)

총 계 112(164.7) 390(573.7) 734(1079.5) 804(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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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3 > 모 자 별 실 군 산 모 가 자 각하 는 피 로 에 대 한 분 포

(N =98)

영

역
내 용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씩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신

체

적

피

로

1.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0(0) 6(6.1) 25(25.5) 67(68.4)

2. 온몸이 나른하게 느껴진다. 3(3.1) 27(27.6) 44(44.9) 24(24.5)

3.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 11(11.2) 26(26.5) 38(38.8) 23(23.5)

4. 하품이 나올 것 같이 느껴진다. 2(2.0) 15(15.3) 35(35.7) 46(46.9)

5. 머리가 멍하게 느껴진다. 1(1.0) 9(9.2) 39(39.8) 49(50.0)

6. 졸음이 느껴진다. 3(3.1) 29(29.6) 45(45.9) 21(21.4)

7. 눈이 무겁게 느껴진다. 3(3.1) 15(15.3) 40(40.8) 40(40.8)

8. 움직일 때 동작이 둔하게 느껴진다. 21(21.4) 39(39.8) 26(26.5) 12(12.2)

9. 서있을 때 팔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낀다. 19(19.4) 23(23.5) 36(36.7) 20(20.4)
10. 눕고 싶다고 느낀다. 16(16.3) 32(32.7) 43(43.9) 7(7.1)

소 계 79(80.6) 221(225.6) 371(378.5) 309(315.2)

정

신

적

피

로

11. 생각이 집중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0(0) 19(19.4) 41(41.8) 38(38.8)

12. 말하는 것이 귀찮다고 느낀다. 1(1.0) 10(10.2) 39(39.8) 48(49.0)

13. 예민해지는 것을 느낀다. 4(4.1) 19(19.4) 40(40.8) 35(35.7)

14. 정신집중이 어렵다고 느낀다. 0(0) 10(10.2) 42(42.9) 46(46.9)

15.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고 느낀다. 1(1.0) 7(7.1) 34(34.7) 56(57.1)

16. 기억이 깜빡깜빡함을 느낀다. 1(1.0) 9(9.2) 34(34.7) 54(55.1)

17. 자신감이 저하됨을 느낀다. 0(0) 6(6.1) 34(34.7) 58(59.2)

18. 걱정이 많다고 느낀다. 4(4.1) 19(19.4) 46(46.9) 29(29.6)

19.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 17(17.3) 34(34.7) 35(35.7) 12(12.2)
20. 인내심이 적어졌다고 느낀다. 2(2.0) 10(10.2) 31(31.6) 55(56.1)

소 계 30(30.5) 143(145.9) 376(383.6) 431(439.7)

신

경

감

각

적

피

로

21. 머리가 아프다고 느낀다. 0(0) 6(6.1) 32(32.7) 60(61.2)

22. 어깨가 뻣뻣하다고 느낀다. 9(9.2) 32(32.7) 37(37.8) 20(20.4)

23. 허리가 아프다고 느낀다. 17(17.3) 21(21.4) 41(41.8) 19(19.4)

24. 숨쉴때 답답함을 느낀다. 4(4.1) 7(7.1) 28(28.6) 59(60.2)

25. 입에 침이 마르는 걸 느낀다. 6(6.1) 22(22.4) 34(34.7) 36(36.7)

26. 목소리가 잠기는 걸 느낀다. 6(6.1) 16(16.3) 34(34.7) 42(42.9)

27. 어지러움을 느낀다. 6(6.1) 20(20.4) 37(37.8) 35(35.7)

28. 눈꺼풀의 경련을 느낀다. 1(1.0) 3(3.1) 18(18.4) 76(77.6)

29. 손,발이 떨림을 느낀다. 2(2.0) 14(14.3) 34(34.7) 48(49.0)
30. 몸살기운을 느낀다. 3(3.1) 9(9.2) 50(51.0) 36(36.7)

소 계 54(55.0) 150(153.0) 345(352.2) 431(439.8)

총 계 163(166.1) 514(524.5) 1092(1114.3) 1171(1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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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 t

A Com parativ e S tu dy on th e Le v e l o f

P o s tp artum W om en s F at ig u e

be t w e en R o om in g - in an d N on R o om in g - in Group s

S on g , Ju Eun

Dept . of Nur sing

T h e Gradu at e S chool

Yon sei Univ er sity

T his is a cross - sect ional descript iv e stu dy w hich com pares the lev el of

postpartum w om en ' s phy sical, phy chological, n eurosen sory fat igue b etw een

room in g - in and non room in g - in group s .

T h e dat a w ere collected by u sin g self- r eport questionnair e from April 1 t o

M ay 31, 2001.

Subject s w ere 68 m other s w h o opt ed the room in g - in choice and 98 m other s

w ho did n ot choose th e room ing - in at one hospit al in S eoul, Korea . T h ey all

had NSVD.

T h e research questionnair e con sist ed of 36 it em s on g eneral chract er istics ,

24 it em s on m at ernal fet al at tachm ent dev eloped by Cranley (1981), and 30

it em s on postpartum fat igue dev eloped by Pu gh (1993).

T h e data w ere an aly zed by u sin g the SP S S 10.0 w in dow program .

T h e result s of this study w ere as follow :

1. T h ere w as significant st at ist ical differ ence in g en eral ch aract er ist ics

bet w een room ing - in and non room in g - in groups in prenat al clas s at te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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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3.935, p =0.047), m at ernal fetal at t achm ent score (t =2.130, p =0.035), hu sban d

at tendance durin g the labor and deliv ery (χ2 =9.147, p =0.002), breast feeding (χ

2 =12.503, p =0.000), and self feedin g t im e includin g bot tle feeding (t =4.588,

p =0.000).

2. T h ere w as n o significant statist ical differ ence in th e lev el of t otal fatigu e

score bet w een t w o groups (t =0.282, p =0.780).

3. T he phy sical and neurosen sory fat igue scores w ere slightly higher in

room in g - in group (21.63±4.92, 18.53±4.60) than those (20.71±5.78, 18.23±5.39)

of n on room in g - in group. And the phy chological fatigu e score w as slightly

high er in n on room in g - in group (17.67±4.95) th an th at (17.04±4.63) of

room in g - in group . H ow ev er , th ere w as no significant st at istical differ en ce in

the lev el of three sub - dim en sion fat igue b etw een t w o group s (t =1.068, p =0.287

; t =- 0.827, p =0.410 ; t =0.368, p =0.714).

4. Ev en aft er controlling ch aract er istics show ed significant differ en ces

bet w een t w o groups , there w as n o significant st atist ical differ en ce in the lev el

of fatigu e bet w een tw o groups (F =0.135, p =0.714).

A ccordin g to this study , there w as no significant st at ist ical difference in the

lev el of postpartum fat igue w h eth er th ey w ere room ing - in or not . Based on

this r esult , the com m on n ot ion of room ing - in m other s w ill be m ore fatigu e

than n on rooming - in m other s is prov ed t o be false.

H ow ev er , it is necessary t o dev elop appropriate nur sing int erv ention s to

m eet th e need of m other s w h o decide t o room in g - in .

Key w ords : room in g - in , non room in g - in , th e lev el of postpartum fatigu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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