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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미 숙 아 를  출 산 한  어 머 니 의 양 육 스 트 스

   본 연구는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악하고 어머니와 아동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 스 련요인 확인을 해 시도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2012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20일까지 서울소재 Y 학병원에서 미숙아로 태

어나 신생아집 치료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교정연령 4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아 어머니 36명을 상으로 최종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자가보고식 설문지

로 연구자의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된 어머니와 아동의 일반  특성, 아동의 발달 

상태를 평가하기 한 K-ASQ (Korean version of 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 어머니 양육스트 스 측정을 해 Abdin (1990)이 개발한 PSI를 

김동희(1997)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 다. 우울정도 측정을 해 Beck과 

Rush (1967)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를 한홍무(1986)가 번

역한것을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

계, t-test, ANOVA, 피어슨 상 계 방법으로 분석하 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숙아 어머니 평균 연령은 34.5세이고 산이 52.8%, 학교 졸업 이상 

88.9%, 업주부 55.6%이었다. 종교를 가진 상자가 50%, 평균 결혼기간은 

4.7년 이었다. 월수입 만족도 보통이 61.1%, 주거상태 세가 55.6%를 차지

했으며, 동거 가족수 2～3명이 47.3%이었다. 동거가족과의 계에서 부부가 

83.3%, 건강상태 보통이하가 44.4%, 결혼에 만족한다가 72.2%이었다. 양육

조력자로 남편이 72.2%를 차지했으며 양육지원정도 보통이하가 55.6%,  사

생활 여유에서 아니오 86.1%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정보지원을 받는지에 

해 아니오 86.1%이었으며, 경한 우울상태에 있는 상자가 41.7%이었다.

      아동 평균 교정연령은 7개월 3주 5일, 평균 재태연령 8개월, 평균 출생시 체

 1777gm이었다. 여아 58.3%, 출생순  첫째 58.3%, 단태아가 80.6%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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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평균재원일수는 53일 이었으며 입원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9.4%이

었다. 교정 연령에 따른 재 체 의 백분 수에서 25 percentile이상-75 

percentile 미만이 체의 41.7%이었으며, K-ASQ에 의한 발달지연의심아동

은 22.2%이었다. 그  개인-사회성 역에 있어서의 발달지연의심이 13.9%

이었다.

  2.  미숙아 어머니 양육스트 스 평균은 최고 175   74.639±17.570로 양육스

트 스가 있는 수 이었으며, 양육스트 스 하부 역인 부모스트 스 역 

32.417±8.580,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역 21.667±6.928, 부모-자녀의 역기능

 상호작용 역 20.556±6.610 순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에게 사생활 여유(t=2.684, p<.05)가 있을 때에 양육스트 스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주거상태가 자택(t=-2.228, p<.05)일 경우와 지역

사회로부터 자녀양육에 한 정보지원을 받은 경우(t=2.855,  p<.05)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다.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특성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어

머니 우울정도와 총 양육스트 스(r=.569, p<.01), 하부 역인 부모스트

스(r=.669, p<.01), 부모-자녀의 역기능  상호작용(r=.426, p<.01)간에는 정

 상 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미숙아 어머니 양육스트 스 감소를 해 어머니 사생활 

여유 증가를 한 책 마련, 지역사회로 부터의 정보지원, 우울정도 감소를 한 

사회  지지 확보 그리고 아동의 건강 리에 한 정보제공  발달상태 평가를 

한 부모 교육 등의 간호 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미숙아 어머니, 양육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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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  연 구 의 필 요 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재태 주령 37주 미만의 아를 미숙아라고하며,  여

성의 극  사회 활동으로 인한 임신과 분만 령기를 넘긴 결혼의 증가,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  여건이나 자기개발 등의 이유로 임신을 미  산모나이의 고령화 

추세는 미숙아 출생의 주된 요인  하나이며 이러한 상의 지속은 앞으로도 미숙

아의 출생률이 계속 증가할 것을 측하게 한다. 2011년 체 출생아의 6.0%(28,097

명)가 37주미만 미숙아로 10년 (23,797명)에 비해 2%가량 증가했으며 재까지 

지속 으로 증가 경향을 보인다고 발표한 2012년 통계청 출생통계보고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통계청, 2012).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신생아집 치료실의 최첨단 의료 장비의 확충과 새

로운 약제  시술의 용으로 과거에 비해 미숙아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

들의 생존률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러한 신생아집 치료 역의 발 은 재까지

도 꾸 한 발 을 이루어오고 있다( 한신생아학회, 2008). 하지만 신생아집 치료

역의 발 에 비해 집 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정  

부모-자녀 계 형성을 한 지지체계가 잘 구축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안 미, 

2004).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 양육 기술이나 지식의 단 과 기혼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자녀 양육에 한 비 부족은 건강한 만삭 신생아를 출산한 어머니라 할지

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정상 유아 어

머니를 상으로한 양육스트 스 조사 연구에서 양육 스트 스가 평균이상의 높

은 수 으로 인지되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느끼는 무력감과 스트 스는 어머니의 

공격성을 증가시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  향을 미친다(김미 , 박동 , 

2009).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의 경우 미숙한 아기의 출산으로 인해 실패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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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두려움, 죄의식과 같은 감정들을 경험하며, 특히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집 치

료실에 장기간 입원으로 인한 분리감과 퇴원 후 미숙아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에 

한 어머니 역할에 큰 스트 스를 느낀다(Hooper, 2000). 이 듯 미숙아를 출산

한 어머니의 경우 정상 신생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에 비해 미숙아의 치료  합병

증과 미성숙으로 래된 발달학  문제들로 인해 부수  스트 스가 가 되어 자

녀 양육스트 스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보고된다(김소 , 권미경, 2005).

   재 국내에서 수행된 양육스트 스 련연구는 주로 정상 유아 어머니 

는 아기 이후의 아동을 상으로 분석한 반면 자녀 양육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

과 부담을 지닌 미숙아 양육스트 스 련요인 분석에 한 체계  근이 미약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정도를 악하고, 아

동의 일반 , 발달  특성과 미숙아 어머니의 인구, 사회, 심리  특성에 따른 양

육스트 스  향요인을 분석해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감소를 한 근

거자료 확보를 해 시도되었다. 이는 궁극 으로 미숙아의 성장발달을 돕고 미

숙아 어머니의 건강증진과 모아 계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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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 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정도와 양육스트 스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련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양육스트 스 감소 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함이다. 이에 한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확인한다.

   둘째,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과 양육스트 스와의 상 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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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  정 상  유 아  부 모 의 양 육 스 트 스

   아란 1세 미만의 아동을 지칭하는 말로서 아기의 건강은 이후의 생의 주

기에 걸쳐 발달에 지속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다(Hertzman & Weins, 

1996). 이 시기의 어머니는 아의 가장 가까이에서 상호작용하는 상이며, 아

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발달을 뒷받침하는 핵심  존재이며(방경숙, 2000), 한 

출산으로 인한 산후 조리  양육과 련된 스트 스를 정상  기로 받아들이

는 환의 시기에 있다(조규  외, 2004). 어머니가 되기 이 에 수행해 왔던 일련

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통합하기 해 심리 으로나 신체 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양육의 책임과 함께 자녀 양육으로 인한 재정  부담의 증가,  

개인 사생활의 감소등 많은 생활의 변화가 따른다(김동희, 1997). 특히 양육경험이 

없는 산모의 경우 임신 기간동안 부모 역할에 한 훈련이 없고 출산 후에도 

책임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기간 없이 즉시 24시간의 임무로 아기를 돌볼 책임을 

지게 되어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혼란과 좌 을 경험한다(이자형, 1994). 

그러므로 어머니와 가족 모두가 새로운 변화에 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정 으

로 받아들이기 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희생이 필요하다. 

   양육스트 스란 자녀의 양육으로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정도나 부담감과 함께 

자녀와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성가심, 짜

증, 어려움 등으로 정의되며,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녀의 응에까지 향을 다

는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안지 , 2001). 정상 유아 어머니를 상으

로 한 Abidin (1990)의 PSI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에 의한 양육스

트 스 조사연구에서 김미 , 박동 (2009)의 연구에서 양육스트 스 최고 175  

 평균 81.86±17.73로 양육스트 스가 있는 수 으로 측정되었고, 김소 (2005)

의 연구에서는 5  만 에 평균 2.18±.49, 김희순 외(2005)의 연구에서는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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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로 나타났다. 그리고 Crnic and Greenberg (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 

양육스트 스 도구에 의한 유아의 양육스트 스는 최고 60   평균 26.26±5.57

로 나타났다(이 미, 2009). 이러한 부모의 양육스트 스는 아에게 따뜻하고 민

감한 반응  보살핌의 결핍과 부 한 모아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부정  결과

를 래하며,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 , 사회  문제의 원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Assel et al., 2002). 구체 으로 자녀의 공격  반응과 문제행동을 증가시키

고(Crnic & Acevedo, 1995), 아의 어휘 발달수 에도 부정  향을 미친다(임

순화 & 박선희, 2010). 김 미와 도 심(200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부모역할을 

하는데 고통을 많이 느끼고 부모-자녀 간 역기능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 스

를 많이 지각할수록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극  참여를 하지 않고, 일 된 규제

를 하지 못하며, 합리 인 지도를 게 한다고 보고했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낮을수록 자녀에게 합리 으로 지도하며 애정 이고 일 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양육스트 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권 주의 이거나 과보호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낸다고 한다. 김미정(201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양육스트 스

를 게 지각할수록 애정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양육스트 스를 높게 지각

할수록 권 주의  통제  양육행동과 허용. 방임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하 다. 그러므로 양육스트 스는 아동의 발달에 큰 향을  수 있는 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어머니 역할 수행에 자신감과 만족도 증진을 한 양육스트 스 완화요인들을 

확인하고 용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결국 어머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 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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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 숙 아  는  체  출 생 아  부 모 의 양 육 스 트 스

   미숙아의 출산은 부모와 가족에게 기치 못한 스트 스원이 되며 신생아집

치료실에서의 입원 한 아기의 생존 가능성, 합병증 발생가능성, 장기간 분리등으

로 어머니에게 불안, 죄책감, 망감,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와 다양한 스트 스

를 경험하게 한다(Affonso, 1992). 실제로 미숙아에게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가

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숙아 만성 폐질환, 뇌출 후 수두증, 뇌실 주  백질연화

증, 그리고 미숙아 망막병증 등을 들 수 있으며, 신경발달학  측면에서는 뇌성마

비, 지 장애, 시력  청력이상 등의 합병증이 있다(마태호 외, 2003). 이와같은 

합병증들로 인해 미숙아로 출생한 아동은 성장해 가면서 발달상의 건강문제를 

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육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상된다. 실제로 체 미

숙아는 퇴원 후에도 지속  건강문제를 지니게 되고 첫 1년 동안 재입원율이 높

고, 언어, 학습 부진 등 신경발달학  문제에 한 험이 높기(Blackburn, 1995) 

때문에 체  미숙아를 양육하면서 생리 으로 미숙한 아이에 하여 정신 으

로나 신체 으로 비가 되지 않은 어머니는 부모, 아이  환경  스트 스 요소

들로 인해 정상아와 비교하여 볼 때 부모로서 역할장애를 더 느낀다(Crnic et al., 

1983). 한 미숙아는 신경학 으로 미성숙하고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잘 먹지 못

하고, 덜 수용 이며 행동을 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Gennaro, S., 

Brooten, D., Roncoli, M., & Kumar, S. P., 1993), 어머니가 아기의 행동을 해석하

기 어렵고 정상아보다 더 많은 돌보기를 필요로 한다(이자형, 1994). 

   체  출생아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신생아집 치료실에 입원하게 되면서 

어머니가 생각했었던 아이에 한 기 가 슬픔과 상실로 변화하게 되고 경제  

문제, 가족의 생활 변화, 아이의 미래, 퇴원 후 아이 양육에 한 두려움을 경험한

다(Schneiner et al., 1985). Bruder & cole (1991)의 연구에서도 체  출생아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 어머니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두려움, 비 부족감으로  다른 상황  기에 직면해 스트 스 수 이 한층 더 

높아진다고 보고하 다. 신생아 집 치료실을 퇴원한 체  출생아 부모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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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는 정상체  출생아 부모의 양육스트 스에 비교해 상 으로 높은 수

의 스트 스가 지속되며, 이러한 양육스트 스는 추후 아의 발달 상태와 행동

에도 연 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체  미숙아 어머니와 만삭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를 비교한 김소 (2005)의 연구에서 체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생후 1개월경 미숙아 어머니는 만삭아 어머니보다 심리

 고통과 양육스트 스를 더 많이 겪는다(Lynn, T. singer et al., 1999)는 연구결

과가 있는 반면 Peter H. Gray, Dawn M. Edwards, Michael J. O'Callaghan and 

Monica Cuskelly (2012)의 연구에서는 기 아기(교정연령 4개월)동안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만삭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 비교시 큰 차이가 없

으나 교정연령 4개월 이후부터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신생아

기 동안 체  출생아의 부모는 정상체  출생아의 부모보다 더 많은 스트 스

를 받으며, 이러한 스트 스는 집 치료실에 있는 아이의 상태가 할수록 훨씬 

더 증가한다(Pederson et al., 1987). 하지만, Ann L. & Robson (1997)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발달 상태와 아-부모 계의 질은 신생아 집 치료실에 입원해

있는 아동 질환의 도를 넘어 양육스트 스에 큰 향을 미친다고 한다. 

   선행 연구에서 체  출생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원인으로 아이를 다루는 

지식과 기술부족, 아이의 요구에 한 처 방법의 미숙, 기 귀 발진, 수유, 트

림 방법 등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 부족, 아이의 발달과 건강 상태, 

발달지연으로 인한 불확실한 아이의 미래 등으로 나타났다(이자형, 1994; 김희순, 

1995; Robson,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미숙아와 어머니 자신 그리고 그 가족 모두에게 

기를 가져다주므로 이를 효과 으로 재하기 해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정도를 정확히 악 후 양육스트 스에 향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한 체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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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양 육 스 트 스  련 요 인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특성과 아동의 특성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련요인  먼  어머니의 특성에 한 내용을 살펴보

면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스트 스가 높게 나타나며(Mercer, 1981), 어머니

의 분만력 한 양육스트 스에 향을 주는데, 산모의 경우 분만 후 아이에 한 

지식과 양육 행동에 한 경험 부족으로 경산모보다 더 큰 스트 스를 경험하며 어

머니의 역할로 환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한다(Weigarten & 

Lederman, 1981).

교육 수 과의 계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아 양육에 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 어머니 역할획득이 높다(Walker et al., 1986; 

Younger, 1991). 겸구와 김교헌(2003)의 연구에서도 학력수 이 높은 어머니는 그

지 못한 어머니에 비해 정서 인 지원을 추구해 스트 스에 히 처한다고 한다. 

자녀를 양육할 때 경제  능력은 요한 요소가 되므로 경제력이 부족한 어머

니는 자녀 양육시 더 큰 어려움을 보인다. 즉 다른 부모들은 자녀에게 해  수 있

는것을 나는 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양육스트 스를 지각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한 소득활동을 하는 어머니는 자아인식이 정 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정  자아인식은 양육스트 스를 낮추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진경 & 

김혜라, 2012). 겸구 등(2003)의 연구에서도 취업으로 인해 소득수 이 높은 어머

니는 정서  지원과 자기조 을 통해 스트 스에 처하므로 양육스트 스 감소에 

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 다.

어머니의 종교 활동은 어머니의 정서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다. 종교 활

동을 통해 어머니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자신들을 도와  수 있는  존재

에 의존하게 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주

변 인  자원들을 통해 사회  지지를 얻게 되는것 역시 어머니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 스와 련이 될 것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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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겸구 & 김교헌, 2003).

결혼기간과의 계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결혼기간이 1～2년 이상인 경

우가 1년 미만의 결혼기간을 갖은 경우보다 어머니 역할 획득에 한 계 수가 

더 높았다(이은숙, 1992). 

결혼만족도는 일반 으로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련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데 김신정과 정 희(199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결혼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 반응에 한 인지가 정 이므로 양육스트 스를 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기 (2000)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정 . 통제  양육태

도와 양육스트 스가 감소하 음을 보여주었다.

박성연과 임희수(2000)의 부부 계 질과 양육행동과의 계에 한 연구에 따

르면 배우자는 요한 사회  지원체가 되므로 부분의 경우에 부부 계가 원만

하면 정 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부부 계가 불만족스러우면 자녀양육에도 소홀

하게 된다고 한다. 즉, 부부 계가 좋을수록 온정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며, 사회

지원이 높을수록 애정  양육행동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반면에 부정 인 배우

자와의 계는 어머니에게 양육스트 스로 작용하여 양육에 한 심을 약화시

키는 역기능 인 양육행동을 유발시킬수 있다고 하 다. 

아동의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회  지지 변인이다. 사회  

지지는 가까운 부부 계를 포함하여 친구, 는 이웃이나 지역사회로부터의 정서

, 정보 , 수단 인 도움을 말하며, 이러한 지지는 개인으로 하여  자신이 사랑 

받고 가치 있는 개체로 인식하는데 도움울 다(Cobb, 1976). 김희순(1989)과 김은

숙(1989)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회  지지는 개인의 정서  안정도와 신체  

건강에 정  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유나(2009)의 연구에서도 양육경험이 많

은 사람 는 남편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인들이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해 정서

으로 지지하거나 칭찬을 할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더욱 강화되며 결과

으로 어머니의 양육 기술과 행동의 향상으로 양육스트 스가 감소된다고 하 다. 

이와는 반 로 김 미(2006)의 연구에서 배우자나 친척 등의 양육지원이 결여될 

경우 일상  양육스트 스를 해소할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 스트 스가 

되면서 부모 자신의 심리  건강과 자녀와의 계에 상당한 악 향을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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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하 다. 따라서 어머니의 높은 사회  지지는 높은 생활의 만족감과 깊은 

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켜 정 인 양육행

동을 측하게 하며(Crnic et al., 1983), 이는 궁극 으로 아동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친다(Belsky, 1984). 김 숙과 조은  (199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

육스트 스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한 련이 있으므로 스트 스 상황에 있

는 어머니의 경우 사회  지지를 통해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사회  지지는 양육스트 스 가능성을 이고 스트 스 상황에서 응과 응을 돕

는 역할을 한다(Mercer, 1981). 가족 내 지원이 많을수록 양육스트 스는 감소하며

(Crnic, Greenberg, Rogozin, Robinson & Basham, 1983), 특히 남편의 지지  양

육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한 인지는 낮아진다(이정순, 

2003). 그러므로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에 도움을 주기 해 한 사회 지원이 

필요하며(이승미 & 김희진, 2005), 이러한 사회  지지를 받은 어머니의 양육방식

은 아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임 주, 최항 , & 최선녀, 2012). 

김미 와 박동 (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로 하여  사생활을 가질만한 여유 

시간의 부족과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래된 정신  긴장이 어머

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스트 스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 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우울한 심리상태가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

한 요인이 될수 있다고 한다. 김미 와 박동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정상 유아 

어머니의 우울한 심리상태가 양육스트 스에 부정  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우

울한 어머니는 정서 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몰입되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되어 아동의 요구에 즉각 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 부모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 이라고 한다(Crnic & Greenberg, 1985). 한 어머니가 우울함을  

느끼는 경우 아이와의 계에서 쉽게 짜증을 내며 우울한 어머니가 우울하지 않

은 어머니보다 고함을 지르거나 손으로 때리는 것 같은 공격  행동을 많이 보인

다고 한다(Panaccione & Wahler, 1986).

양육에 한 정보와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양육스트 스가 어들며(Upshur, 

C. C., 1994), 경제  스트 스, 이웃간의 스트 스 그리고 아동의 사회화에 한 

스트 스등 다양한 스트 스는 양육스트 스를 래해 양육행동에 부정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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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한다(White, Roosa, Weaver, & Nair, 2009). 

다음으로 아의 특성에 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의 성별과의 계에서 여

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어머니 역할획득이 잘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로

서의 자신을 인지하고 역할 이를 더 쉽게 하며 아이를 돌보는 기술과 자신감이 

더 있다고 한다(이은숙, 1992). 

   아동의 건강과 발달 상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직 으로 부정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건강문제가 심각하거나 나빠질수록 그리고 성장발달 지연을 보

일경우 어머니의 스트 스 수 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권미경 & 한경자, 1991). 

   출생 체 아의 입원기간도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데 장기화되는 신

생아 입원으로 모아 분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머니에게 실패의 감정이 증가되 

어머니로서의 자신감을 잃게 되므로 스트 스가 높아진다(Mercer, 1981).

 

문헌을 통해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정상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보다 높을것이 상되므로 이에 한 체계  분석이 요구되며, 아동과 어머

니의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 스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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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법

1 .  연 구  설 계

   본 연구는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정도를 악하고 아동과  

어머니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 스의 상 성을 확인하는 자가보고 설문지법에 의

한 조사 연구이다.

2 .  연 구  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Y 학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  치료실 치

료를 받고 퇴원한 교정 연령 4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아 어머니를 상으로 

설문지의 목 을 이해하고 응답에 동의한 어머니 36명을 연구 상으로 편의 추출

하 다. 

미숙아 세부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시 체  2,500g미만, 400g 이상이며 재태연령 37주 미만의 아

2. 출생시 선천  결함이 없는 아

3. 출생시 5분 APGAR 수 4  이상인 아

4. 신생아 집 치료실에서 퇴원해 교정연령 4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아로 

선정한다.

미숙아 어머니 세부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1. 만 20세 이상 기혼의 산모

2. 산후 합병증이 없는 산모

3. 질문지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산모

4. 아의 주 양육자로 아와 함께 거주하는 산모

5.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산모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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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 구  도 구

본 연구의 도구는 아동의 일반  특성과 발달  특성에 한 어머니에 의한 

자가 보고형 질문지와 어머니의 인구사회  특성, 우울과 양육스트 스 측정을 

한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1 )  어 머 니 의 특 성

   어머니와 련된 인구사회  특성으로는 연령, 분만력, 학력, 직업, 종교, 결혼

기간, 월수입, 주거상태, 동거 가족수, 동거 가족과의 계, 건강상태, 결혼 만족도, 

양육조력자 유무, 양육도움정도, 사생활 한 시간  여유, 양육에 한 지역사회의 

정보지원을 포함한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의 심리  특성 악을 해 Beck과 Rush (1967)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를 한홍무(1986)가 번역한 우울척도를 이용하 다. 

BDI는 우울증의 정서 , 동기 , 생리  증상을 나타내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로 0에서 3 까지 4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에 의한 우울 수는 0

에서 63 까지로 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뜻하며, 0-9 은 정상 상태, 

10-15 은 경한 우울상태, 16-23 은 한 우울상태, 24-63 은 심한 우울상태로 

구분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86 이었으며 한홍무 등(1986)에 의해 보

고된 Cronbach’s α=.99 다.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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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 동 의 특 성  

   아동의 일반  특성으로 교정나이, 성별, 재태 연령, 출생시 체 , 출생 순 , 

생아 여부, 입원 기간, 재 체 , 퇴원후 총 입원횟수와 재입원 사유를 포함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발달  특성은 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아용 발달 선별도

구 ASQ(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를 한국 실정에 맞게 부모 작성용으로 

개발한 K-ASQ(Korean version of 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를 발달 선

별도구로 이용하 다. 본 도구는 실무에서 출생 후 첫 5년간의 결정  시기에 장

애  장애 험 유아의 조기 선별이 이루어지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질문지는 

삽화로 표 되어 아동의 주 양육자인 부모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되었다. 가정

이나 보건소, 병원, 어린이집, 십  부모 로그램, 그밖의 유아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연령은 4개월에서 60개월(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7, 30, 33, 36, 42, 48, 54, 60)까지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의 발

달 상태에 한 특성을 악하기 해 4, 6, 8, 10, 12개월 질문지를 이용하 다.

K-ASQ는 의사소통, 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인지), 개인-사회성 

기술의 5개 역과 부모가 염려하고 있는것을 는 종합란으로 구성되어있다. 5개

의 각 역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 ”, “가끔”, “아니오”로 질문에 답하

며 “ ”의 경우 10 , “아니오”의 경우 5 , “잘 모르겠다”의 경우 0 으로 하며 

각 역 문항들의 수를 총란에 기록하게 한다. 수화 도포를 통해 총 이 선

수를 기 으로 흰색 역에 있다면, 아는 재 이 역에서 잘 수행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검은색 역내에 있다면, 진단  평가가 필요한 발달지연

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각 연령별 선 수는 국의 유아 3200명을 상으로 

작성된 질문지를 기 로 역별로 산출하 고, 평균으로부터 2표 편차 아래의 

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 수 이하를 발달지연으로 정하 으며, 아의 최종 

발달상태 평가는 종합란의 7문항을 제외한 KASQ 하부 역 5가지 항목들만을 가

지고 평가하 다. 한, 한가지 항목이라도 발달지연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정상 발

달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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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문항수  Cronbach’s α

부모의 스트 스 12 .867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 인 상호작용 12 .864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11 .831

총계 35 .904

3 )  양 육 스 트 스

Abidin (1990)이 개발한 PSI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를 김동희

(1997)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 다. 본 도구는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 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한 부모용 자가 보

고식 질문지이다. PSI는 3가지 하 척도로 구성되는데,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경험

하는 스트 스를 그 근원에 따라 부모의 스트 스 12문항,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

인 상호작용 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11문항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 아이 양육시 가장 어려운 이 무엇인지에 한 개방형 질문을 36번 문항으

로 포함하 다. 35문항 총 이 51 ～70 인 경우 양육 스트 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71 ～85 인 경우 양육 스트 스가 있다, 86 ～90 인 경우 양육 스트 스

가 높다, 91  이상인 경우 양육 스트 스가 매우 높다로 나 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PSI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 .90이었다. 

<표1> 양육스트 스 하부 역별 내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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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 료 수 집  방법  차

1 )  연 구 상 자 의 윤 리 인  고 려

   연세 학교 간호 학의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012-1030)을 받

은 후 연구를 시행하 으며, 연구 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

능하며, 설문지는 연구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

인 정보는 비 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설문지 첫장에 알리고 동의하는 경우 연구

를 수행하 으며,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 다. 설문참여에 동의한 상자

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았고, 설문에 자발 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구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 다.

2 )  자 료 수 집 과  차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20일까지 서울소재 

Y 학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집 치료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교정 연령 

4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아 어머니를 상으로 시행하 다. 신생아집  치료

실 트장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퇴원 환아 리 장 해피콜리스트와 입퇴

원기록지 활용에 한 구두 동의를 받았다. 상자에게 화해 연구목 에 해 

설명후 연구 동의서와 설문지를 동 하여 등기우편 는 자우편으로 보낸 후 

회수하 으며 46부  37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0.4% 고, 그  통계 분석후 수

집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총 36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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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 료 분 석  방법  

   연구 결과 분석 방법은 SPSS WIN 19.0을 사용하여 산통계 처리하 으며, 

구체 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2.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명목 변수)에 따른 양육스트 스는 t-검정과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3. 어머니와 아동 특성  어머니 연령, 결혼기간, 동거 가족수, 어머니 우울, 아동의 

재태연령, 교정연령, 출생시 체 , 재원 일수, 재 체 에 따른 성장 백분 와 

같은 연속 변수와 양육스트 스간의 계는 피어슨 상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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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과

1 .  상 자 의 특 성

1 )  어 머 니 의 특 성

   본 연구에 참여한 미숙아 어머니 36명의 인구사회  특성은 다음 <표 2>과 

같다. 평균 연령은 34.5세(SD=3.28), 최  30세에서 최고 43세까지 분포되어 있었

고, 35세 이상이 50%(n=18), 34세 이하가 50%(n=18)로 동일했다. 분만력은 산

인 상자가 52.8%(n=19)로, 경산 47.2%(n=17)보다 많았다. 학력은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상자가 88.9%(n=32)로, 고졸 이하의 학력 11.1%(n=4)보다 

많았다. 직업에서는 업주부가 55.6%(n=20), 일반직군 13.9%(n=5) 그리고 문

직군 30.6%(n=11)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상자와 없는 상자는 각각 

50%(n=18)이었으며, 결혼기간 1년～3년 41.7%(n=15), 3년1개월～6년 

44.4%(n=16), 6년1개월～9년 5.6%(n=2), 9년1개월～12년 5.6%(n=2), 12년1개월 이

상 2.8%(n=1)로 나타났다. 월수입 만족도에 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상자가 

61.1%(n=22), 부족하다고 생각한다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가 각각 19.4%(n=7)이

었다. 주거상태에서는 세가 55.6%(n=20)로 가장 많았으며 자택이 33.3%(n=12), 

월세와 기타가 각각 5.6%(n=2)이었다. 동거 가족수는 2～3명이 47.3%(n=17)로 가

장 많았으며, 4～5명이 36.2%(n=13), 6～7명이 16.7%(n=6)이 다. 동거가족과의 

계에서는 부부가 83.3%(n=30)로 압도 으로 많은 수를 보 고, 친정식구

8.3%(n=3), 시 식구5.6%(n=2), 기타 2.8%(n=1)가 그 뒤를 이었다. 건강상태를 묻

는 항목에서는 보통이하 55.6%(n=20), 건강하다 44.4%(n=16)이었다. 결혼 만족도

는 보통이하 27.8%(n=10), 만족하다 72.2%(n=26)이었다. 양육조력자로 남편 

72.2%(n=26)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고 친정어머니 16.7%(n=6), 시어머니 

8.3%(n=3), 기타 2.8%(n=1)이었다. 양육지원정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보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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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n=20), 만족한다 44.4%(n=16)이었다. 사생활 여유에서 “아니오“가 

86.1%(n=31), “ “가 13.9%(n=5) 다.

   지역사회로 부터 정보지원 여부에 해 "아니오"라고 답한 상자가 

86.1%(n=31), “ ”라고 답한 상자가 13.9%(n=5) 다. 

   상자의 심리  특성인 우울정도는 다음과 같다. 우울 평균 수는 최고 63  

에서 평균 12.39(SD=6.58)로 나타났으며, 측정범 는 0-29이었다. 우울 성향을 보

면 체 상자 36명  경한 우울상태 41.7%(n=15), 정상 30.6%(n=11), 한 우

울상태 22.2%(n=8), 심한 우울상태 5.6%(n=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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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 사회  특 성 구분  N    % M±SD 범

  연령 30～34세 18 50 34.45±3.28 30～43세

35세 이상 18 50

  분만력 산 19 52.8

경산 17 47.2

  학력 고졸이하 4 11.1

졸이상 32 88.9

  직업 업주부 20 55.6

일반직 5 13.9

문직 11 30.6

  종교 무 18 50

유 18 50

  결혼기간 1년～3년 15 41.7 4.72±4.14 1～24년

3년1개월～6년 16 44.4

6년1개월～9년 2 5.6

9년1개월～12년 2 5.6

12년1개월이상 1 2.8

  월수입 부족 7 19.4

보통 22 61.1

충분 7 19.4

  주거상태 자택 12 33.3

세 20 55.6

월세 2 5.6

기타 2 5.6

  동거가족수 2～3명 17 47.3 3.89±1.24 2～7 명

4～5명 13 36.2

6～7명 6 16.7

<표 2> 어머니의 특성
( N=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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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구분  N  % M±SD 범

인 구 사회  특 성

  동거가족 계 부부 30 83.3

시 식구 2 5.6  

친정식구 3 8.3

기타 1 2.8

  건강상태 보통이하 20 55.6

건강하다 16 44.4

  결혼만족도 보통이하 10 27.8

만족 26 72.2

  양육조력자 남편 26 72.2

친정어머니 6 16.7

시어머니 3 8.3

기타 1 2.8

  양육지원 정도 보통이하 20 55.6

만족 16 44.4

  사생활 여유 아니오 31 86.1

5 13.9

  지역사회 정보지원
아니오 31 86.1

5 13.9

심 리  특 성

  우울 정도 (0～63) 12.39±6.58   0～29

      정상 (0～9) 11 30.6

      경한 우울 (10～15) 15 41.7

      한 우울 (16～23) 8 22.2

      심한 우울 (24～63) 2 5.6

<표 2 계속> 어머니의 특성
( N=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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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 동 의 특 성

   아동의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평균 교정연령은 7개월3주5일이 으며 

교정연령 4개월 30.6%(n=11), 5개월과 6개월이 각각 5.6%(n=2), 7개월 2.8%(n=1), 

8개월 19.4%(n=7), 10개월 11.1%(n=4), 11개월 2.8%(n=1), 12개월 22.2%(n=8)이었

다. 평균 재태 연령은 평균 8개월이었으며 24～28주가 19.4%(n=7), 28주1일～33주

6일 47.2%(n=17), 34주～36주6일 33.3%(n=12)이었다. 성별은 여아 58.3%(n=21)가 

남아 41.7%(n=15) 보다 많았다. 출생시 체 은 1000gm이하와 1001～1500gm이 각

각 16.7%(n=6), 로 같았으며, 1501～2500gm 61.1%(n=22), 2501gm이상 5.6%(n=2)이

었다. 출생순  첫째가 58.3%(n=21), 둘째 38.9%(n=14), 셋째이상 2.8%(n=1)이었고, 

생아 여부에서 아니오 80.6%(n=29),  19.4%(n=7)이었다. 재원일수 30일 이하가 

52.8%(n=19), 31일 이상이 47.2%(n=17)이었다. 퇴원후 재입원이 없다 69.4%(n=25), 

있다 30.6%(n=11)로 나타났다. 교정 연령에 따른 재 체 의 백분 수에서 성장부

을 의미하는 3 Percentile미만의 아동은 5.6% (n= 2)이었고, 3 percentile이상 ~ 

10 percentile미만 5.6% (n= 2), 10 percentile이상 ~ 25 percentile미만 13.9% (n= 

5), 25 percentile이상 ~ 75 percentile미만 41.7% (n= 15),  75 percentile이상 ~ 90 

percentile미만 13.9% (n= 5), 90 percentile이상 ~ 97 percentile미만 19.4% (n= 7)

로 나타났다.  아동의 발달  특성에서 발달상태가 정상인 아동이 77.8%(n=28), 

발달지연의심을 보이는 아동이 22.2%(n=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발달지연의심 아

동 8명  4명이 12개월 아 으며, 2명이 10개월, 1명이 8개월 그리고 1명이 4개

월로 아 후반기에 발달지연 의심이 두드러지게 찰되었다. 발달특성 하부 역 

의사소통 역에서의 발달지연의심은 5.6%(n=2)로 모두 12개월 아에게서 보여

졌고, 근육운동 역에서의 발달지연의심은 2.8%(n=1)로 역시 12개월 아에게

서 나타났다. 개인-사회성 역에서의 발달지연의심은 13.9%(n=5)로 8개월 이상의 

아가 8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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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구분  N   % M±SD 범

일 반  특 성

  교정연령 4～4개월3주6일 11 30.6 7.77±3.18(개월) 4～12개월2주6일

5～5개월3주6일 2 5.6

6～6개월3주6일 2 5.6

7～7개월3주6일 1 2.8

8～8개월3주6일 7 19.4

10～10개월3주6일 4 11.1

11～11개월3주6일 1 2.8

12～12개월2주6일 8 22.2

  재태기간 24～28주 7 19.4 31.96±3.40(주) 24주1일～36주4일

28주1일～33주6일 17 47.2

34～36주6일 12 33.3

  성별 남 15 41.7

여 21 58.3

  출생시 체 1000gm 이하 6 16.7 1776.81±641.72 440～2940gm

1001～1500 gm 6 16.7

1501～2500 gm 22 61.1

2501gm 이상 2 5.6

  출생순 첫째 21 58.3

둘째 14 38.9

셋째이상 1 2.8

  생아 여부 아니오 29 80.6

7 19.4

  재원일수 30일 이하 19 52.8 53.03±54.87 0～210

31일 이상 17 47.2

  재입원 무 25 69.4

유 11 30.6

<표 3> 아동의 특성
( N=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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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 M±SD 범

재 체  백분 수

3%tile미만 2 5.6

25%tile이상

~

75%tile미만

±1.402

3%tile미만 

~

97%tile미만

3 %tile이상 - 10%tile미만 2 5.6

10%tile이상 - 25%tile미만 5 13.9

25%tile이상 - 75%tile미만 15 41.7

75%tile이상 - 90%tile미만 5 13.9

90%tile이상 - 97%tile미만 7 19.4

 발 달  특 성

  발달상태 발달지연 의심 8 22.2

정상 28 77.8

  의사소통 역 발달지연 의심 2 5.6

정상 35 97.2

  근육운동 역 발달지연 의심 1 2.8

정상 35 97.2

  소근육운동 역 발달지연 의심 0 0

정상 36 100

  문제해결 역 발달지연 의심 0 0

정상 36 100

  개인-사회성 역 발달지연 의심 5 13.9

정상 31 86.1

<표 3 계속> 아동의 특성
( N=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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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M±SD 측정 범 도구의 범

   부모의 스트 스 32.417±8.580 14～59 0～60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21.667±6.928 10～38 0～55

  부모-자녀 역기능  상호작용 20.556±6.610 12～43 0～60

총 계 74.639±17.570 36～ 140 0～ 175

2 .  미 숙 아  어 머 니 의 양 육 스 트 스

   본 연구에 참여한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다음<표 4>과 같다. 체 

상자의 양육스트 스 평균은 최고 175   74.639±17.570으로 양육스트 스가 

있는 수 으로 평가되었고 측정범 는 36-140이었다.

   

<표 4>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 N=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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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어 머 니 와  아 동 의 특 성 에  따 른  양 육 스 트 스 와  상 성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 스 련성을 확인하기 해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  명목변수인 경우는 t-검정과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 고<표 

5>, 연속변수는 피어슨상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 하 다<표 6>.

   어머니에게 사생활 여유가 있을때 부모 스트 스 역(t=2.614, p<.05),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역(t=2.999, p<.01), 부모-자녀의 역기능  상호작용 역(t=2.125, 

p<.05)등 세부 역과 총 양육스트 스(t=2.684,  p<.05)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

았다. 주거상태가 자택(t=-2.228, p<.05)일 경우와 지역사회로부터 자녀양육에 

한 정보지원을 받은경우(t=2.855, p<.05)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양육스트

스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아동의 특성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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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총 양육스트 스
부모 스트 스

(부모 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아동 역)

부모-자녀 역기능  

상호작용

(부모-자녀 계 역)

  M±SD t / F P   M±SD t / F P   M±SD t / F P   M±SD t / F P

어 머 니  특 성

 분만력 산 19 72.263±16.179 -.854 .399 30.526±6.586 -1.417 .165 21.474±7.374 -.174 .863 20.263±5.675 -.277 .784

경산 17 77.294±19.147 34.529±10.162 21.882±6.613 20.882±7.688

 학력 고졸 이하 4 70.000±6.055 -.555 .583 30.750±2.872 -.407 .686 19.000±2.449 -1.692 .117 20.250±6.551 -.097 .924

졸 이상 32 75.219±18.489 32.625±9.051 22.000±7.251 20.594±6.720

 직업 무 20 76.400±16.778 .658 .515 34.000±7.934 1.248 .221 21.100±5.866 -.543 .591 21.300±6.921 .751 .458

유 16 72.438±18.825 30.438±9.194 22.375±8.213 19.625±6.292

 종교 무 18 72.778±15.176 -.630 .533 31.778±7.472 -.442 .662 21.500±7.015 -.142 .888 19.500±5.813 -.957 .345

유 18 76.500±19.948 33.056±9.741 21.833±7.040 21.611±7.334

 월수입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7 78.857±28.310 .498 .612 36.286±13.877 .932 .404 20.286±6.993 .799 .458 22.286±11.071 .338 .716

보통이다 22 74.955±14.702 31.773±5.879 22.818±7.008 20.364±5.206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7 74.639±17.570 30.571±8.580 21.667±6.928 19.429±5.682

* p< .05   ** p< .01

<표 5>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 스
( N=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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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총 양육스트 스
부모 스트 스

(부모 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아동 역)

부모-자녀 역기능  

상호작용

(부모-자녀 계 역)

  M±SD t / F P   M±SD t / F P   M±SD t / F P   M±SD t / F P

어 머 니  특 성

 주거상태 자택 12 70.167±12.677 -1.083 .287 32.667±7.475 .122 .904 18.667±4.579 -2.228 .033* 18.833±4.707 -1.109 .275

자택 외 *** 24 76.875±19.423 32.292±9.234 23.167±7.481 21.417±7.318

 동거가족 부부 30 75.567±17.667 .703 .487 32.833±8.534 .646 .523 22.100±7.388 1.3111 .209 20.633±6.594 .156 .877

부부 외 6 70.000±17.877 30.333±9.309 19.500±3.564 20.167±7.305

 건강상태 보통이하 20 74.750±12.191 .042 .967 32.000±4.889 -.296 .770 22.800±6.161 1.101 .279 19.950±4.718 -.573 .572

건강하다 16 74.500±23.065 32.938±11.874 20.250±7.750 21.313±8.522

 결혼만족도 보통이하 10 78.600±22.668 .835 .409 36.600±11.394 1.507 .159 20.000±5.735 -.893 .378 22.000±9.309 .640 .535

만족 26 73.115±15.444 30.808±6.829 22.308±7.336 20.000±5.367

 양육조력자 남편 26 72.885±15.946 -.965 .341 31.692±7.572 -.813 .422 21.962±7.566 .407 .687 19.231±5.309 -2.023 .051

남편 외 10 79.200±21.498 34.300±11.026 20.900±5.174 24.000±8.563

<표5 계속>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 스
( N= 36 )

* p< .05   ** p< .01   *** 세 ,  월 세 ,  시  는  친 정 집  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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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총 양육스트 스
부모 스트 스

(부모 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아동 역)

부모-자녀 역기능  

상호작용

(부모-자녀 계 역)

  M±SD t / F P   M±SD t / F P   M±SD t / F P   M±SD t / F P

어 머 니  특 성

 양육지원정도 보통이하 20 75.000±18.652 .136 .839 32.650±9.258 .180 .858 21.200±7.038 -.447 .658 21.150±7.103 .598 .554

만족 16 74.188±16.710 32.125±7.940 22.250±6.971 19.813±6.080

 사생활 여유 아니오 31 77.548±17.053 2.684 .011* 33.807±8.276 2.614 .013* 22.290±7.263 2.999 .005** 21.452±6.648 2.125 .041*

5 56.600±6.914 23.800±4.764 17.800±1.64 15.000±2.449

 지역사회 
 정보지원 아니오 31 76.194±18.391 1.337 .190 32.839±9.176 .730 .470 22.355±7.181 2.855 .011* 21.000±6.928 1.005 .322

5 65.000±5.431 29.800±1.643 17.400±2.608 17.800±3.347

아 동  특 성

 성별 남 15 73.867±17.113 -.220 .827 31.267±7.833 -.674 .505 22.267±8.040 .434 .667 20.333±6.218 -.168 .867

여 21 75.191±18.289 33.238±9.176 21.238±6.188 20.714±7.022

 출생순 첫째 21 71.810±16.083 -1.148 .259 30.429±6.690 -1.688 .101 21.619±7.351 -.048 .962 19.762±5.612 -.849 .402

둘째이상 15 78.600±19.324 35.200±10.290 21.733±6.541 21.667±7.871

<표5 계속>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 스

( N= 36 )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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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총 양육스트 스
부모 스트 스

(부모 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아동 역)

부모-자녀 역기능  

상호작용

(부모-자녀 계 역)

  M±SD t / F P   M±SD t / F P   M±SD t / F P   M±SD t / F P

아 동  특 성

 생아 여부 아니오 29 77.207±17.420 1.845 .074 33.276±8.795 1.232 .226 22.655±7.037 1.791 .081 21.276±6.974 1.346 .187

7 64.000±14.855 28.857±7.081 17.571±4.962 17.571±3.867

 입원 횟수 무 25 75.880±18.274 .633 .531 33.400±8.813 1.038 .307 21.880±6.894 .275 .785 20.600±7.083 .060 .953

유 11 71.818±16.321 30.181±7.960 21.182±7.319 20.455±5.698

 발달 상태 발달지연 의심 8 69.000±15.784 -1.030 .301 28.625±8.245 -1.439 .159 19.250±3.991 -1.556 .134 21.125±6.446 .273 .787

정상 28 76.250±17.985 33.500±8.505 22.357±7.474 20.393±6.762

<표5 계속>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 스
( N= 36 )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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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양육스트 스, 우울 정도, 연령, 결혼 기간, 동거 가족수, 아동의 재태기

간, 교정연령, 출생시 체 , 재원일수, 재 체 에 따른 성장백분  간의 상 계

는 <표 6>에 제시되었다. 어머니 우울 정도와 총 양육스트 스(r=.569, p<.01), 하

부 역인 부모스트 스로 인한 양육스트 스(r=.669, p<.01)와, 부모-자녀의 역기

능  상호작용에 의한 양육스트 스(r=.426, p<.01)간에는 정  상 계에 있었

다. 부모스트 스로 인한 양육스트 스와 부모-자녀의 역기능  상호작용에 의한 

양육스트 스(r=.590, p<.01)간과 부모-자녀의 역기능  상호작용에 의한 양육스트

스와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양육스트 스(r=.442, p<.01)간에도 정  상

계를 보 다. 한편 양육스트 스와 어머니 나이, 결혼기간, 동거 가족수, 아동 

교정나이, 재태 연령, 체 에 따른 성장백분 , 재원 일수, 출생 체 과는 통계 으

로 유의한 상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의 련성은 없었지만 의미있는 상 분석 결과

로 아동의 재태 연령과 재 체 에 따른 성장 백분 (r=.417, p<.05), 재태 연령

과 출생시 체 (r=.819, p<.01), 출생시 체 과 재 체 에 따른 성장 백분

(r=.570, p<.01)간에는 정  상 계를 보인 반면, 재태 연령과 재원일수(r=-.882, 

p<.01), 재원일수와 재 체 에 따른 성장 백분 (r=-.385, p<.05), 아동의 출생시 

체 과 재원일수(r=-.737, p<.01)간에는 부  상 계를 보 다.

   양육 스트 스에 한 구체  경험 항목인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

스는 구체 으로 어떤 것입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에 한 답변으로 아이가 

재 정상 성장발달 선상에 있는지? 발달 지연은 없는지?에 한 걱정, 질병 이환시 

처 미숙, 아이가 잘 먹으려들지 않는 문제, 이유없이 울고보챌때의 처 방법, 

아이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등 양육 정보나 경험 부족등에 의한 스트 스를 

느끼고 있었으며, 미숙아의 장기  재활 치료효과에 한 불확실성, 경제  문제, 

어머니의 수면 부족과 육체  피로, 사회 생활의 제한과 여가시간 부족, 자아 정체

성 상실, 미숙아로 태어나게한 것에 한 죄책감, 미숙아로 태어난것에 의한 합병

증과 아이의 미래에 한 불안감, 첫째와 둘째 아이의 육아 병행 등을 스트 스원

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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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양육스트레스 1.000 　 　 　 　 　 　 　 　 　 　 　

2 부모스트레스 .830** 1.000 　 　 　 　 　 　 　 　 　 　

3 아동의 까다로운기질 .709** .303 1.000 　 　 　 　 　 　 　 　 　

4 부모자녀역기능적상호작용 .838** .590** .442** 1.000 　 　 　 　 　 　 　 　

5 우울 정도 .569** .669** .209 .426** 1.000 　 　 　 　 　 　 　

6 엄마 나이 .047 .056 -.007 .059 .104 1.000 　 　 　 　 　 　

7 결혼 기간 .082 .008 .022 .184 .152 .643** 1.000 　 　 　 　 　

8 동거 가족수 -.106 -.001 -.128 -.146 .174 -.044 .075 1.000 　 　 　 　

9 교정 나이 -.105 -.131 -.174 .072 -.151 -.004 .082 .051 1.000 　 　

10 재태 연령 .126 .189 .099 -.014 .226 .002 -.012 -.113 -.048 1.000 　 　

11 체중에 따른 성장백분위 .110 .038 .136 .101 .081 -.041 .215 -.051 -.014 .417* 1.000 　

12 재원 일수 .001 -.061 -.028 .113 -.073 .062 .151 .011 .131 -.882** -.385* 1.000 

13 출생 체중 .131 .157 .183 -.048 .165 -.217 -.165 -.010 .030 .819** .570** -.737** 1.000

< 표 6 > 어머니와 아동 특성과 양육스트레스간의 상 계 

( N=36 )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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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정도와 어머니, 아동 특성에 따른 양

육스트 스 련요인 분석을 통해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완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도구 측정 범  35-175   평균 

74.64로 양육스트 스를 겪고 있음(71  ~85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Peter와  

Gray (2012)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 교정나이 4개월 

미숙아 어머니 양육스트 스를 평가한  67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역

별 수도 높았다. 이는 미숙아 양육이 어렵고 스트 스를 유발함을 보여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 스 하부 역  부모 스트 스로 인한 양육스트

스 역 평 이 3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역할 획

득 과정에서 어머니가 신생아 양육으로 인해 주된 스트 스를 가지게 된다고한 

박 숙(199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에게 사생활의 여유

가 있었던 경우 총 양육스트 스  부모의 스트 스로 인한 양육스트 스 역

에서의 가장 큰 폭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던 결과와도 일치한다. 김미 와 박동  

(2009)의 연구에서도 사생활을 가질만한 여유 시간은 자녀 양육시 스트 스를 감

소 시킬수 있다고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므로 어머니에게 사생활을 가질 수 있는 

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역사회로부터 자녀 양육에 한 정보제공을 받은 상자의 경우 그 지 못한 

상자에 비해 양육스트 스 하부 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양육스트

스에 있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양육에 한 정보와 지원을 많이 받을

수록 양육스트 스가 어든다고한 Upshur (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다. 따

라서 지역사회로 부터 아 양육에 한 지식과 정보습득을 통해 자녀 양육에 

한 지식수 을 높이고 정  양육태도를 가질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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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스트 스는 어머니의 우울 정도와 정  상 계에 있었으며,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우울은 자녀 양육시 스트 스로 작용한다는 김미 와 박

동 (2009)의 연구와 어머니의 만성  양육스트 스가 우울, 불안 등의 스트 스

와 정 으로 련된다고 하는 Quitter (199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상 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타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

의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 스 련요인  산모의 경우 분만 후 아이에 한 지

식과 양육 행동에 한 경험 부족으로 양육스트 스를 경험하며(Lederman & 

Weigarten, 1981), 학력이 높을수록(Walker et al., 1986), 취업으로 소득수 이 높을

수록( 겸구 & 김교헌, 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낮게 측정되었다. 한 어머

니의 종교 활동을 통한 정서  안정과 사회  지지를 통해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

킬 수 있으며( 겸구 & 김교헌, 2003), 결혼기간과의 계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

었지만 결혼기간이 1~2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의 결혼기간을 갖은 경우보다 어

머니 역할 획득에 한 계 수가 더 높았다(Lee, 1992).  김신정과 정 희(1995)는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 반응에 한 인지가 정 임을 보여주었다. 사회  

지지는 양육스트 스 가능성을 이고 스트 스 상황에서 응과 응을 돕는 역할

을 하며(Mercer, 1981), 높은 사회  지지는 높은 생활의 만족감과 깊은 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켜 정  양육행동을 측하

게 한다(Crnic, et al., 1983). 아동의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 스 련 요인으로 

아의 성별과의 계에서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어머니 역할획득이 

잘 되고 아이를 돌보는 기술과 자신감이 더 있으며, 아이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거

나 나빠질수록 성장발달상태가 지연될수록 어머니 양육스트 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이은숙, 1992). 한 출생 체 아의 신생아집 치료실 입원기간의 장기

화와 어머니 연령이 많을수록 양육스트 스를 높인다고 하 다(Mercer, 1981). 하

지만 본 연구에서 표본 상자수의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문헌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으로 측정되었던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은 수 으로 측정된 것을 사료

해 볼 때 향후 표본수를 충분히 확보한 후 반복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특

히 본 연구에서 아동의 발달  특성을 K-ASQ에 의한 자가보고형 발달평가 도구

에 근거해 분석하 을 때 상 아동 8명(22.2%)의 소수에서 발달지연의심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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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감안할 때도 충분한 상자수를 확보해 재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한 본 연

구에서 발달지연의심 아동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8-12개월 사이 아후반기에 속

하 으며 개인. 사회성 역, 의사소통 역, 근육 운동 역에서 발달지연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미숙아 퇴원시 부모 교육내용으로 자가보고형 

발달평가 내용을 포함시켜 발달 지연에 해 조기 발견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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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제 언

1 .  결론

   본 연구는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정도를 악하고, 어머니와 아동 특

성에 따른 양육스트 스와의 련성을 악해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효과 으로 감소하기 한 근거자료 확보를 해 시도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20일까지 서울소재 Y 학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집 치료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교정연령 4개월 이상 12개

월 이하 아 어머니를 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도

구는 연구자의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된 어머니와 아동의 인구, 사회  특성에 한 

질문지, 아동의 발달과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한 유아용 발달선별도구 ASQ 

(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를 한국 실정에 맞게 부모작성용으로 개발된 

K-ASQ와  Beck과 Rush(1967)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를 

한홍무(1986)가 번역한것을 어머니 우울정도 측정을 해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WIN 19.0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Enter Method)로 분석하 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숙아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5세로 산이 52.8%, 학교 졸업 이상 88.9%, 

업주부 55.6%이었다. 종교를 가진 상자 50%, 평균 결혼기간은 4.7년 이었

다. 월수입 만족도 보통이 61.1%, 주거상태 세가 55.6%를 차지했으며, 동거 

가족수 2～3명이 47.3%이었다. 동거가족과의 계에서 부부가 83.3%, 건강상태 

보통이하가 44.4%, 결혼에 만족한다가 72.2%이었다. 양육조력자로 남편이 72.2%

를 차지했으며 양육지원정도 보통이하가 55.6%,  사생활 여유에서 “아니오“가 

86.1%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정보지원을 받는지에 해 ”아니오”라고 답한 

상자가 86.1%이었으며, 경한 우울상태에 있는 상자가 41.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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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평균 교정연령은 7개월 3주 5일, 재태기간 8개월, 출생시 체  

1777gm이었다. 여아 58.3%, 출생순  첫째 58.3%, 단태아가 80.6%를 차지했

다. 한 평균재원일수는 53일 이었으며 입원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9.4%이

었다. 교정 연령에 따른 재 체 의 백분 수에서 발육지연을 의심하는 10 

Percentile 미만이 체의 11.1%를 차지했으며, K-ASQ에의한 발달지연 의심

아동은 22.2% 다. 그  개인-사회성 역에 있어서의 발달지연의심이 

13.9%를 차지했다.

  2. 미숙아 어머니 양육스트 스 평균은 최고 175   74.639±17.570로 양육스트

스가 있는 수 이었으며, 양육스트 스 하부 역인 부모스트 스 역 

32.417±8.580,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역 21.667±6.928, 부모-자녀 역기능  

상호작용 역 20.556 ± 6.610 순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에게 사생활 여유(t=2.684, p<.05)가 있을때 양육스트 스가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주거상태가 자택(t=-2.228, p<.05)일 경우, 지역사회로 

부터 자녀양육에 한 정보지원을 받은 경우(t=2.855, p<.05)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양육스트 스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다. 양육

스트 스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특성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어머니 우울 정도와 총 양육스트 스(r=.569,  p<.01), 하부 역인  부

모스트 스로 인한 양육스트 스(r=.669, p<.01), 부모-자녀의 역기능  상호

작용으로 인한 양육스트 스(r=.426,  p<.01)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나타났으며, 부모자녀의 역기능  상호작용으로 인한 양육스트 스

와 부모 스트 스로 인한 양육스트 스(r=.590, p<.01),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로 인한 양육스트 스(r=.442, p<.01)간에도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미숙아 어머니 양육스트 스 감소를 해 어머니 사생활 

여유 증가를 한 책 마련, 지역사회 정보지원과 우울 정도 감소를 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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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확보, 아동의 건강 리에 한 정보제공  발달상태 평가를 한 부모 교육 

등의 간호 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의 결과는 상자 수가 부족하여 아동의 특성 특히, 발달 상태에 따른   

  양육스트 스를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찰할 수 없었으므로 향후 상  

  자 수를 확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구조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

정하 는데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한 질  연구 방법론을 통해 규

명해 볼것을 제언한다.

3. 본 연구는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신생아집 치료실 퇴원후 교정나이 

4개월～12개월까지 조사하 으나 동일 시기에 따른 양육스트 스를 악할 수 

있도록 종단  연구를 제언한다.

4. 본 연구에서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련 요인으로 지목된 어머니 사생

활 여유 증가, 지역사회 정보지원과 우울 정도 감소를 한 사회  지지 증 , 

아동의 건강 리와 발달지연 조기 선별 도구에 한 정보 제공등을 목 으로 

퇴원 후 로그램인 미숙아 어머니 교실이나 자조모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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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 >  연 구  참 여  설 명 문   연 구  참 여  동 의서

연구 대상자 설명문 및 연구 참여 동의서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하실 것

을 결정하시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실시되며,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연구는 학술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연구로서, 이 설명서는 이번 연구의 내용과 이 연

구에 참여하실 경우 절차, 목적 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마련된 것입니

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후 읽으시고, 원하신다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상

의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 결정은 귀하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참

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

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만약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첨부된 피

험자 동의서에 서명 후 본 동의 설명서를 가지게 됩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실태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요인 확인으로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미숙아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으로 인해 영향 받게 되는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여러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미숙아의 성장과 발달

을 돕고 미숙아 어머니의 건강 증진과 모아관계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연

구입니다.

2. 연구방법

1) 귀하는 연구 담당자에 의해 다음의 항목에 답변을 하시거나 질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성별, 나이, 교육정도, 결혼상태, 건강상태 등)

2) 연구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귀하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상태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설문지에 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3. 예견되는 불편

  연구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귀하는 설문지에 관한 답변을 하셔야 하며 소요시간은 약 15

분-20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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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어떤 치료적 또는 건강상의 이득은 없습니다. 다

만, 참여하여 협조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약소하지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5. 연구의 중도 탈락

   귀하의 소중한 참여가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연구에 기여될 수 있도록 연구담당자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연구담당자와의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의사소통

이 어려운 경우, 평소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알코올 섭취량이 과다하신 경우에

는 연구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의 참여가 중지됩니다. 또한 연구 담당자와의 설문지 작

성 과정 중 귀하는 언제든지 자의로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연구담당자에게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6. 자료의 비밀 보장

   본 연구의 일부로 귀하의 개인기록, 건강정보 등이 수집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

구담당자, 본 연구를 감독하는 간호대학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서에 동의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정보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신원

을 파악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는 학술적인 

목적에 의해서만 익명으로 열람되고 연구됩니다. 또한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귀하의 

신상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7. 연구 담당자

  본 연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담당자에게 언제라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  황 현 숙(서명)     연락처:  02-22**-**** / 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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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가능한 위

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

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

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012  년    월      일 

                             

                   

연구 대상자 성 명                (서명)

연구자

성 명 황 현 숙       (서명) 황 숙

연락처
010-90**-****

02-2228-****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0(신촌동134)

연세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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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 t r a c t

 

P a r e n t i n g  St r e s s  i n  m o t h e r s  o f  p r e m a t u r e  i n f a n t s

Hwang, Hyun Sook 

Dept. of Pediatric Care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descriptive investigation attempted to understand the parenting stress 

that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experience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i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 and 

infant.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36 mothers of infants with corrected ages 

of 4 months to 12 months who were born prematurely from November 1, 2012 

to November 20, 2012 and treated in the NICU at Y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The research tool was the K-ASQ (Korean version of 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 self-recorded questionnaire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o evaluat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 

and infant, as well as the infant's developmental status. The PSI developed by 

Abidin (1990) and modified by Kim Dong-hee (1997) was also used to measure 

parenting stress in mothers. To measure the degree of depression, the Beck's 

Depression Inventory(BDI) developed by Beck and Rush (1967) and translated 

by Han Hong-moo (1986) was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 t-test, ANOVA, and a Pearson'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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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SPSS WIN 19.0 program.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for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was 

74.639±17.570, where the highest possible score was 175. This level of score 

indicated that the mothers actually had stress. Among the sub-categories of 

parenting stress, mean score for parenting stress, particular infant 

temperament, and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 were 32.417±8.580, 

21.667±6.928, and 20.556±6.610, respectively.

2. When mothers had some private time(t=2.684, p<.05), parenting stress appear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In addition, when the residential status 

was having one's own house(t=-2.228, p<.05) and when the local community 

provided informational support regarding child nurturing(t=2.855, p<.05),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the sub-category of 

particular infant temperament. Among the infant's characteristics that can 

affect parenting stres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r=.569, p<.01).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author proposes that to decrease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there should be nursing intervention 

methods to increase mothers' private time and informational support from local 

communities; it is also important to enhance social support to reduce 

depression and increase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garding health 

management of children. Moreover,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the 

mothers so that they can assess the developmental statuses of their children.

Key words : Premature infant's mother, Parent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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