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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모아애착 증진을 위한 고위험신생아 

퇴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는 퇴원을 준비하는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아애착관계 형

성을 증진하는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퇴원을 준비하는 시점에 제공 한 후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과 애착관계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설계는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2012년 6월 4일부터 12월 6

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K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을 앞두고 있는 아기의 어

머니로서 연구 진행 기간 내 가능한 전 수로 총 18명이었다. 

   퇴원 교육은 퇴원 0~7일 전에 실시하였으며 퇴원 교육을 받기 전에 사전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한 후 라진숙(2011)이 개발한 미숙아 어머니를 위한 

모아상호작용 중심의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사후 조사 1(인터

뷰)은 퇴원 동영상 교육 직후 실시하였으며 사후 조사 2는 고위험신생아의 퇴원 

7~9일 후 전화 상담을 통해 두 번째 설문조사와 두 번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은 CD로 제작하여 퇴원 시 제공하였다. 모성역할 자신감 

측정도구는 Pharis(1978)의 모성역할자신감 측정 도구 13문항을 토대로 장영숙

(200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다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모아애착 측정

은 Muller(1994)가 고안한 모성애착(Maternal Attachment Inventory)을 토대로 한

규은(2001)이 번안 수정 보완한 도구를 다시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 후 paired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였다. 교육 후 인터뷰와 퇴원 후 1주 후 인터뷰는 내

용 분석으로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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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1가설인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퇴원 동영상 교육을 제공받은 고

위험신생아 어머니는 모성역할 자신감이 상승할 것이다.’는 설문조사에서와 인

터뷰 조사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지지되었다.

2. 제 2가설인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퇴원 동영상 교육을 제공받은 고

위험신생아 어머니는 모아애착이 상승할 것이다.’는 설문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터뷰 조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지지

되었다.

   결론적으로 모아애착증진을 위한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을 높이고, 모아애착관계 형성을 돕는 효과적인 간호중

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디오 시범 교육 중재방법을 활용한다면 퇴원 

후 고위험신생아의 육아와 관리 뿐만 아니라 모아애착 증진을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핵심어 : 모아애착, 모성역할 자신감, 퇴원 교육, 신생아 집중치료실, 고위험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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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 간 출생아 수는 1년에 평균 약 49만

명으로, 극심한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 약 6%인 3만명 정도의 신생아가 

고위험신생아로, 그 출생률은 점차 증가 추세이다(통계청, 2010). 국내의 출생률 파

악이 생후 한 달 이내의 부모에 의한 자의적 출생신고제도에 의해 의존하고 대부

분의 신생아 사망은 생후 4주 이내에 발생함을 고려할 때 실제의 고위험신생아 

출산률은 보고 된 수치보다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다(안영미, 강희옥 & 신은진, 

2005). 고위험 출산률 증가 뿐만 아니라, 의료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더욱더 작고 

심각한 문제를 가진 고위험신생아의 생존률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위험신생아는 호흡유지, 보온문제, 수유문제, 감염에의 노출, 수술 

등의 이유로 신체 상태와 발달을 계속 사정해야 하고, 의료 장비를 이용하여 집중 

관리가 요구되어 모아가 분리되어 신생아 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에 입원한다. 고위험신생아 부모와 가족은 신생아의 생존 여부와 예

후, 심각한 건강 문제와 장애의 발생 가능성, 계속되는 분리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며, 고위험 상태가 자신의 탓이라고 여겨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김

미예 등, 2008). 고위험신생아 가족은 이러한 복잡한 감정 상태로 인해 신생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바람직한 모아상호작용을 형성하지 못하며, 어머니

와 아기간의 애착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고위험신생아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퇴원한 이후 혼자 병원에 남아있게 되며 제한

된 면회 시간으로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되므로 모아관계를 형성할 수 있

는 기회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모성역할 자신감 저하와 모아애착 형성에 어려움

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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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착은 특정한 두 사람 간에 형성되는 애정적인 유대관계로(Bowlby, 1977), 부

모가 영아의 요구를 제때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영아의 생리적, 행동적, 사회적, 

그리고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는 것을 돕고 영아의 건강과 자기 조절 역량을 증진

시킨다(Hofer, 1994; Sameroff & Fiese, 2000). 따라서 어머니와 고위험신생아의 모

아애착을 증진시키고 모성역할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간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Lawhon, 2002; Wigert, Johansson, Berg & Hellström, 2006).

   고위험신생아 부모에게 시행되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지는 고위험신생아 어머

니가 아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양육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

써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킬 수 있다(채선미, 2001). 하지만, 현실

적으로 대부분의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는 병원으로부터 일괄적인 교육을 받으며(구

복남, 김미예, 2002), 교육시간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중재를 제공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 연구들은 영아의 행동을 이해하고 모아애착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Loo, Espinosa, Tyler & Howard, 2003; Melynk, Feinstein & Fairbank, 

2002; Merynk et al., 2006; Preyde & Ardal, 2003).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고위험신생아관련 교육은 퇴원교육으로, 이는 미숙아를 돌보는 기

본적인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장영숙, 2005; 권희경 & 권미경, 2007; 이내영, 

2007; 송안숙, 박인혜 & 주애란, 2007). 또한, 모아애착관계에 관련된 국내 연구는 

마사지, 약손요법, 캥거루식 접촉과 조기 접촉 등 신생아와 어머니의 접촉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인 모아애착관계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

램은 많지 않고, 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퇴원교육으로 대부분 소책자나 설명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인쇄된 소책자나 설명은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이해도가 다

르고(Gimeno-Garcia, Quinetro, Nicolas-Perez, Parra-Blanco & Jimenez-Sosa, 

2009), 교육이 설명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교육의 양과 질은 설명하는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Gagliano, 1988; Krouse, 2001).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영상 교육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의료 교육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

고 있다(Krouse, 2001).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롤 모델을 제용할 수 있고, 모



- 3 -

아애착관계 인지, 이해와 감정을 포함하는 행동치료의 측면임을 고려하면 교육 방

법으로 동영상 교육이 적절하다(라진숙,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에게 애착관계 형성을 증진하는 동영상

을 사용한 교육을 퇴원을 준비하는 시점에 제공하여, 퇴원 시 고위험신생아 어머

니의 모성역할 자신감, 애착관계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퇴원을 준비하는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에게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동영상 교육을 퇴원을 준비하는 시점에 제공하여, 퇴원 시 고위험신생

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 애착관계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으

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퇴원 준비 시 제공되는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동영상 교육이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 퇴원 준비 시 제공되는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동영상 교육이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C. 연구의 가설

   제 1가설.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퇴원 동영상 교육을 제공받은 고위

험신생아 어머니는 모성역할 자신감이 상승할 것이다.

   제 2가설.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퇴원 동영상 교육을 제공받은 고위

험신생아 어머니는 모아애착 점수가 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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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용어 정의

1. 고위험신생아

   고위험신생아란 신생아기, 특히 생후 수일간에 이환이나 사망위험이 크고, 특

별한 간호를 필요로 하는 조건을 가진 신생아를 말한다. 모체 측의 고위험 임신, 

분만에 의한 것과 신생아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출생 시 체중이나 

재태 기간과 상관없이 출산 과정 및 자궁 외 생활적응으로 야기되는 상태나 환경

으로 인해 이환률과 사망률이 평균 이상인 신생아이다(간호학 대사전, 1997). 본 

연구에서는 산모의 과거력, 태아에 대한 산과력, 분만력, 출생 후 신생아에게 위험

이 있는 경우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한 모든 신생아를 이른다.

2. 모성역할 자신감

   어머니역할 획득의 실증적 지표로서 모성기 발달과업의 대처능력에 대해 어머

니 스스로가 지각하고 있는 자기 효능감을 의미한다(Mercer, 1981). 즉 자신의 아

기를 돌보고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정도를 뜻한다(Zahr, 1993). 

본 연구에서는 Pharis(1978)의 Self Confidence Scale 13문항을 토대로 장영숙

(2004)이 수정 보완한 35문항 도구를 다시 본 연구자가 수정한 최종 31문항을 모

성역할자신감 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모아애착

   모아애착(Matermal infant attachment)은 출생 이후 가장 최초로 맺는 모아간 

사회적 관계로서 생후 초기 영,유아기에 형성되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모아간의 

친 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Bowlby, 1977). 본 연구에서는 한규은(2001)이 

번안 수정 보완한 Muller(1994)의 모아애착 자가 평가 도구를 본 연구자가 다시 

총 25문항으로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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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모아애착

1. 개  념

   애착이론의 창시자인 Bowlby는 부모,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아이의 생득

적인 유대 관계를 애착이라고 하였다. Klaus와 Kennell(1976)의 유대이론에서는 어

머니와 영아 사이에 애착은 출생 직후 민감한 시기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영아의 긍정적인 신호에 따른 엄마의 감각적인 반응은 영아의 초기 사회 감정

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 자주 표현된 긍정적인 감정은 아기가 자랐을 때 정신적 

안정의 기초가 된다. 게다가, 엄마의 감각은 모아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 특히, 생후 1년 동안 감각적인 엄마의 역할은 신체적, 정신적, 인지, 애착의 발

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아기로부터 분리, 산후 우울, 스트레스 같은 요인은 

모아상호작용과 모아애착의 질을 방해한다(라진숙, 2011). 

   Ainsworth는 우간다 연구(Ainsworth, 1963, 1967)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부

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개인차에 대한 풍부한 자료뿐만 아니라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에 따라 애착 안정성이 상이하다는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안정 애착 영아는 어머니가 존재할 경우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불안정 애

착 영아는 어머니가 있어도 자주 울고, 탐색이 덜 이루어지며, 아직 애착이 형성

되지 않은 영아는 반응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민감성

과 수유행위를 즐기는 정도는 애착의 안정-불안정성과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성 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섬

세한 반응을 해주는 반면, 민감성 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은 영아의 미묘한 행동차

이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의 안정성 정도에 따라 다른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키며 이

에 따라 아동도 상호작용에 대한 동기를 더 강하게 가지면서 점차 자아 감각을 



- 6 -

증가시키고 분명한 의사소통 양식 발달을 촉진하며, 가능하면 놀이형식으로 전개

되도록 구조화하여 아동의 자발성과 재미를 최대한 자극하고 아동의 신호에 대한 

엄마의 민감성을 증진시켜 모아간 상호교류를 극대화하도록 한다(주세진, 김주희, 

권지향, 임숙빈, 홍강의, 2001). 

2. 고위험신생아의 애착관계 관련 요인

   고위험신생아는 자궁 밖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출생과 관련된 건강 문

제로 사망률이나 질병 이환율이 평균 이상인 신생아로 정의된다. 재태 기간이 짧

거나 출생체중이 적은 신생아 뿐 아니라 출생 과정 및 자궁 외 생활 적응에서 발

생하는 문제로 질병에 이환될 위험과 사망 위험이 높은 신생아가 모두 고위험신

생아에 해당된다(김미예 등, 2008). 고위험 기간은 출생 후 28일까지로 출생 전, 후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있는 시기이다.

   고위험신생아의 부모는 첫 면회 시 접하는 치료 기구, 장치, 밝은 빛 등의 신

생아집중치료실의 환경과 아이의 모습 등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D'Souza, Karkada, 

Lewis, Mayya & Guddattu, 2009). 고위험신생아를 출산한 어머니가 출산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아기에게 정을 붙이지 못하며, 내 아기가 아닌 것처럼 

낯설음을 경험하는 등 어머니에게 있어 애착형성의 지연을 나타낸다(신현정, 

2004). 또한 고위험신생아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제한된 면회 횟수와 시간으로 모

아 접촉의 기회가 적고, 의료적 처치로 인해 상호 신체접촉이나 신생아 간호 등의 

기회가 감소됨에 따라 부정적 경험과 느낌은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이는 지속적으

로 모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상미, 2003). 

   조기 출산인 경우 분만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산모와 가족들은 당황하게 되고, 

정보부족 등으로 불안이 증가하여 임신기간 동안 기대했던 모아관계가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아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슬픔 때문에 어머니들은 신체적, 심리적 

불균형을 가져옴으로써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최양자 & 조결자, 2000). 

   또한 고위험신생아의 어머니는 출산 후 아기보다 먼저 퇴원하고 아기는 신생

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함에 따라 고립감, 상실감, 자기 비하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임지영, 1996).



- 7 -

   이렇듯 모아애착 형성의 어려움은 주로 접촉, 상호작용의 부족과 고위험신생아

의 외모와 발달기적 특성에 기인한다(Zabielski, 1994). 장기입원으로 인한 모아 분

리는 고위험신생아를 둔 어머니가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원으로(Nystrӧm & 

Axelsson, 2002), 이는 모아 상호작용 감소를 초래해 모아 상호관계와 안전한 애착

형성을 방해한다(Wigert, Johansson, Berg & Hellstrӧm, 2006). 

   고위험신생아의 미숙한 반응 행동은 실제와 예측한 행동의 차이로 모아상호관

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위험신생아는 정상신생아보다 더 많이 

자고 깨어 있는 시간이 적고(Dreyfus-Brisac, 1974), 이는 모아애착관계 형성의 기

회를 줄인다. Barnard(1980)에 따르면 고위험신생아는 비교적 짧은 기간(10~20분) 

조용한 수면을 취하고 급속안구 운동이 동반되는 활발한 수면을 더 길게 취한다

고 하였다. 고위험신생아는 깨어 있는 동안 움직이고, 미소를 보내고, 정확한 신호

를 보내는 능력이 부족하여(Gennaro, Brooten, Roncoli & Kumar, 1993), 고위험신

생아의 어머니는 영아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생후 0~7개

월 된 고위험신생아는 돌보는 사람에게 눈 맞춤이 적고 부정적인 얼굴표정을 보

이며(Minde, Perrotta & Marton, 1985), 생후 6~14개월 된 고위험신생아는 발성이 

적고, 덜 놀며, 더 보챈다(Leonard, Scott & Erpestad, 1992). 이런 고위험신생아의 

어머니들은 영아 신호에 덜 반응적이고 정감 있는 말을 적게 하고 감정을 더 적

게 표현하면서 영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머니가 영아의 신

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Minde, Perrotta & Marton, 1985). 즉, 어머니

가 영아의 행동과 무관하게 상호 작용하여 영아의 신호와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부적절하였음을 시사한다(권인수, 1992). 

   또,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기들이 보육기에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퇴원

하기를 원하나 막상 퇴원 시기가 다가오면 불안해하며 퇴원시기를 뒤로 미루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장미영, 2009). 이는 미숙아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정서적 불안과 상실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이자형, 1994). 이러한 경우 미

숙아 어머니는 아기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아기와 상호작용하려

는 요구가 줄어들며 아기에 대한 지각이 상상속의 건강한 아기와 다르거나 비정

상적이라고 받아들여 퇴원 후 아기와의 애착 형성이 어렵게 된다(장영숙,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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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과적으로 미숙아의 신체적, 정서적 및 지적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지민, 오순자, 김경아, 이은정, 이지윤, 황문숙 등, 2010)

   Klaus와 Kennell(1976)은 애착의 발생과 형성을 위해 출생 직후 민감한 시기동

안 어머니와 영아 사이에 접촉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과정의 결과

는 어머니의 양육능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모아상호작용은 특

별하고 오래 지속되며 소아의 사회적, 감성적 발달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특히, 

첫 3개월간의 모아애착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이 

시기의 모아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며, 영아의 여러 문제 발생과 관련이 있다

(Page, Wilhelm, Gamble & Card, 2010).

   또한, 모아애착의 정도는 영아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Tomlinson & 

Landman, 2007). 약한 모아애착은 부적절한 수유와 철 결핍성 빈혈 등을 유발 가

능한데, 수유 시 상호작용은 사회-감정적 상태 뿐 아니라 아기의 수유 양에도 영

향을 미친다. 철 결핍성 빈혈을 진단받은 아기의 어머니는 빈혈이 없는 아기보다 

눈맞춤을 덜하고 긍정적인 감정표현이 적었다(Armony-Sivan, Kaplan-Estrin, Jacobson 

& Lozoff, 2010).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아기의 인지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Landry, Smith & Swank, 2006). 상호작용 동안 어머니의 언어적 자극이 자연스

럽게 아기의 언어 발달을 이끄는데(Trevarthen & Aitken, 2001), 상호작용으로 수

용적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다른 이에게 의도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발달

시킨다(Saxon, 1997).

   아기의 스트레스는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와도 관계있는데 어머니의 감각적이고 

적절한 반응은 아기의 스트레스 정도를 줄여 준다(Tronick, 1989). 이렇듯 적절한 

모아상호작용은 안전한 애착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Braungart-Rieker, Garwood, 

Powers & Wang, 2001), 아기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

도록 돕는다(Gunnar, Brodersen, Nachmias, Buss & Rigatuso, 1996). 

   Winnicott(1965)는 자녀의 생각에 공감해주고 신속하게 반응해주는 부모의 능

력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어머니의 공감

능력은 어머니와 분리된 존재인 아기로 하여금 어머니로부터 점차적으로 분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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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독립해나갈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이후의 대인관계의 토대가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아기와의 상호작용으로 발달되는 모아애착관계는 특별하고 독특한 관계

이며 아기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김현옥, 1991; 최

용백, 2005).

3. 애착관계 증진 프로그램

   모아애착증진 프로그램이란 초기 모아상호작용의 재경험을 통해 애착을 발달

시키며 애착의 발달과 함께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적 활동과 인지적 활동의 중심

적 요소가 되는 자아형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모아관계 활동을 연습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이라 할 수 있다(임숙빈, 1997; 주세진, 김주희, 권지향, 임숙빈 & 홍강의, 2001).

   애착은 모아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므로 치료의 주요 초점을 모아상호작용을 

촉진으로 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역할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모아상호

작용을 마치 온도가 서로 다른 물이 열 전달을 통해 온도를 나누는 현상에 비유

한다면, 아동보다는 온도가 높은 어머니에게 상호작용 기술을 교육하고 정서적으

로도 지지, 강화하여 아동과 그 온도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즉, 

아동과 더불어 정감적 온도를 나누며 아동의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열을 제공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아애착 프로그램에서 간호사는 아동과 어머

니를 하나의 체계인 간호 대상자로 보아야 한다(임숙빈, 주세진, 오민자, 권미경 & 

곽은영, 1994). 즉, 아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모아간의 관계는 이원적 관계

가 아니라 간호사가 개입하는 삼원적 관계로 더욱 복잡해지며, 이 경우 어머니와 

간호사가 돌봄을 공유함으로써 모아애착과정의 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간호사가 

모아의 신체적, 정신적 접촉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애착관계 형성을 돕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Bialoskurski, Cox & Hayes, 1999).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아기를 안아보고 만져보는 등의 행위를 

권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어서 퇴원 후 아기를 자신이 직접 돌봐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신현정, 2004), 이 또한 모아애착형성에 장애 요소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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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미숙아 입원기간 동안에 모아애착형성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과 

함께 모아 신체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모아애착을 도와야 한다(최효

신, 2010).

   기존의 모아애착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최용백(2005)은 E-mail을 이

용하여 아기의 사진과 체중과 수유량에 대한 미숙아 정보를 제공하자 모아애착의 

증진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안영미, 김미란(2005)은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방문횟수와 

모아상호노출을 의미하는 촉각적 노출인 ‘어머니와 아기의 피부 접촉’ 및 청각적 

노출인 ‘어머니가 아기에게 향한 음성적 접촉’이 많을수록 모아애착과 모성자존감

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임혜상, 박은숙(2006)은 미숙아를 대상으로 약손요법

을 실시한 결과 모아애착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장미영(2009)역시 미숙아를 

대상으로 캥거루 돌보기를 실시한 결과 모아애착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

선미(2008)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산모를 대상으로 음악요법을 적용한 결과 모아

애착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성미혜, 최명란, 엄옥봉(2010)은 정상신생

아를 대상으로 분만 2시간 후에 모아조기접촉을 실시할 결과 모아애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에게 아기에 관한 정보 

제공이 많을수록, 아기에게 노출(촉각적, 시각적, 청각적)이 많이 될수록 모아애착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국내 연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연구들에서도 영아의 행동을 이해하

고 모아상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elynk, Feinstein & 

Fairbank, 2002; Loo, Espinosa, Tyler & Howard, 2003; Preyde & Ardal, 2003). 

그러므로 고위험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신생아에게 모아애착 증진 프로그램은 절

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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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

   Mercer(1986)는 모성역할 획득(maternal role attainment)이란 어머니가 영아와 

애착을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일어나는 상호작용 과정이자 발달 과정

이며, 그 역할이 포함되는 돌보는 일의 능력을 획득하고 그 역할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다. 어머니가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에서 조화, 자신감, 능력 

있음을 경험하는 개인적 상태로의 이동이 모성역할 획득-모성 정체성의 종점이라 

하였다. Walker, Crain과 Thompson(1986)은 모성역할 획득의 실제적 지표를 영아

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모성역할 획득은 출산과 더

불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만 후 실제로 아기를 돌보는 양육활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학습된다(박영숙, 1991; Rubin, 1967). 

   아기 돌보기 자신감은 아기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양육적인 역할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는 긍정적인 감정으로써 양육에 필

요한 행동과 기술 및 이해를 포함하며, 아기를 돌보는 활동에 의해서 달라진다(김

정순, 2010). 이미경(1991)는 아기돌보기 자신감을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

기 위해 필요한 어머니의 역할 중 양육에 대해 스스로 자신을 갖거나 잘 할 수 

있다고 자발적으로 믿는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영은(1992)은 아기 돌보기 능력

을 영아를 돌보는 행위인 양육 행동으로 정의하였는데 첫째, 실제적 측면인 인지-

근육운동 기술로 수유, 안아주기,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

호하기 등 과업 중심적 활동과 둘째, 정서적 측면에서의 인지-정서적 기술로 영아 

달래기와 영아 행동 파악하기 등을 포함하였다. 역할 수행과 자신감에 대한 관계 

연구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요구되는 여러 활동에 대해서 어머니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했을 때, 어머니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그에 따라 자심감이 상승하는 

순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될 때, 

어머니로써의 자심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이영은, 1992).

   고위험신생아의 부모는 준비 없는 상태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후 대부분 신생

아 집중치료실에 아기를 입원시켜야 한다. 그로 인해 어머니 역할 획득 초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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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아기 돌보기 역할 수행 기회가 감소하고 어머니 역할 획득에 대해 취약한 

대상이 된다(김정순, 2010). 고위험신생아의 부모는 만삭아보다 고위험신생아를 더 

돌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그들 스스로 고위험신생아를 돌보기에 자신들이 미숙

하다고 생각한다. 인공호흡기의 사용, 짧은 재태 기간, 모아관계의 초기 양상 등의 

요소는 모성역할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Carter, Mulder, 

Bartram & Darlow, 2005; Dudek-Shriber, 2004). 

   미숙아와 만삭아의 모성역할 자신감을 비교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effcoate, 

Humphrey와 Lloyd(1979)는 미숙아의 부모는 만삭아의 부모에 비하여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퇴원 시 저체중출생아 어머니와 만삭아어머니는 모성

역할 자신감에 차이가 있고(Gennaro, 1988),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성행위

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모성정체감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으며(권미경 & 한경자, 

1991), 미숙아와 만삭아어머니의 모성역할 수행에 차이가 있었다(백미례, 1990). 방

경숙, 김용순과 박지원(2002)의 연구에서도 저출생체중아 어머니는 정상 신생아 어머

니보다 스트레스와 양육 부담감 점수가 높고, 모성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된 모성역할 자신감 증진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이영은(1992)은 어머니

의 역할 획득 과정의 초기에 아기를 돌볼 기회가 많아질수록 정상적인 어머니의 

반응은 촉진되고, 아기 돌보기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어머니는 자아 개념이 

높아짐으로 만족감과 자신감도 상승한다고 하였다. 또한 분만 후 어머니 역할 수

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모아관계 상실로 어머니의 심리적 괴로

움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신희선(2004)은 미숙아 어머니의 조기분만으로 인한 통제

감 상실이 클수록 모성 정체성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아기 돌보기 만족감과 자

신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는 미숙아 어머니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 중

재로 인한 긍정적인 대처가 아기 상태를 수용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

을 갖게 하는 모성역할 획득을 가져옴을 보고하였다. 장영숙(2005), 권희경과 권미

경(2007)은 소책자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퇴원 1주일 후 지지간호를 제공하

는 퇴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미숙아 부모의 모성역할 자신감을 증대시

키고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김지영(2005)은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

으로 미숙아 마사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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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송안숙, 박인혜과 주애란(2007)은 전화 상담을 이

용한 지지간호를 적용하여 미숙아 어머니의 아기 돌보기 자신감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정순(2010)은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퇴원 2주전부터 퇴원 4주후

까지 자발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퇴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기 돌보기 자신감이 상승했음을 보고하였다. 최효신(2010)은 미숙아 어머

니에게 퇴원준비기간과 퇴원 당일에 걸쳐 파워포인트 자료와 동영상을 이용한 교

육을 3회 실시하고 퇴원 1주 후 전화 상담을 통한 지지를 시행한 4차례에 걸쳐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모아애착이 증진되고, 양육 자신감이 상승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Broedsgaard와 Wagner(2005)는 미숙아와 부모의 퇴원 당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체계적인 지지 중재가 미숙아 부모의 아기를 돌보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으며, 퇴원 후에도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적 연결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연결망 자원으로서 신생아 중환자실

의 간호사의 조정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고위험신생아의 어머니는 자신의 특성뿐만 아니라 고위험신생아의 특

성과 환경에 의해서도 어머니 역할 획득과 수행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되고, 아기 

돌보기 자신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숙아와 부모의 건강한 이행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아기의 퇴원 준비 기간에 부모에게 아기 돌보기를 중심으로 

하는 적절한 퇴원 교육과 지지를 제공하면 부모가 아기의 퇴원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인지하고 돌보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체계적이

고 통합적인 교육 및 지지 중재 프로그램으로 인해 고위험신생아의 어머니는 고

위험신생아를 올바로 이해 할 수 있고, 아기 돌보기 자신감도 증가할 수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적절할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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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위험신생아 퇴원 교육 프로그램

   앞서 언급 했듯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및 지지 중재 프로그램은 고위험

신생아의 어머니가 고위험신생아를 올바로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아기 돌보

기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모아애착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위험신생아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첫 1년간 재입원율이 높고, 

언어와 학습 및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을 포함한 신경 발달적 후속 문제들에 대한 

위험이 높기 때문에 퇴원 후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기초로 하여 부모들에

게 적절한 퇴원 계획과 퇴원 교육, 추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Blackburn, 

1995). 따라서 고위험신생아 부모의 교육 내용으로는 일반적인 아기 양육 방법 뿐 

아니라 고위험신생아의 특성을 이해를 돕고 고위험신생아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정보, 건강문제의 예방 및 조기 발견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장영

숙, 2005).

   갑작스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기의 상

황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적절한 지지 및 관리를 받고 싶어 한다(김정순, 2010). 

정상 신생아보다는 저출생 체중아를 출산한 어머니들이 퇴원 후 고위험신생아 출

생이 아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느껴 그에 대한 설명 요

구도가 훨씬 높다(조결자, 정연 & 이군자, 1997; 구복남 & 김미예, 2002; 박송자, 

이미자, 서현선, 횽유희, 김소연 & 유은주, 2003). 아기의 입원 기간도 길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세심한 내용을 담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하였다(조

결자, 정연 & 이군자, 1997).

1. 퇴원 교육 내용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교육 요구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선정(2000)

의 연구에서는 퇴원 시와 퇴원 후 한 달 시점에서 미숙아 어머니들은 아기의 호

흡양상, 경련 시 관리법, 아기의 이상증세 발견, 감염예방법과 같은 질병 문제에 

대한 높은 교육 요구도를 보였다. 김선옥(2001)의 연구에서는 미숙아 목욕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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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수유와 영양, 청색증, 미숙아 망막증 등에 대해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탁금정

(2007)의 연구에서는 아기의 건강문제, 목욕과 모유수유, 대소변 등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박유경(2010)의 연구에서는 이상증상 확인과 관리, 성장발달 영

역이 가장 높았고, 정상 신생아 양육을 위한 기본적 관리보다는 고위험신생아라는 

특성이 고려된 건강과 관심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미자, 서현선, 홍유희, 

김소연, 유은주와 박송자(2003)의 연구에서는 모아애착증진 방법에 대한 교육요구

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기 울음구별법, 아기가 질병에 이완되었을 때 알

아내는 방법, 피부질환, 구토 등의 순이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본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를 위한 교육 내용은 정상 신생아 부

모들이 알기 원하는 일반 아기 양육 관련 내용 뿐 아니라 미숙아의 신체 성장과 

발달, 목욕법, 수유 관련 사항, 신생아 선별검사, 감염 예방, 지능 발달, 발작 시 

관리, 청색증 관리 질병 신호나 증상, 피부 질환 관리, 인근 의료 자원, 발열 관리, 

구토 관리, 대소변의 정상 여부 판독, 애착 증진, 그리고 안전관련 사항을 포함하

고 있다(조결자, 정연 & 이군자, 1997; 박송자, 이미자, 서현선, 홍유희, 김소연 & 

유은주, 2003). 또한 한경자(2001)는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관심과 요구 내용은 

아기 돌보기의 기본 지식과 기술, 고위험신생아의 특성 및 문제 해결, 응급 대처, 

정상 발달 관리 등의 고위험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와 함께 어머니 자신

의 휴식 시간에 대한 내용이 중재에 포함되어야 함을 기술하였다. 채선미(2001)는 

저출생 체중아 이행 간호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저출생 체중아 어머니의 사회

적지지 면에서는 아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아기 양육과 관련되지 않은 사

회적지지 모두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어 부모에게 사회적 지지와 교육의 제공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elly(2006)는 고위험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교육에 아기의 

체중 증가, 구강 섭식, 온도 유지, 성장 지지, 역류 방지, 발달 사항, 가정 내 관찰, 

그리고 예방접종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을 권장하였다. 이와 같이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에게 행해지는 퇴원 교육은 어머니의 요구도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개

별적이면서 상황에 맞는 교육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아애착관계 증진

을 위한 교육 내용은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퇴원 교육 내용에 추가하여 프로그

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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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원 교육 방법

   지금까지의 퇴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장영숙(2005)은 미숙아 워크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에서 미숙아 정보 제공을 위한 기존의 교육 자료들과 문헌 고찰을 참고

로 미숙아의 특성 고위험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환경 이해, 그리고 미숙아 돌보기를 

다룬 체계적인 워크북 프로그램 소책자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및 시범 형

태로 중재한 결과 미숙아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모유수유 실천을 높여

주었다고 증명하였다. 송안숙, 박인혜와 주애란(2007)은 퇴원 당일 미숙아 돌보기

의 소책자를 배부한 후 퇴원 후 2주 동안 4차례의 전화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

를 제공한 결과, 퇴원 후 불안이 감소하고 아기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

다고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권희경과 권미경(2007)은 미숙아 돌보기의 

소책자를 퇴원 전 3차례 교육을 시행 후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모성역할자신감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Preyde와 Ardal(2003)은 미숙아 양육경험이 있는 어머니가 훈련을 받은 후 다

른 미숙아 어머니에게 전화를 이용해 상담 지지와 정보 제공을 하는 Buddy(친구

연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을 때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우울이 감소하고 

사회지지에 대한 지각력이 증가함을 확인하여 사회적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프로

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정순(2010)은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발적으

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퇴원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기 돌보기 자신감이 

상승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박송자 등(2003)은 고위험신생아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고위험

신생아 가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영상 CD를 활용한 시청각 교재를 이용

한 교육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Lubbe(2005)도 설문조사와 문헌고찰을 통

해 부모의 요구도를 확인하고 정보, 의사소통, 감정, 교육, 퇴원 그리고 개인적 요

구의 내용을 포함시킨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CD로 제작하여 제공했을 때 미숙

아 부모가 아기의 요구 뿐 아니라 자기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미

숙아 뿐 아니라 부모를 초점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효신(2010)도 퇴원 교육으로 파워포인트 자료와 동영상을 이용하였고 이는 

모아애착 증진과 양육 자신감이 상승하였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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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고위험신생아와 가족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집단이므로 출생 시점부

터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며, 최근 이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 및 지지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사회적 지지 중재(이인혜, 2000), 자조모

임 프로그램 개발(채선미, 2001; 이내영, 2007), 소책자를 이용한 퇴원 교육 프로그

램 중재(송안숙, 박인혜 & 주애란, 2007), 동영상 CD를 활용한 교육 중재(박송자, 

이미자, 서현선, 횽유희, 김소연 & 유은주, 2003), 그리고 E-mail을 통한 부모 지지 

및 애착증진 중재(최용백, 2005)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쇄된 소책자나 워크북을 이용한 설명은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이해도

가 다르다. 또 교육이 설명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교육의 양과 질은 설명하는 사람

의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Gagliano, 1998; Gimeno-Garcia, Quinetro, Nicolas-Perez, 

Parra-Blanco & Jimenez-Sosa, 2009; Krouse, 2001). 비디오 교육은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개되었는데 그 효과는 여러 의료 교육에서 입증되고 있다. 

Gagliano(1988)는 어머니의 역할의 실질적 역량 증가를 위해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며 비디오 모델링이 비디오 교육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러므로 모아애착관계 형성은 인지, 이해, 감정을 포함하는 돌봄의 행위임(Kärtner, 

Keller & Yovsi, 2010; Mercer, 1995)을 고려하면 비디오 교육은 읽는 자료보다 효

과적이다. 게다가 양육에 있어 롤 모델을 원하므로 비디오 교육은 어머니에게 적

절하다(라진숙, 2011). 

   이에 본 연구자는 정보를 제공하고 롤 모델을 제시하여 자세, 행동 교정을 동

시에 가능한 상징적 연습을 할 수 있는 비디오 교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에 라진숙이 개발한 미숙아 어머니를 위한 모아상호작용 중심의 퇴원 동영상 교

육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 도구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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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전조사

(설문지)
중재

사후조사 1

(인터뷰)

사후조사 2

(설문지, 인터뷰)

실험군 Ye₁ X Ye₂ Ye₃

사전조사(퇴원 교육 전) = Ye₁(설문조사)

사후조사 1 (퇴원교육 후) = Ye₂(인터뷰)

사후조사 2 (퇴원 7~10일 후) = Ye₃(설문조사와 인터뷰)

처치 중재(퇴원 0~7일전) = X (애착증진을 위한 퇴원 동영상 프로그램)

Ⅲ. 연구 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착관계 형성을 증진하는 퇴원 

동영상 교육을 제공하여 모성역할 자신감,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이다. 연구 모형은 다음

과 같다(그림 1).

그림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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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2년 6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서울시 소재 K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전원이 아닌 가정으로 퇴원을 앞두고 있고, 어머니가 일차 양육자면서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에 제시된, 연구를 진행한 병원의 퇴원 기준에 

해당하는 고위험신생아의 어머니이다.

1. 교정 연령이 34주 이상 도달하였으며 체중이 1,800~2,100g 이상

2. 15~30g/day의 꾸준한 체중 증가

3. 아기 부모가 장관 영양(경관 또는 구강) 수행 가능

   구체적 대상자 제외 기준은 다음에 제시된, 연구를 진행한 병원의 퇴원 기준에 

부합하는 고위험신생아의 어머니이다. 그 어머니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하였다.

1. 경구약 또는 흡입 제제 외에 주사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2. 퇴원 전 최소 5일 이내 무호흡, 서맥 등이 관찰되는 경우

3.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야 하는 적응 질환이 모두 해결되지 않은 경우

C. 연구 도구

1. 실험 처치 :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 적용할 실험처치는 라진숙(2011)이 개발한 미숙아 어머니를 위한 모

아상호작용 중심의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는 사전에 개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였다. 

   본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아상호작용, 모성 민감성 및 모성역할 자

신감 증진이다. 교육 자료의 구성내용은 1부 모아상호작용(아기 상태 이해하기, 아

기 신호 이해하기, 모아상호작용 방법, 아기와 놀아주기, 마사지)와 2부 미숙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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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항  목 내 용  구 성

아기의 신호

이해하기

배고픔 신호의 특성

포만감 신호의 특성

상호작용을 원하는 신호의 특성

상호작용을 원하지 않는 신호의 특성과 중재방법

아기의 상태 

이해하기

깊은 수면 상태의 특징

얕은 수면상태의 특징

졸린 상태의 특징

완전히 깬 상태의 특징과 적절한 돌봄 방법

울음 상태와 적절한 돌봄 방법

아기와 

놀아주기

말 걸어주기 방법 및 주의사항

아기의 몸을 만지며 놀아주기 방법

장난감을 이용한 놀이 방법

놀이 중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사항

놀이 중 주의 사항

미숙아 마사지

미숙아 마사지의 중요성

미숙아 마사지 시작 전/ 중 주의사항

미숙아 마사지의 순서와 방법

발열

체온 측정방법의 종류와 방법

발열관리의 중요성

발열의 원인과 각 상황 별 관리 방법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때

강관리(구토와 역류, 딸꾹질, 설사, 발열, 경련)로 나누어져 있다. 사용한 동영상 교

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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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항  목 내 용  구 성

딸꾹질
딸꾹질의 원인과 미숙아에게 발생이 많은 이유

딸꾹질 관리 방법

역류

역류의 발생 원인과 미숙아에게 발생이 많은 이유

역류로 인한 이차적 문제점

역류 예방 방법

비정상적인 역류의 형태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때

구토
구토의 발생 원인

비정상적인 구토의 형태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때

설사

설사에 대한 정의와 원인

다양한 비정상적 설사의 형태

설사로 인한 이차적 건강문제(탈수)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때

경련
비정상적 경련의 형태와 가정 내 비정상 경련 구별 방법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때

2. 모성역할 자신감 측정도구

   Pharis(1978)의 모성역할자신감 측정 도구 13문항을 토대로 장영숙(2004)이 수

정 보완한 35문항 도구를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중에 다뤄보지 않았고 퇴원 후 

다루게 되지 않는 배꼽 관리, 손톱관리, 청결관리 등의 4문항을 제외하여 최종 31

문항을 사용하였다. 도구의 구성은 안위와 안전, 영아의 행동, 수유, 위생관리, 목

욕시키기 및 기저귀 갈기, 건강과 질병의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거의 자신이 없다’ 

1점에서, ‘아주 많이 자신이 있다’ 5점까지 측정하는 5점 척도이다. 최저 31점부터 

최고 15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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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당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5이었으며, 장영숙(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7이었다.

3. 모아애착 측정도구

   어머니의 모아애착 측정은 Muller(1994)가 고안한 모성애착 도구(Maternal 

Attachment Inventory)를 토대로 한규은(2001)이 번안 수정 보완한 도구에서 연구

를 진행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중에 많이 접해 보지 않았을 ‘나는 내 아기와 

꼭 껴안는 걸 즐긴다’ 라는 한 항목을 제외하여 이용하였다. 사용한 도구는 25문

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항

상 그렇다’의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최저 25점에서 최고 10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아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85이었으며, 한규은(2001)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71이었다.

D.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진행은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적용은 고위험신생아

의 어머니 혹은 퇴원 교육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퇴원 교육을 받기 전 교육 대상자에게 미리 퇴원 교육을 받을 것을 공지하여 대

상자가 편하고 여유가 있는 시간을 직접 선정하도록 하여 진행하였다. 퇴원 동영

상 교육 프로그램 적용 장소는 연구를 진행한 병원의 모유수유실로서 정상신생아

와 고위험신생아의 퇴원 교육을 진행하는 곳으로 이용되던 장소이다. 교육 장소에

는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는 42인치 TV와 대상자가 교육과 상담

에 편안하게 응할 수 있는 쇼파와 탁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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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시간은 동영상 시청(21분 33초) 및 인터뷰, 상담을 포

함하여 1회 40~70분이 소요되었다. 퇴원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대상자 1:1 개별 

교육 및 상담을 시행하였다. 실험 처치 이후 대상자가 추가 질문이나 상담을 원할 

경우 본 연구자가 직접 응하였다.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은 개발자의 동의를 얻어 CD로 제작하여 고위험신생아의 

퇴원 시 제공하여 가정에서도 언제든 추가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연구 진행에 앞서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계획서와 설문지, 피의자 설명문과 

피의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소재 K병원의 연구 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았으며 허가를 획득하였다(IRB NO. KBC 12059). 이에 2012년 6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해당기관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퇴원을 앞두고 있는 고위험신생아 어머니

를 대상으로 하였다. 퇴원 교육은 퇴원 0~7일 전에 실시하였으며 퇴원 교육을 받

기 전에 사전조사(서면 동의서, 모성역할 자신감 설문지, 모아애착 설문지)를 실시

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한 후 애착관계 형성을 증진하는 퇴원 동영상 교육을 제공

하였다. 

   사후 조사 1(인터뷰)은 퇴원 동영상 교육 직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퇴원 동영상 교육에 관한 인터뷰와 상담을 실시하였다. 사후 조사 2는 고위험신생

아의 퇴원 7~9일 후 실시하였으며 이 역시 본 연구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전화 

통화로 실시하였다. 사후 조사 2 역시 사전에(퇴원 교육 시, 퇴원 시) 전화 상담을 

공지하였으며 전화 상담 시 구두로 추가 동의를 확인 후 진행하였다. 전화 상담 

시 두 번째 설문조사(모성역할 자신감 설문지, 모아애착 설문지)와 두 번째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인터뷰 모두 대상자에게 녹음하는 것을 알리고 녹음과 동

시에 주요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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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성역할 자신감 측정 도구와 모아애착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증을 

위해 Ch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2. 대상자와 산모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서술적 통계 처리

하였다.

3. 교육 전-후 모성역할 자신감과 모아애착의 점수 변화는 Shapiro-wilk검정을 이

용한 정규분포확인 후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인터뷰 시 측정한 퇴원 교육 전, 후, 퇴원 시와 퇴원 1주일 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아애착과 모성역할 자신감의 차이는 Repeated Measures ANOVA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5. 교육 후 인터뷰와 퇴원 후 1주 후 인터뷰는 내용 분석으로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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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18)

특성 구분 실수(%) Mean±SD

연령(세) 25~29세 3(16.7)

33.06±3.918
　 30~34세 9(50.0)

　 35~39세 4(22.2)

　 40세 이상 2(11.1)

학력 고졸 5(27.8)

　 전문대졸 1(5.6)

　 대졸 10(55.6)

　 대학원 이상 2(11.1)

Ⅳ.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8명이었으며,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 연령으로 최소 연령 27세에서 최고 연령 40세로 나타났고, 30~34세

가 50%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5.6%(10명)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72.2%(13명)가 없었으며, 가족 수는 3명이 7명(38.9%), 4명이 8명(44.4%)이었다. 신

생아 집중치료실의 입원으로 인한 부담의 정도로는 ‘대체로 부담이 된다.’라고 답

한 경우가 10명(55.6%), ‘보통 부담이 된다.’라고 한 경우는 5명(27.8%)으로 대상자

의 절반 이상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답

한 경우는 3명(16.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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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18)

특성 구분 실수(%) Mean±SD

종교 기독교 9(50.0)

　 천주교 3(16.7)

　 무교 6(33.3)

직업 유 5(27.8)

　 무 13(72.2)

가족 수(명) 3명 7(38.9)

3.89±1.023　 4명 8(44.4)

　 5명 이상 3(16.7)

경제적 부담 대체로 부담됨 10(55.6)

　 보통으로 부담됨 5(27.8)

　 거의 부담되지 않음 3(16.7)

표 3. 대상자의 임신관련 특성                                        (n=18)

특성 구분 실수(%) Mean±SD

임신 희망 희망 17(94.5)

희망하지 않음 1(5.6)

임신 계획 계획함 13(72.3)

2. 대상자의 임신관련 특성

   대상자의 임신관련 특성은 <표 3>과 같다. 임신 희망에 대한 질문에는 

94.5%(17명)가 임신을 원하였고, 임신 계획은 ’계획함‘이 13명(72.3%), ’계획하지 

않음‘이 5명(27.8%)이었다. 임부 교실은 18명 중 3명(16.7%)만이 참여한 경험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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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임신관련 특성                                        (n=18)

특성 구분 실수(%) Mean±SD

임신 계획 계획하지 않음 5(27.8)

임부 교실 참여 유 3(16.7)

　 무 15(83.3)

3. 대상자의 아기와 관련된 특성

   대상자의 아기와 관련된 특성은 <표 4>와 같다. 출생 아기의 기대 성별의 일치

여부에서는 같은 경우가 8명(44.4%), 다른 경우가 3명(16.7%), 상관없음이 7명

(38.9%)이었다.

   첫 면회 시기는 ‘1일 이내’가 3명(16.7%), ‘1~2일 이내’가 11명(61.1%)으로 대부

분 2일 이내 첫 면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회 빈도는 ‘일주일에 1회’가 2명

(11.1%), ‘이틀에 1회’가 1명(5.6%), ‘하루에 1회’가 14명(77.8%)로 대부분의 대상자

가 이틀에 1~2회의 면회 빈도를 보였다.

   임신 주수는 최저 27주 3일에서 최고 41주로 나타났다. ‘30주 미만’이 1명

(5.6%), ‘30~33주’가 6명(33.3%), ‘34~37주 미만’이 6명(33.3%), ‘37주 이상’이 5명

(27.8%)으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출생 체중은 최저 930gm에서 최고 4.1kg

으로 ‘1kg 미만’이 1명(5.6%), ‘1~2kg 미만’이 8명(44.4%), ‘2~2.5kg 이하‘가 3명

(16.7%), ’2.5kg 초과’가 6명(33.3%)로 나타났다.

   출생 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9명(50%), ‘둘째’인 경우가 7명(38.9%), ‘셋째’와 

‘넷째’인 경우가 각 1명(5.6%씩)이었다. 입원 기간은 최저 10일에서 최고 82일이었

다. ‘20일 미만’이 3명(16.7%), ‘20~30일 미만‘이 6명(33.3%), ’30일~40일 미만‘이 3

명(16.7%), ’40일~50일 미만‘이 3명(11.1%), ’50일~60일 미만‘이 2명(11.1%), ’60일 

이상‘이 2명(11.1%)으로 평균 35일이었다. 고위험신생아 출산은 18명 중 2명

(11.1%)이 경험이 있었다. 아기 양육 지식 정도에서는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가 

4명(22.2%), ’보통이다.‘가 12명(66.7%),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2명(11.1%)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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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아기와 관련된 특성                                   (n=18)

특성 구분 실수(%) Mean±SD

기대 성별 동일 8(44.4)

　 다름 3(16.7)

　 상관없음 7(38.9)

첫 면회 시기 1~2일 이내 14(77.8)

　 3~5일 이내 3(16.7)

　 6일 이후 1(5.6)

면회 빈도 1회/주 2(11.1)

2~3회/주 1(5.6)

4~5회/주(1회/2일) 1(5.6)

　 6~7회/주(1회/일) 14(77.8)

임신 주수 30주 미만 1(5.6)

34.24±3.63
30~33주 6(33.3)

34~37주 미만 6(33.3)

　 37주 이상 5(27.8)

출생 체중 1kg미만 1(5.6)

2.3449±0.94261
1~2kg미만 8(44.4)

2~2.5kg이하 3(16.7)

　 2.5kg초과 6(33.3)

출생 순위 첫째 9(50.0)

둘째 7(38.9)

셋째 1(5.6)

　 넷째 1(5.6)

입원 기간 20일 미만 3(16.7) 34.78±1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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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아기와 관련된 특성                                   (n=18)

특성 구분 실수(%) Mean±SD

입원 기간 20~30일 미만 6(33.3)

30~40일 미만 3(16.7)

40~50일 미만 2(11.1)

50~60일 미만 2(11.1)

　 60일 이상 2(11.1)

NICU 경험 유 2(11.1)

　 무 16(88.9)

양육 지식 정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음 4(22.2)

보통 12(66.7)

충분한 지식을 가짐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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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1.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이 모성역할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1) 설문 조사 평가

   퇴원 동영상 교육이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

다. 모성역할 자신감은 최저 31점에서 최대 1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역할 

자신감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모성역할 자신감의 평균은 교육 전이 86.17점으로, 평균적으로 중간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퇴원 1주 후는 109.94점으로 23.77점 증가하였

다. 이는 대상자의 모성역할 자신감은 교육 전에는 보통수준을 보이나 교육 후 자

신감의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평균증가에 대한 t검증한 결과, p<.05으로 대상자의 모성역할 자신감에 유의미

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퇴원 교육이 모성역할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음을 드러내 준다. 그러므로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퇴원 동영

상 교육을 제공받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는 모성역할 자신감이 상승할 것이다.’라

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5. 모성역할 자신감(설문조사)                                        (n=18)

모성역할 자신감
Paired-t p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교육 전 86.17 19.080 31~155
-6.387 <.000

퇴원 1주 후 109.94 22.483 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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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시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평가

   (1) 첫 인터뷰 시(퇴원 교육 직 후)

   퇴원 동영상 교육이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

다. 모성역할 자신감은 최저 0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역할 자

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모성역할 자신감의 평균은 ‘교육 전’이 5점, ‘교육 후’가 6.83점으로 

1.83점 증가하였다. 즉, 대상자들은 모성역할 자신감이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상

승하였다고 표현하였다.

   평균증가에 대한 t-test 한 결과, p<.05으로 대상자의 모성역할 자신감에 유의미

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퇴원 교육이 모성역할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상자들의 주관적 표현 점수에서도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퇴원 동영상 교육을 제공받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는 모

성역할 자신감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6. 모성역할 자신감 주관적 점수(첫 인터뷰)                           (n=18)

모성역할 자신감
Paired-t p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교육 전 5.000 2.2945 0~10
-3.499 <.003

교육 후 6.833 1.5718 0~10

   (2) 두 번째 인터뷰 시(퇴원 1주 후)

   퇴원 동영상 교육이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

다. 모성역할 자신감은 최저 0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역할 자

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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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모성역할 자신감의 평균은 ‘퇴원 시’가 5.47점, ‘퇴원 1주 후’는 7.69점

으로 2.22점 증가하였다. 즉, 대상자들은 모성역할 자신감이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상승하였다고 표현하였다.

   평균증가에 대한 t검증한 결과, p<.05으로 대상자의 모성역할 자신감에 유의미

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퇴원 교육이 모성역할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퇴원 1주 후 측정한 대상자들의 주관적 표현 점

수에서도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퇴원 동영상 교육을 제공받은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는 모성역할 자신감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표 7. 모성역할 자신감 주관적 점수(두 번째 인터뷰)                      (n=18)

모성역할 자신감
Paired-t p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퇴원 시 5.472 2.2061 0~10
-7.144 <.000

퇴원 1주 후 7.694 1.4363 0~10

2.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이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

1) 설문 조사 평가

   퇴원 동영상 교육이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애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

지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아애착 

점수는 최저 25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높을수록 애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모아애착의 평균은 교육 전이 93.89점, 퇴원 1주 후가 94.83점으로 

0.94점 증가하였다. 평균증가에 대한 t검증한 결과, p>.05으로 모아애착에 유의미

한 증가가 있었다고 해석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퇴원 동영상 교육을 제공받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는 모아애착 점수가 상승할 것

이다.’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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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모아애착(설문조사)                                               (n=18)

모아애착
Paired-t p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교육 전 93.89 3.724 25~100
-2.389 .304

퇴원 1주 후 94.83 4.004 25~100

2) 인터뷰 시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평가 

   (1) 첫 인터뷰 시(퇴원 교육 직 후) 

   퇴원 동영상 교육이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모아애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

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모아애착

은 최저 0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아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모아애착의 평균은 ‘교육 전’이 6.61점, ‘교육 후’가 8.31점으로 1.67점 

증가하였다. 즉, 대상자들은 모아애착이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상승하였다고 표

현하였다.

   평균증가에 대한 t검증한 결과, p<.05으로 대상자의 모아애착에 유의미한 증가

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퇴원 교육이 모아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

미한다. 그러므로 대상자들의 주관적 표현 점수에서는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

점을 둔 퇴원 동영상 교육을 제공받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는 모아애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표 9. 모아애착 주관적 점수(첫 번째 인터뷰)                             (n=18)

모아애착
Paired-t p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교육 전 6.611 2.5237 0~10
-4.570 <.001

교육 후 8.306 1.4363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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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두 번째 인터뷰 시(퇴원 1주 후)

   퇴원 동영상 교육이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모아애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모

아애착은 최저 0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아애착이 높음을 의미

한다.

   대상자의 모아애착의 평균은 ‘퇴원 시’가 6.14점, ‘퇴원 1주 후’는 9.00점으로 

2.86점 증가하였다. 즉, 대상자들은 모성역할 자신감이 퇴원 시에 비해 퇴원 1주 

후 상승하였다고 표현하였다.

   평균증가에 대한 t검증한 결과, p<.05으로 대상자의 모아애착에 유의미한 증가

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퇴원 교육이 모아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

미한다. 그러므로 퇴원 1주 후 측정한 대상자들의 주관적 표현 점수에서도 ‘애착

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퇴원 동영상 교육을 제공받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

는 모아애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표 10. 모아애착 주관적 점수(두 번째 인터뷰)                            (n=18)

모아애착
Paired-t p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퇴원 시 6.139 2.4242 0~10
-5.726 <.001

퇴원 1주 후 9.000 .8911 0~10

   (3) 처치 시기에 따른 모아애착과 모성역할 자신감의 차이

   처치 시기에 따른 모아애착과 모성역할 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 그림 2>와 같다. 모성역할 자신감은 교육 전 5.0±2.29점에서 교육 후 6.83±1.57

점으로 상승하였고, 퇴원 시에는 5.47±2.21점으로 하락하였다가 퇴원 1주 후에 

7.69±1.44점으로 상승하였다. 이를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성역할 자신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퇴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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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교육을 제공받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는 모성역할 자신감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F=16.24, p<.001). 

   모아애착은 교육 전 6.61±2.52점에서 교육 후 8.31±1.44점으로 변화하였고, 퇴

원 시에는 6.14±2.42점으로 하락하였다가 퇴원 1주 후에는 9.0±0.89점으로 상승하

였다. 이를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아애착은 유의한 차

이가 있어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퇴원 동영상 교육을 제공받은 고위

험신생아 어머니는 모아애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F=15.26, 

p<.001). 

표 11. 처치 시기에 따른 모아애착과 모성역할 자신감(인터뷰)             (n=18)

교육 전 교육 후 퇴원 시 퇴원 1주 후
F p

Mean±SD Mean±SD Mean±SD Mean±SD

모성역할 

자신감
5.0±2.29 6.83±1.57 5.47±2.21 7.69±1.44 16.24 <.001

모아애착 6.61±2.52 8.31±1.44 6.14±2.42 9.0±0.89 15.26 <.001

그림 2. 처치 시기에 따른 모아애착과 모성역할 자신감(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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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터뷰와 상담 내용 분석

1. 모성역할 자신감에 관한 표현

   18명의 대상자 중 10명 이상의 대상자가 모두 처음에는 뭐든지 낯설고 두려

웠는데 지금은 아기에게 익숙해지고, 아기도 집안 환경에 적응한 듯 하다라고 

표현하며 첫 번째 인터뷰와 두 번째 인터뷰에서 모두 양육 자신감의 상승을 보

고하였다.

   그 중 한 대상자는 아기가 아직 많이 작아서 불안하다는 표현과 함께 퇴원교

육을 받으니 막연하다가 어느 정도 개념이라는 것이 인지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

고 하였다. 앞서 3명의 아이를 키워봤지만 이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났기에 불안함

이 컸으나 이 동영상 교육을 받았더니 안정이 되면서 조금 덜 불안해 졌다고 하

며 양육 자신감의 상승을 나타내었다. 퇴원 1주 후 시행한 두 번째 인터뷰에서 

“키워보니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교육 내용이 대부분 생각이 났어요. 교육을 

들을 때는 생각이 안 날 듯 했었는데 키울 때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

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 “교육을 받을 때 막연하고 설문지 할 때 굉장히 자신이 

없었는데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서 해보니까 마음이 편하고, 아기를 키우면서 동영

상에서 이거 봤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

게 되고 안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넷째 아기인데 이걸 꼭 들어야 하나 싶었는데, 

듣고 나니 너무 좋았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컸는데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라고 표현하며 모성역할 자신감의 상승을 보고하였다. 

   반면에 18명의 대상자 중 4명의 대상자는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직후 “잘 할 수 있을까 더 걱정이 된다.”, “이제는 집에서 아기를 돌봐야 되

니까 걱정스러워요. 동영상에 보이는 증상들을 보이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이 

되요.”, “동영상을 보고 나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가아서 겁이 나요.”

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안 본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교육을 받기 전에는 하

나도 몰랐었는데...”, “그래도 자신감이 생겨요.”라며 교육을 받기 전과 후를 비교

하여 아기 양육의 자신감 점수는 상승하였다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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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상자 중 1명은 교육을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아기 양육의 자신감 

표현 점수에서도 감소하였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퇴원 1주 후 시행한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양육 자신감이 상승하였다고 표현하였다.

2. 모아애착에 관한 표현

   18명의 대상자 모두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전보다 제공받은 

후 모아애착관계는 증진되었으며 교육을 통해 아기와의 상호작용, 애착관계 증진 

방법을 배웠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퇴원 1주 후에도 교육은 아기와의 애착관계 증

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상자 모두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 모아애착이 증

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61.1%(11명)의 대상자가 모아애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인터뷰(퇴

원교육 직후)에서 ”떨어져 있었으니까 많이 만져보고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그

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이 전에 키우던 위의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전 아이들은 좀 울더라도 지켜보곤 했었는데, 이 아이는 바로 즉각적

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며 

”교육을 받기 전에는 ‘내가 (좋은 애착관계 형성을)할 수 있을 까?’라는 생각으로 

반신반의 했는데, 교육 받고 나니 더 상승했어요.“라고 표현하였다. 또 다른 대상

자는 어머니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어

요. 엄마와 애착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었으니까 애착관계를 잘 형성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좋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요.”, “일단 많이 안아주고 싶어

요. 아직은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했으니까 아기의 성향을 잘 모르는데 얼른 파악

해서 아기의 신호를 빨리 알아채서 그때 그때 얼른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요.”라고 표현하며 모아애착에 관한 관심과 소망을 나타내었다. 

   반면 22.2%(4명)은 첫 번째 인터뷰에서 “교육 받기 전에는 애착에 관해 아무 

생각 없었는데 받고 나서 조금 알게 되었어요.”, “아직 모르는 게 많고 막연히 아

기를 예뻐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듣고 나니 ‘좀 많이 알아야 겠구

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애착형성은 되어 있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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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한데,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어떡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라고 표현하였다. 이

는 다음과 같이 모아애착의 개념에 대해 알지 못하였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모아

애착 증진을 위한 방법을 몰랐음을 알 수 있다. 본 퇴원 동영상 교육을 통해 모아

애착에 관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명의 대상자 중 모든 대상자가 퇴원 1주 후 시행한 두 번째 인터뷰에서 ”집

에 와서 마사지도 많이 해주고, 아기에게 얘기도 많이 걸어주고, 말이 놀아줬더니 

애착관계가 많이 상승했어요.“, ”교육 받을 때 막연하고 설문지 할 때 굉장히 자

신이 없었는데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서 해보니까 마음이 편하게 애착관계도 훨씬 

좋아지더라구요.“,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그걸 보고 척하면 척이 됐어요.“, 

“아기와 계속 마주보고, 밥도 눈을 마주치면서 먹이고, 배운 마사지도 해주고 하

다보니까 실감이 나면서 ‘이 아이가 내 자식이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아기가 

울면 어떨 때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놀고 싶구나 하는 걸 좀 더 잘 알아요.”, “아

기가 저를 안다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

는데 아기가 제 품을 안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승한 것 같아요.”라고 표현해 모아

애착 증진과 교육의 만족을 크게 표현하였다.

   50%(9명)의 대상자가 첫 인터뷰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으로 수면상태 이해

하기(아기 신호 이해하기), 아기의 반응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무엇을 의미하는지), 

아기와 놀아주는 것, 아기 기분 이해하기 등을 꼽았다. 또한 38.9%(7명)의 대상자

가 “아팠을 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엄마와 같이 마사지 하면서 교감을 

느끼고 하는게 더욱 중요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마사지 요법이 더욱 크게 다가왔

어요. 아기의 신호 이해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였다. 

   퇴원 일주일 후 측정한 두 번째 인터뷰에서 ‘1주일동안 육아를 담당해 본 결과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라는 질문에 61.1%(11명)이 아기 기분 이해하기, 우

는 이유에 대해 알려준 것, 아기가 엄마와 함께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 할 때와 그

냥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를 보여 줬던 아기 신호이해하기 등을 꼽으며 모아애착관

계 증진을 보고하였다. 또 다른 대상자(38.9%)는 모아애착 증진을 돕는 마사지를 

꼽으며 모아애착관계 증진에 긍정적인 표현하였다. 이는 일주일 양육 결과 모아애

착관계 증진에 대한 정보 제공이 대상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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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평가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후 11개 항목의 개방형 질문지와 퇴원 1주 

후 시행한 7개의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대상자들이 보고한 퇴원 교육에 대한 주

관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시청 소감에 대해서 ‘막연했었는데 조금씩 인지

되는 것 같다(유익했다).’ 38.89%(7명), ‘정말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33.33%(6명)으

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퇴원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22.22%(4명)은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더욱 걱정이 

된다.’라고 응답하였다.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기 전 기대한 퇴원 교육 내용에 대해서

는 83.33%(15명)이 ‘궁금한 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었다.’ 혹은 기대한 것으로 교육

내용을 재언급하여 대부분의 대상자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구두 만족도 점수(10점 만점)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8.03점을 기

록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퇴원 1주 후 시행한 두 번째 인터뷰에서 퇴원 교육

이 육아에 도움이 된 정도(10점 만점)에서는 평균 7.53점을 기록하여 본 연구에서 

시행한 퇴원 교육이 퇴원 후 육아와 모아애착관계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퇴원 교육을 제공받은 직 후 시행한 첫 번째 인터뷰에서 질문한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이 육아와 아기와의 애착 형성에 도움 정도(10점 만점)에 대해서는 

평균 7.83점을 표현하여 상당수가 ‘도움이 될 것 같다.’, ‘많이 배웠다.’, ‘몰랐던 정

보가 들어있어 좋았다.’라고 응답하였다. 

   퇴원 교육을 제공받은 직 후 시행한 첫 번째 인터뷰에서 질문한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으로는 72.22%(13명)이 증상에 따

른 대처요령, 아픈 경우 대처요령,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 등의 이상 증상 대처요

령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50%(9명)가 아기 신호 이해하기(감정, 수면 상태 

등)를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으로 언급하였으며, 38.89%(7명)은 모아애착관

계 증진을 돕는 마사지를 언급하였다.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을 중복으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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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대부분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아기 신호 이해하기’, ‘아기 기분 이해하

기’, ‘수면의 양상’, ‘아기 감정에 관한 신호 알아주기’등이 가장 좋았다고 다양한 

언어로 아기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가장 좋았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모아애

착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이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 

퇴원 1주 후 시행한 두 번째 인터뷰에서 퇴원 후 일주일동안 육아를 담당해 본 

결과 제공받은 퇴원 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라는 질문에 ‘아기 신호이해하

기’를 가장 많이(61.11%, 11명) 꼽았고, 그 다음으로 50%(9명)가 구토와 역류 시 

대처요령, 아기 트림시키기를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모아애착관계 증진을 돕

는 마사지가 38.89%(7명)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딸꾹질(11.43%)에 관하여 언급

하였다. 즉, 퇴원 교육 직 후와 퇴원 1주 후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된 부

분은 아기와의 애착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모아 상호작용에 관한 부분인 것으

로 나타났다.

   퇴원 교육을 제공받은 직 후 시행한 첫 번째 인터뷰에서 질문한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한 점으로는 38.89%(7명)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22.22%(4

명)는 수유 자세나 기저귀 가는 법 등의 직접적인 양육, 간호에 대한 내용을 꼽았

다. 또, 16.67%(3명)는 예방접종에 대해 언급하였고 기타(22.22%)로는 정상 발달 

단계, 미숙아와 정상아의 차이점, 감염 예방을 위한 활동, 캥거루 케어 등이 있었

다. 또, 퇴원 1주 후 시행한 두 번째 인터뷰에서 질문한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

램의 부족한 점으로는 50%(9명)가 없다고 대답했고, 22.22%(4명)가 아기가 울거나 

보챌 때 달래는 요령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외의 의견으로는 아기의 기본 관리, 

캥거루 요법, 모유수유가 있었다.

4. 질문과 상담

   대부분의 대상자 두 번째 인터뷰에서 동영상 교육뿐만 아니라 상담 시 “심적

인 위안이 많이 되어 아기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견과 교육에 기

대하였던 것이 모두 들어있었다며 특히 “첫 아기를 낳은 엄마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다며 정말 좋은 것 같다.”라며 교육과 상담에 큰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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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교육을 아버지들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이며 이 교육의 

필요성과 확대 적용을 요구하였다. 그 외의 표현으로는 교육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며 새록새록 옛날 생각나면서 감동이 왔다고 표현하였다. 

   추가 질문으로는 88.89%(16명)이 모유수유, 수유 양, 수유 후 트림시키기 등 아

기 수유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55.56%(10명)가 아기의 전반적 건강상태에 관하여 

추가 설명을 듣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그 외 질문으로는 목욕, 미숙아 망막증을 

포함한 시력, 아기 검사 결과, 마사지, 예방 접종 등이 있었다.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들과의 전화 녹취록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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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아애착 증진을 위한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모성역할 자신감과 모아애착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모성역할 자신감과 모아애착

1) 모성역할 자신감

   고위험신생아의 어머니는 양육 자신감이 고위험신생아의 입원기간 동안 낮은 

자신감을 보이며, 퇴원 후 1주일에 최저점을 기록하며(Steele, 1987; 채선미, 2001), 

그 이후의 시간부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조결자, 이군자, & 이옥자, 

1999)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고위험신생아 어머니가 아이의 입원기간 중에는 빨리 

아기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아기를 돌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기를 돌보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자신이 그것을 잘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함께 있어 자신감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

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고위험신생아가 퇴원한 후 실질적으로 양육에 참여

하면서 어머니는 퇴원 후 일주일동안 적응기를 갖게 되며 그 적응기 동안 많은 

시행착오들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당황하고, 자신은 아직 부족하다는 감정

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에 오는 절망감을 느끼며 양육 자신감은 감소

한다(채선미, 2001). 

   이에 본 연구자는 고위험신생아의 어머니에게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을 준비

하는 시점에 양육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롤 모델을 제시하여 자세, 행동 교

정을 동시에 가능한 상징적 연습을 할 수 있는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퇴원 교육 후 인터뷰와 퇴원 1주 후 인터뷰를 통해 대상자의 궁금증 해결과 상담

을 함께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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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실시한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중재는 모성역할 자신감을 유의

하게 상승시킨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고위험신생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고위험신생아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위험신생아를 양육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

게 하여 모성역할 자신감과 함께 양육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권희경과 권미경(2007)의 소책자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퇴원 1주일 

수 지지간호를 제공하는 퇴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미숙아 부모의 모성

역할 자신감을 증대시켰다고 결과와도 같다. 송안숙, 박인혜와 주애란(2007)은 전

화 상담을 이용한 지지간호를 적용하여 미숙아 어머니의 아기 돌보기 자신감이 

증가되었다고 보관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뿐만 아니라 최효신(2010)도 미숙아 어

머니에게 퇴원준비기간과 퇴원 당일에 걸쳐 파워포인트 자료와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을 3회 실시하고 퇴원 1주 후 전화 상담을 통한 지지를 시행한 결과 모아애

착이 증진되고, 양육 자신감이 상승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Broedsgaard와 Wagner(2005)는 미숙아와 부모의 퇴원 당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체계적인 지지 중재가 미숙아 부모의 아기를 돌보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으며, 퇴원 후에도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적 연결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연결망 자원으로서 신생아 중환자실

의 간호사의 조정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에 퇴원 1주 후 전화 상담을 통해 시행된 

지지 중재는 효과적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육과 정서적 지지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중재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퇴원 후 1주일에 모성역할 자신감의 최저점을 기록하므로 본 연구에

서 시행된 퇴원 후 시행된 전화 상담 또한 효과적인 중재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퇴원 1주 후 고위험신생아 양육과 모아애착관계 증진을 위한 재교육 및 상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대상자들은 고위험신생아 육아에 있어 직접적인 간호와 관리, 고위험신생아

인 자신의 아기만의 특별한 특징을 듣고 싶어 한다. 이는 동영상 교육을 시행한 

후에는 그러한 대상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교육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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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아애착

   조기 출산인 경우 분만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산모와 가족들은 당황하게 되고, 

정보부족 등으로 불안이 증가하여 임신기간 동안 기대했던 모아관계가 무너지게 

된다.(최양자 & 조결자, 2000). 또한 고위험신생아의 어머니는 출산 후 아기보다 

먼저 퇴원하고 아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함에 따라 고립감, 상실감, 자기 

비하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임지영, 1996).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병원에

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아기를 안아보고 만져보는 등의 행위를 권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어서(신현정, 2004) 접촉, 상호작용의 부족과 고위험신생아의 외모와 발달기

적 특성에 기인하여 모아애착 형성이 어렵다(Zabielski, 1994). 장기입원으로 인한 

모아 분리는 고위험신생아를 둔 어머니가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원으로(Nystrӧm 

& Axelsson, 2002), 고위험신생아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은 모아 상호관계와 안

전한 애착형성을 방해한다(Wigert, Johansson, Berg & Hellstrӧm, 2006).

   국내 연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연구들에서도 영아의 행동을 이해하고 모아

상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elynk, Feinstein & 

Fairbank, 2002; Loo, Espinosa, Tyler & Howard, 2003; Preyde & Ardal, 2003; 안

영미 & 김미란, 2005; 최용백, 2005; 박은숙, 2006; 장미영, 2009; 최효신, 2010; 라

진숙, 2011). 그러므로 고위험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신생아에게 모아애착 증진 프

로그램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고위험신생아의 어머니에게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을 준비

하는 시점에 모아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퇴원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의 점수 상승은 있었으나 통계적으

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퇴원 교육 프로그램 적용 직후 실시한 인터뷰와 퇴

원 1주 후 시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대상자 모두 애착관계가 증가하였음을 보고 

하였고, 모아애착관계 향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인터

뷰를 통해 구두로 측정한 모아애착의 점수에서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적

용하기 전, 후 그리고 퇴원 1주 후의 모아애착에 관한 점수가 높아지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F=15.26, p<.001). 이 결과는 고위험신생아에 대한 정

보와 아기의 신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아애착을 증진하기 위한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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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해 교육하여 어머니와 아기 간에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을 권장함으로써 모아애착관계 증진에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즉 모

아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이 고위험신생아 어머

니들에게 고위험신생아의 신호를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는 

곧 모아애착 증진을 도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용백(2005)이 E-mail을 이용하여 아기의 사진과 체중과 수

유량에 대한 미숙아 정보를 제공한 후 모아애착의 증진되었음을 보고한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안영미, 김미란(2005)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방문횟수

와 모아상호노출을 의미하는 촉각적 노출인 ‘어머니와 아기의 피부 접촉’ 및 청각

적 노출인 ‘어머니가 아기에게 향한 음성적 접촉’이 많을수록 모아애착과 모성자

존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효신(2010)이 미숙아 어머니에게 

퇴원준비기간과 퇴원 당일에 걸쳐 파워포인트 자료와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을 3

회 실시하고 퇴원 1주 후 전화 상담을 통한 지지를 시행한 결과 모아애착이 증진

되고, 양육 자신감이 상승하였다는 보고와도 같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다음은 본 연구결과가 갖는 간호학적 의의를 간호의 연구 및 실무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아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퇴원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증명하였다. 이는 기존의 기본적인 아기 돌보는 

기술에 초점을 둔 퇴원 교육이 아닌 모아애착증진을 중점을 둔 퇴원 교육 프로그

램을 적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간호사가 퇴원 교육을 행

하는 바탕과 경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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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퇴원을 준비하는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아애착관계 형성

을 증진하는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퇴원을 준비하는 시점에 제공하여 고위

험신생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과 애착관계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설계는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6원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K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로서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총 18명이었다. 

   퇴원 교육은 퇴원 0~7일 전에 실시하였으며, 퇴원 교육을 받기 전에 사전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한 후 애착관계 형성을 증진하는 퇴원 동영상 교육

을 제공하였다. 사후 조사 1(인터뷰)은 퇴원 동영상 교육 직후 실시하였으며, 사후 

조사 2는 고위험신생아의 퇴원 7~9일 후 전화 상담을 통해 실시하였다. 전화 상담 

시 두 번째 설문조사와 두 번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로, 실험 처치로는 라진숙(2011)이 개발한 미숙아 어머니를 위한 모아

상호작용 중심의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모성역할 자신감 측정도

구는 Pharis(1978)의 모성역할자신감 측정 도구 13문항을 토대로 장영숙(2004)이 수

정 보완한 35문항 도구를 다시 수정하여 최종 31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모아

애착 측정은 Muller(1994)가 고안한 모성애착 도구(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를 토대로 한규은(2001)이 번안 수정 보완한 도구를 다시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ired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 1가설인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퇴원 동영상 교육을 제공받은 고

위험신생아 어머니는 모성역할 자신감이 상승할 것이다.’는 설문조사에서와 인

터뷰 조사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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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가설인 ‘애착관계 형성 증진에 중점을 둔 퇴원 동영상 교육을 제공받은 고

위험신생아 어머니는 모아애착이 상승할 것이다.’는 설문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터뷰 조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지지

되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에게 제공한 모아애착증진을 위한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의 모성역할 자신감을 높이고, 

모아애착관계 형성을 돕는 효과적인 간호중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

생아 집중치료실 퇴원을 준비하는 시점에 비디오 시범 교육 중재방법을 활용한다

면 퇴원 후 고위험신생아의 육아와 관리 뿐만 아니라 모아애착 증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제  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 측면, 실무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실무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는 앞으로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를 위하여 정보와 지지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숙아 어머니를 위한 모아상호작용 중심의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은 고위험신생아 어머니에게 효율적이고 유용하므로 적극

적으로 꾸준히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3) 가장 취약한 시기인 퇴원 후 일주일 후에 대상자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도

록 도와 줄 수 있도록 전문 간호사들의 상담과 지지가 필요하다.

 4) 퇴원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5)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를 통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을 볼 때  

모아애착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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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특정지역 종합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퇴원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퇴원 동영상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였으므

로 연구를 확대, 해석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본 연구는 유사실험 연구로 연구 대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대상자의 모성역할 자신감과 모아애착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인 외생 

변수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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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Video Discharge Education Program for Mothers 

of High Risk Infants on Mother-Infant Attachment

KIM, Ki-Eun

Department of Child Health Nursing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video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maternal infant attachment for mothers of 

high-risk newborns at NICU. The research design employed one group pre-post 

test. A total of 18 mothers of infants admitted to NICU at K hospital located 

in Seoul from June 4 to December 6 2012 participated in the study.  

   A survey on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attachment relationships using a 

questionnaire was done before the education.  After the education using video 

discharge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mother-infant interaction by La(2011),  

survey was conducted again by interview. A follow up telephone survey was 

conducted on 7-9 days after discharge. 

   Maternal Role Confidence was measured with Jang's (2004) measurement 

and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Han, 2001) was used to measure 

maternal infant attachment.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8.0 

version by paired t-test, and ANOVA. Content analysis was done with the 

interview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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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First hypothesis, "maternal confidence will increase significantly after the 

education” is supported by the results of surveys and interviews.

2. Second hypothesis, “maternal infant attachment will increase after the 

education" is supported by the result of interviews, but not by surveys.

   In conclusion, a video discharge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mother 

infant interaction for the mothers of the high risk infants were effective in 

promotion of maternal and infant attachment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It 

is strongly suggested to provide a discharge teaching to mothers of infants 

emphasizing mother and infant interaction using a video program. Also, 

duplication of this research with more sample is suggested. 

keywords: maternal infant attachment, maternal role confidence, discharge education, 

NICU, high risk i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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