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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20일 !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서 가슴을 졸이며 서성이고 있던

나를 떠올린다. 세상에 나오자 마자 울음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축 늘어진

우리 아기가 기도 삽관에 인공호흡을 하며 긴급히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인큐

베이터 안에서 코줄을 끼고 5일 동안의 금식을 했던 우리 아기. 일 주일만에

퇴원을 하게 된 아기의 그 동안의 고통은 온몸에 시퍼렇게 멍든 주사바늘 자

국이 말해주고 있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세상 어

머니들 모두 쉽게만 낳는 줄 알았던 출산에 대한 무지였다. 아무런 준비 없이

쉽게만 생각했던 출산.

아기가 그렇게 된 와중에서도 난 아기의 걱정보다는 출산의 고통이 끝난 안

도감에 젖어 있었다. 새로운 아기의 탄생은 축제의 장이 아닌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었다.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그 많은 산모와 아기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고

새로운 생명을 안고 기특한 듯 돌아 다니는 산모들을 보며 일주일 간 아기 없

이 혼자였던 나는 화장실에서 숨 죽여 울 수 밖에 없었다.

마침 나보다 하루 늦게 분만한 연극배우 최정원씨가 수중분만을 한 뒤 나와

같은 조리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수중분만! 생소한 말이었으나 남편과 함께 분만을 했고 스스로 분만법을 선

택하고 최초로 새로운 분만법을 스스로 시도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아기를 낳으려 했고 그러므로써 심호흡조차 제대로 못하

고, 낯선 병원환경 속에서 혼자 방치되어 진통이 올 때 효율적인 호흡법이며

자세를 취하지 못하여 고통 속에 아기를 낳아야 했던 나의 모습과는 사뭇 다



른 그녀를 보며 나 자신도 책망해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사실 지금까지의 분만법은 산모의 감정이나 가족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행

해지고 있는게 사실이었다.

이 논문이 앞으로 다양한 분만법이 연구되어지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산모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출산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산

모와 아기가 주인이 되는 출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출산의 고통을 겪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 또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될 이

땅의 모든 여성들 ! 출산을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 신성한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격려와 채찍질로 나를 이끌어 주신 조

원정 교수님, 항상 자상하게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도와 주시고 힘을 주시던

김희순 교수님, 부드러운 출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논문에 관심을 가지시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던 장순복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아기를 너무도 예뻐하시고 맛난 음식을 챙겨 주신 시

어머님, 늘 자상하게 대해 주시며 도와 주신 시아버님, 항상 과묵하고 집안에

충실하며 마음 넓은 남편, 노령에도 병환 없이 늘 건강하게 그 자리에 계셔

주심으로써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신 친정 부모님, 늘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보

기 좋게 살아가는 세 명의 형부들, 외아들로서 누나들이 못하는 효도를 다 하

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는 막내 동생 원식이, 이 모든 분들께 감사

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논문을 쓰느라 바쁜 나를 이해해 주시며 격려해 주신 김은배 수간호사 선생

님, 67병동 식구들 모두에게도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그 동안의 모든 고통을 잊은 채 함박꽃 웃음으로 내 가슴을 채워주는 아들

채희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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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수중 분만 산모군 과 통상 분만 산모군 의 분만 경험 비교

본 연구는 수중분만 산모군과 통상분만 산모군의 분만경험을 비교한 조사연

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수중분만 산모군과 통상분만 산모군과의 분만유형별 분만지

각, 분만통증, 분만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시도된 것으로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수중분만에 대한 분만경험이 산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최근 출산 경험자 중 통상분만과 수중분만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수중분만한 산모와 통상적인 방법으

로 분만한 산모 각 5인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하고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자료수집 현재, 1년 이내에 통상분만한 50명, 수중 분만한 50

명의 산모로서 연구대상 병의원에서 분만한 산모를 임의 표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1년 4월 1일부터 2001년 5월 10일까지였으며 총 100부

의 설문지 중 결측치를 제외한 97부의 자료를 통계처리 하였다.

분만유형별 분만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Marut와 Mercer (1979)가 개발한 분

만경험 지각 척도(Perception of birth Scale, 1979)를 조미영(1988)이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방법은 연구가설에 따른 2검정, t - test 그리고 공분산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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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중분만 산모군이 통상분만 산모군보다 분만지각이 더 긍정적일 것이

다. 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p=.000) 즉, 수중분만 산모군이 통상분만 산모

군에 비해 분만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이전 분만경험이 분만방법과 교호작

용으로 인해 분만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검정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 교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수중분만 산모군이 통상분만 산모군에 비해 분만통증이 적을 것이라는 가

설2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두 집단간의 분만통증에 대한 차이검정에서는

수중분만군이 통상분만군에 비해 분만통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 분

만경험과 분만방법 간의 교호작용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유의수준 5%에서

분만통증에 이전 분만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분

만통증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초산모끼리 비교해 보면

통상분만군이 분만통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산모끼리 비교해 보면

수중분만군이 분만통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분만통증에 대

한 경향을 보기가 어려웠다.

3. 수중분만 산모군이 통상분만 산모군보다 분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

다. 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p=.000) 즉, 수중분만 산모군이 통상분만 산모

군에 비해 분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분산 분석을 통해

이전 분만경험과 분만에 대한 만족도와의 교호작용을 검정해 본 결과 이전 분

만경험과 분만에 대한 만족도 간에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원 배치

분석을 한 결과 수중분만군이 통상분만군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

다.

4.남아 선호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의 정서상, 두 집단간 일반적 특성 중 유의

한 차이를 보였던 출산아 성별이 분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두 분만 방법과 출산아 성별 간의 교호작용을 검정한 결과 교호작용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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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어 출산아 성별은 분만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로부터 수중분만군이 통상분만군에 비해 분만에 대한

지각이 높으며 분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중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과 통상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 간의 성장발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수중분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를 확대

하여 산모에게 긍정적인 분만지각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분만에 대한 만족을

높임으로써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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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과 목 적

현재 전 세계에서는 Gentle birth 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Gentle birth란 부드러운 분만 , 온화한 분만 , 자연스러운 분만 등을 의미

한다.

이는 안전한 분만의 환경을 일컫는 단어로서 궁극적으로 임신부나 태아에게

스트레스 없는 분만 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박문일,2000)

분만은 여성이 일생동안 경험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

로서 인격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는 힘든 고통이 따른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산모들은 분만시 통증을 경험하고 산모의 상당수가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분

만통증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Rnnta,1995)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산모의 분만시 분만에 대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분만 방법이 연구되고 응용되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분만에 대

한 개인의 경험은 신체적 고통과 불편감 및 분만과정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

환으로 보고 대부분 분만을 힘 있고 즐거운 행위로 지각하고 받아들이거나 상

해를 동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과정의 일부로 지각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분

만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미영,1988;Caplan ,1974)

보통 정상분만일 경우 분만 전에 형성된 불안과 공포가 일단 분만을 마침으

로써 해소되며, 산모는 편안한 심리상태를 회복하고 분만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 지각을 갖게 된다.(조미영,1988)

그러나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산모가 분만 전 분만에 따른 고통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불안, 공포 등을 갖게 됨에 따라 분만시 여러 가지 분만방법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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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고통, 불안을 줄이려는 안락한 분만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 중의 하나가 최근에 알려져 그 이용 추세가 급격히 늘고있는 수중분만이

다.(박문일, 2000) 수중분만은 안락한 분만방법 중의 하나로 양수와 동일한 조

건의 물 속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말한다. 산모가 양수와 같은 온도의 생리

식염수를 담은 수조에서 절개나 주사 등 의료적 처치 없이 자연상태로 분만하

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진통부터 분만까지의 모든 과정을 물 안에서 할 수 있

고, 진통을 물에서 하고 분만은 밖으로 나와서 하거나, 반대로 진통은 밖에서

하다가 분만 시에만 안으로 들어와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 모든 과정은 임산

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분만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과 분

만통증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 보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수중분만은 기

존의 분만법과 달리 의사의 역할보다 남편의 역할을 더 중요시한다. 임산부는

진통에서 분만까지 남편의 격려와 도움을 받으면서 분만하기 때문에 다소의

위로를 받게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심리적 경감을 경험하게

된다. 수중분만은 누운 자세가 아닌 앉는 자세 분만방법 중의 하나로 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골반이 가장 잘 벌어지며 힘을 주기도 쉬운 분만 자세이기

때문에 수중분만에서 이 방법이 적극 응용된다.(Rachel Redwood, 1999)

이 방법은 산모를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평온한 상

태에서 남편의 격려와 도움을 받으며 분만함에 따라 고통을 줄이고 심리적 위

축을 해소하기 위해 응용되고 있는 것이다.(박문일, 2000)

세계 모자보건 협회가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1970년에서 1993년 사이에 1

만 건이 넘는 수중분만이 전세계의 가정, 출산센터, 병원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1999년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이후 급격히 이 방법을 통해 분만

하는 산모가 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은 아직 전무하고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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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수중 분만은 비보험 선택사항이 되어 있고 일반 정상분만에 비해 비용이

10~20여 만원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

런 수중분만의 장점들이 산모들간에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슴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중분만에 대한 분만경험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고려되

어져야 할 것이다.(박문일,2000)

본 연구에서는 수중분만 산모군과 통상분만 산모군과의 분만경험을 비교하

므로써 출산 환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 구의 가설

수중분만과 통상분만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산모가 느끼는 분만지각

및 상태불안, 분만통증, 분만 만족도를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 수중분만 산모군이 통상분만 산모군보다 분만지각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2 : 수중분만 산모군이 통상분만 산모군보다 분만통증이 더 적을 것이

다.

가설 3 : 수중분만 산모군이 통상분만 산모군보다 분만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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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용어의 정의

분만경험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은 개인이 분만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이해를 의미하며, Marut와 Mercer (1979)의 분만경험에 대한 척도

를 조미영(1988)이 우리나라 산모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미영이 번안 사용한 5점 척도를 본 논제에 맞게 수정하여

수중분만 산모군과 통상분만 산모군을 대상으로 분만 당시 신체적, 정신적으

로 느꼈던 경험에 대해 측정한 것으로 분만지각, 분만통증, 분만에 대한 만족

도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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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 헌 고 찰

1 . 분만방 법의 변 화

인류의 분만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초기의 전통적인 분만방법

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첫째, 쪼그리거나 앉

아 있는 것 같이 상체를 세워서 분만하는 방법(upright position)과 둘째, 배쇄

석위(dorsal lithotomy posit ion ) 같이 상체를 누워 분만하는 자세(supine

position )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널리 사용하는 자세는 상체를

누워 분만하는 자세이다. 그러나 고대 문헌에서 나오는 분만 자세는 대게 서

거나 앉거나 쪼그리거나 하는 상체가 서 있는 분만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과거 우리의 조상들도 분만시 삼줄을 천장에 매달아 이를 붙잡고 힘을

주면서 상체는 일으켜 세우는 자세로 분만하였던 것에서도 많이 알 수 있다.

(박문일, 2000)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만방법에 대한 유형을 정리해 보면 쪼그리고 앉은 자

세에서의 분만방법과 누워서 분만하는 방법, 상체를 세우고 앉거나 서서 분만

하는 방법, 좌식 분만대에서 앉아서 분만하는 방법과 최근에 알려지고 있는

욕조 물 속의 수중에서 분만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응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어느 일정 시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임산부의 상

태와 의료 시설 상황 등에 따라 응용되고 있는데 이들 방법의 변화과정과 특

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만체위에 대하여 보면 분만 1기에는 정상 진통 중인 임산부는 진통

초기에 침대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편안한 자세가 정신적으로나 생리

적으로 좋을 것이라 하여 침대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있도록 하고 분만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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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힘을 줄 때에는 베개 같은 것을 안고 쪼그리고 앉는 자세(squatting

position )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태아감시 장치나 수액 요법을 위해

임산부가 누워있는 자세만을 고집하지 않고 변형된 분만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다. (Macdonald, 1997) 실제로 상체를 세우고 앉거나 서서 분만하는 자세는

태아 진행 방향이 자궁수축 방향과 일치하므로 C자 커브로 분만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슴을 전제로 이 방법을 권유하는데 이에 반해 누워 분만하는 경우

는 태아의 진행 방향과 자궁수축 방향이 어긋나므로 S자 커브로 힘들게 나오

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앉아서 분만하는 경우 천골(sacrum )이 뒤로 밀려

골반이 0.7∼1.5cm 정도 늘어나는 효과로 분만이 쉽게 되는 반면, 누워서 분만

하는 경우 천골(sacrum )이 후방이동을 저지하여 분만에 용이하지 않다. 결과

적으로 상체를 세워 분만하는 경우 산도가 넓어지고 태아의 방향이 중력과 같

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효과적이다. 또한 임산부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효과적

인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분만의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물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효과를 볼 때 앉아 있는 경

우 자궁이 앞으로 향하기 때문에 척추와 골반 혈관을 누르지 않아 누운 자세

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정맥 및 대동맥의 압박을 줄여 태아로 향하는 혈류량

을 줄이지 않는다. 또한 누워서 분만하는 것보다 좌식 분만대에 앉아서 분만

하는 것이 임산부 혈중 catecholamine의 분비를 감소시킨다.

박문일(2000)은 수중분만 방법을 소개하면서 수중분만은 안락한 분만방법중

의 하나로 양수와 동일한 조건의 물 속에서 아기를 낳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

은 산모를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와 평온한 상태에서 남편 등의 격려

와 도움을 받으며 분만함에 따라 고통을 줄이고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응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1999년 국내 처음 시도된 이후 급격히 이 방법을

통해 분만하는 산모가 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은 아직 전무함을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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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새롭게 그 수가 폭증되고 있는 수중분만군은 통상분만군과 다른

경험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슴이 고찰되었다.

2 . 분만경 험

산모의 분만에 대한 지각은 산후 모아 상호작용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특히 분만에 대한 산모의 지각이 부정적이면 이러한 지각은 어머니 역할

적응에 따른 모아 상호작용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Price,1977)

분만에 대해 개인이 경험하는 신체적 고통과 불편감 및 분만과정을 의지로

극복하려 하며 힘 있고 즐거운 행위로 지각하고 이해하며 받아 들이는지 혹은

상해를 동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과정의 일부로 지각하는지의 사이에는 중요

한 질적 차이가 있다.(Kitznger 1978,Caplan 1974)

조미영(1988)은 분만 경험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모아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진다고 했으며 Laufer (1990)는 부정적인 분만방법의 지각으로 인하여

어머니 역할을 완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영아에게 이름지어 주기를 꺼리거나 산후우울증이 심화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 역할 수행과 관련된 분만경험지각을

살펴보면 분만동안의 사건은 여성의 자존심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분

만경험은 어머니 역할 적응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Wilmuth ((1975)는 질식 분만한 산모가 그들의 분만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한 중요 요소로서 통제능력을 제시하였다. 실제적인 분만체험을 통하

여 산모는 진통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해 나가면서 발생되는 모든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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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해 간다.

산모의 긍정적인 분만방법의 선택과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결혼기

간, 임신희망 여부, 역할 자신감, 성 역할에 대한 태도, 부부관계의 밀접성, 여

성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지 상태, 산모자신이 양육 받았을 때의 돌봄의 양

상, 임신 및 분만과정 중 받았던 지지의 종류와 가족관계, 모자동실, 산전교육,

분만형태 등 많은 요인이 있다.(신기수, 1996;박영숙,1987;안숙희,1990;정귀

애,1994;Augilera et al.,1977;Marut&Mercer ,1979)

임산부의 분만 경험시 정도에 따라 통증이 동반되는데 이러한 통증의 유무

는 분만경험 지각정도에 따라 통증 또한 다르다. 통증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으로 통증은 정신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변수들에 의해 그 결

과, 강도가 영향을 받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손상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

다.(Sternbach, 1968) 통증의 양과 정도는 과거 경험의 기억, 통증원인에 대한

이해의 상황, 문화적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Melzack, 1973)

Wilderman 등(1997)은 산과관리의 목적을 두 가지로 기술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산모와 그녀의 가족에게 최상의 분만경험을 갖도록 해 주는 것으로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증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강조하고 분만과정에

대한 불안, 공포, 두려움의 구체적인 대상은 분만의 통증이며, Butani와

Hodnett (1980)도 분만경험을 가장 불유쾌하게 하는 요인이 통증과 조절감 상

실이라 지적하고 있다.

고통을 느끼면 두려움이 증가하고 더 많은 긴장을 가져와서, 결국에는 더 큰

고통을 불어 일으키게 된다. 두려움, 긴장, 그리고 고통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은

종종 출산 과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Harper&Row , 1944)

따라서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통증에 대한 관리가 우선

적으로 해결할 문제임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진통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그 정도가 증가되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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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정서적인 요인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불안과 두

려움은 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자궁근육에 긴장을 초래함으로써 자궁개구가

되지 못하고 아두가 압박을 가하여 심한 통증을 가져오는 주기를 이루어 통증

이 심해지며 두 번째는 생리적인 요인으로 태아의 위치가 분만에 적당치 않은

경우 산모의 위치를 바꾸어 태아가 만출에 적절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경우 동

통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김해중,2001)

통증관리의 방법으로 McCaffery(1980)는 격려(reassurence), 주의전환(distraction),

변화(variety )를 제시하였다. 격려는 함께 있어줌으로서 불안을 제거해 주는

것이고 주의전환은 주의를 다룬 곳에 돌리게 해 내인성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변화는 통증에 집착하지 않도록 단조로운 주의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관문통제 이론에 근거하여, 분만통증은 이완과 피부

자극이 효과적임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완방법으로는 심호흡, 하품,

복식호흡, 평온한 추억을 회상하는 것, 규칙적 인 호흡법,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것 등이 사용되었다.

Lamaze(1978)는 출산시 산부의 불안과 공포, 긴장을 해소시킴으로서 진통을

감소시키며, Lamaze 교육을 통해, 분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포와 긴장

감을 단절시키는 호흡법, 근육 이완법 같은 의도적인 활동으로 긴장과 통증간

의 연결을 단절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통증지각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지적 간

호로서 복부맛사지, 천골 압박을 하며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산부를 칭

찬하여 사기를 앙양시켜 통증과 공포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하였

다.(Mozingo, 1978)

분만 진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남편을 분만과정에 참여시키는 시도들이 이

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산소와 병원에서 분만한 산부들의 진통정

도를 비교해 볼 때 조산소에서 분만한 산부들이 진통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난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는 분만 제1기 과정동안에 산부가 가족들과 함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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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배려하고 있었던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최연순 외, 1985)

김현경(1994)의 질분만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분만경험을 크게

분만 전의 경험과 분만 후의 경험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는데 분만 전의 경험의

대부분이 분만통증에 대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즉 견디기 힘듦, 예기한 고

통의 직접 실감, 참을 만함, 다른 방법(수술)추구, 재경험하고 싶지 않음, 참고

견딤, 여자가 겪는 고통으로 받아들임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

송미승(1992)은 질분만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아팠다 라는 범주를 도출

하고 그 범주 내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 ,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 더

이상 낳고 싶지 않을 만큼 아프다 , 견딜만 하다 등 분만통증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찾을 수 있다. Gaston-Johansson, Fridh and Turner-Norvell(1988)은 다른 연

구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행복하다 는 반응을 추가한다.

그리고 분만통증의 강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Nettelbladt 등(1976)은 35%

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표현하며, 37%에서는 아주 극심하며 나머지 28%는

보통의 정도라고 언급하고,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

하였던 다른 통증과 비교하여 분만통증이 얼마나 아픈지를 물어본 결과 97%

가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통증 중에서 가장 심한 고통이었다고 대답했

다.(Davenport - Slack and Boylan , 1974)

이렇듯 분만경험은 한 여성이 임신하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분만을 위하여

나타나는 생리적 기전에 의한 것이지만 개인의 환경에 따라 선택과 통증의 지

각이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한마디로 기술하고 명

하기가 어렵다. (Waldenstrom , Skold and Wall,1996).

분만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신기수(1994)가 개발한 분만경험 측정도구,

Marut과 Mercer 가 만든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 측정척도 등이 있으나 전자는

분만 지지자별 분만경험을 재기 위해 만든 도구이고 Marut과 Mercer 가 만든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 측정척도는 진통(labor ),분만(delivery ),영아(baby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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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항목으로 본 연구에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Marut과 Mercer의 분만

경험에 대한 지각 측정척도를 사용하여 수중분만 산모군과 통상분만 산모군

간의 분만경험에 대한 비교를 해 보았다.

3 . 수중분 만

수중분만이란 양수와 동일한 조건의 물 속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말한다.

산모가 양수와 같은 온도의 생리 식염수를 담은 수조에서 절개나 주사 등 의

료적 처치 없이 자연상태로 분만하는 것이다. 진통부터 분만까지의 모든 과정

을 물 안에서 할 수 있고 진통은 물에서 하고 분만은 밖으로 나와서 하거나,

반대로 진통은 밖에서 하다가 분만 시에만 안으로 들어와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 모든 과정은 임산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분만법과 달리

수중분만에서 의사의 역할보다는 남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임산부는 진통

에서 분만까지 남편의 격려와 도움을 받으며 분만하게 된다. 수중분만은 누운

자세가 아닌 앉는 자세 분만법의 하나로, 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골반이 가

장 잘 벌어지며 힘을 주기도 쉬운 분만 자세이다.(주태림, 2000)

산모들은 분만 도중 여러 가지 다른 자세를 취하면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분만과 출산시기를 단축하려고 한다. 과거에는 침대에서 고정시켜 놓고 분만

시키는 방법을 택했으나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 출산자세를 바꾸는 새로운 분

만대가 개발되고 있다. 주로 기존의 supine position에서 upright position을 취

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이근영,2001)

강길전(2001)은 출산은 누워서 하면 힘주기가 불편하고 따라서 산모에게 고

통을 가중시키므로 출산하는 자세를 바꾸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수중분만 현황에 대한 집계를 보면, 1970년부터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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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되어 1990년대 이후 더욱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

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의 보고를 보면, 1992- 1993년 사이에 이 지방

219개의 병원에서 수중진통을 겪은 임산부가 약 1만 명으로 그 중 50%는 수

중분만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수중분만을 원했던 임산부들 중에서 약

50%에 이르는 임산부들은 수중진통만 경험함으로써 따뜻한 물의 다양한 장점

만을 얻었으며, 나머지 50%는 분만을 물 속에서 종료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Austria , Australia, Japan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수중분만을 시

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9. 9. 21 한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국

내 최초 수중분만을 시도하여 성공한 이후 많은 호응을 얻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내외 수중분만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프랑스의 Odent에 의해 시

도된 이후 많은 나라에서 시도되었으나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는 많지 않은 실

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박문일에 의해 1999년 처음으로 시도된 이후 김

혜영, 장부용의 관련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중분만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국외의 대표적 연구를 보면, Odent (1983)는 수준분만이 진통을 줄이고

분만과정을 단축시키며 태아 상태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진통 합병증의 빈도

를 줄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산모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

관심해지는 때에 물이 그들을 의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이끌도록 돕는다고 하고

수중분만시 신생아는 수면 위로 부드럽게 나와 엄마의 팔에 안긴다고 하였으

며, 물은 모아 관계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혔다.

Haper (1994)는 수중분만의 경우 통증경감이 통상분만보다 높은 것으로 밝히

고 선호 이유를 우선 물 속에서는 임산부가 물 속에서 잠기는 신체 부분의 부

력에 의하여 자체 체중에 의한 중력이 감소되어 임산부가 마음대로 편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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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할 수 있고 감각자극(sensory stimulation)이 감소됨에 따라 신체가 이완

될 뿐 아니라 정신도 편안해지며, 진통 억제효과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분

만에 대한 두려움 또는 거부감이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분만과정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가 증가되며, 결국 진통 및 분만시간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둘째, 국내연구를 보면, 김혜영(2000)은 물 속에서는 분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어 분만과정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가 증가하고 진통 및 분만시간 감소

에 기여한다고 하고 그 이유는 임산부가 아기를 낳기 가장 편리하고 이상적인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하기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물 속에서는 회음부의 탄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회음절개술이 필요

없고 모체- 신생아간의 유대가 증가하며, 분만시 엄마의 편안한 정서가 신생아

에게로 전이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부용(2000)은 9명의 수중분만 경험을 통해 수중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대체로 환경변화에 따른 충격이 적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순한 편이라고 했

다.

박문일(2000)은 수중분만 연구를 통해 수중분만은 안락한 분만방법 중의 하

나로 양수와 동일한 조건의 물 속에서 산모를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와

평온한 상태에서 남편 등의 격려와 도움을 받으며 분만함에 따라 고통을 줄이

고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응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의 연구를 볼 때 현재 국내외 선행된 대표적 연구가 극히 상시적이거나

제한적 연구로 다양성에 못 미치고 그 효과에 대한 입증에서도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중분만 산모군과 통상분만 산모군의 분만

경험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슴이 고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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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방법 및 절차

1 . 연구 설 계

본 연구는 수중분만 산모군과 통상분만 산모군의 분만경험을 비교한 조사연

구이다.

2 . 연구 대 상

서울 소재의 3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1년 이내에 수중분만한 50인과 각각

다른 세 병원에서 1년 이내에 통상분만한 50인을 무작위 추출하되 다음 조건

에 맞는 산모를 택하였다.

① 연령 20- 34세

② 재태 기간이 38- 42주 사이에 분만했던 산모

③ 분만 후 경과기간이 일년 이내인 산모

④임신과 분만 중 또는 분만 후 합병증이 없는 산모

⑤영아 체중이 2.5- 4.0kg인 산모

3 . 연구 도 구

초산모의 분만유형별 분만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Marut와 Mercer (1979)가

개발한 분만경험 지각 척도(Perception of birth Scale, 1979)를 조미영(1988)이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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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계수는 Mercer (1979)연구에서 Cronbach ' s alpha

값은 .83, 조미영(1988)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값은 (N =30) .82이었다.

이와 같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통상분만과 수중분만 경험자에 동

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중 신체 및 사회적 변인으로는 개인적 배경과 건강상태, 분만상태 등의

문항이며 분만경험은 분만지각, 분만통증, 분만에 대한 만족도의 세 영역을 포

함시켜 구성하였다.

분만지각으로는 분만시의 자신감, 편안함, 조절 정도 등의 문항, 분만 통증

으로는 분만시 고통, 걱정, 기억 등의 문항으로, 분만에 대한 만족도로는 분만

과정과 분만 후의 만족감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Marut과 Mercer의 분만경험 지각 측정척도(Perception of birth scale,1979)

는 산모 자신의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5점 척도의

분만과정(labor )에 관한 14개 항목, 분만(delivery )에 관한 12개 항목, 영아

(baby )에 관한 3개 항목 등 총 29항목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 결과에 의해 우리나라 산모의 분만경험으로 규명된

문항은 새로 보완, 수정하였다.

즉 분만이 막 시작될 당시 정신적, 신체적으로 얼마나 편안한 상태였는

가? , 분만 시작부터 끝나는 전 과정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얼마나 편안

한 상태였는가? 라는 질문은 정신적, 신체적을 각각 나누어 질문하였으며 분

만이 시작되어 아기 만출 직전까지 진통의 정도를 얼마나 심하게 생각하는

가? 라는 진통에 대한 문항을 개별적으로 추가하여 총 3개의 문항수가 늘어났

으며 Marut과 Mercer의 질문 내용 중 아기를 분만 후 언제 안아봤는가? ,

아기를 분만 후 언제 만져 봤는가? 라는 항목은 수중분만인 경우 대답이 거

의 분만 즉시 이므로 5점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주관식으로 답하도록 일반사

항에 넣어 답하게 함으로써 분만에 관한 질문지의 문항은 총 30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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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료처 리 및 통계분 석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최근 출산경험자 중 통상분만과 수

중분만 경험자로 설문기간은 2001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중분만한 산모와 통상적인 방법으로 분만한 산모 각 5인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후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수정, 보

완하였다.

연구대상은 연구대상 병의원에서 자료수집 현재, 1년 이내에 통상분만한 50

명, 수중 분만한 50명의 대상자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01년 4월 1일부터 5

월 10일까지였고 총 100부의 설문지 중 결측치를 제외한 97부의 자료를 대상

으로 통계 처리를 하였다.

2 ) 통계 분석

SPSS (Statist 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V . 10을 이용하여 연구 내

용별로 다음과 같은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해서 빈도수,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

을 실시한다.

둘째, 조사대상 집단간의 동질성 분석을 위해 2검증을 실시한다.

셋째, 가설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 - t est를 통한 차이 검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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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결과 분석

1 . 연구대 상자의 특성

1) 연구 대상 자의 일반 적 특 성

서울지역 소재 출산경험자 중 통상분만 경험자 50명과 수중분만 경험자 5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수중분만 경험자 중 무응답이 많거나 무성의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통상분만 50명,

수중분만 47명의 총 97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6- 30세는 통상분만이 32명으로 64.0%였고 수중분만

은 36명으로 76.6%였는데 두 집단의 연령분포는 대부분이 20대 후반으로 비

슷하게 나타났다. 2검정결과 두 집단간 연령분포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혼상태에서 미혼모는 통상분만의 단 1명뿐이었다. 결혼기간의 분포에서 통상

분만은 2년 미만이 40.0%, 2년 이상이 60.0%였고 수중분만은 2년 미만이

51.1%, 2년 이상이 48.9%로 수중분만의 연령층이 좀더 젊게 나타났으나 두 집

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의 분포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는 통상분만이 72.0%, 수중분만은 68.1%

로 유사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통상분만이 69.4%, 수중분만은

78.7%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의 분포에서 통상분만은 대졸

이상이 62.5%, 수중분만은 66.0%로 두 집단간 학력의 차이는 없었다. 월 소득

분포에서 통상분만은 200만원 미만이 59.2%이었고 수중분만은 200만원 미만

이 42.3%, 200만원 이상이 40.4%로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보아 수중분만의 소

득이 통상분만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두 집단간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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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분만방법의 차이는 없었다. 유산경험의 분포에서 통상분만은 14명인

28%가 유산경험이 있었는데 수중분만은 7명인 14.9%였다. 물론 유산경험에

따른 분만방법의 차이는 없었다. 월경주기는 대부분 규칙적이었으나 통상분만

은 4명, 수중분만은 10명이 불규칙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두 집단간 월경주

기의 차이는 없었다. 출산아의 체중은 통상분만의 61.2%가 3.5kg 미만이었고

수중분만 역시 거의 비슷한 수준인 61.7%가 3.5kg 미만이었다. 출산아의 성별

분포에서 통상분만은 딸이 26.0%, 아들이 74.0%로 아들이 많은 반면 수중분만

은 딸이 63.8%, 아들이 36.2%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만경험 여부에서 초산모는 수중분만이 12명(25.5%)으로 통상분만 2명

(4.0%)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경산모는 통상분만이 96.0%으로 수중분만 74.5%

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초산모의 경우는 수중분만을

선호하고 경산모의 경우는 통상분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통상분만이 76.0%, 수중분만이 57.4%로 통상분만이

조금 많았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과 같이 수중분만 산모군과 통상분만 산모군의 일반적 특성 중 출산아

성별과 분만경험 여부를 제외하고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변인 중 출산아 성별은 분만과정에서의 분만지각이나 분만통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설 검증시 초산모와 경산모 여부만을 통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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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통상분만 수중분만 2 (p )

인수(% ) 인수 (% ))

연령
26- 30세

31- 35세

32(64.0)
18 (36.0)

36 (76.6)
11(23.4)

1.843(.176)

결혼상태
기혼

미혼

49 (98.0)
1(2.0)

47(100.0)
0(0)

.950(.330)

결혼기간
2년미만

2년이상

20(40.0)
30(60.0)

24 (51.1)
23 (48.9)

1.197(.274)

종교
유

무

36 (72.0)
14 (28.0)

32(68.1)
15 (31.9)

.177 (.674)

직업
유

무

34 (69.4)
15 (30.6)

37 (78.7)
10(21.3)

1.086(.297)

학력
전문대졸이하

대졸이상

18 (37.5)
30(62.5)

16 (34.0)
31(66.0)

.124 (.725)

월소득

없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 (6.1)
29 (59.2)
17 (34.7)

8 (17.0 )
20(42.6 )
19(40.4 )

3.997(.136)

유산경험
없다

있다

36 (72.0)
14 (28.0)

40(85.1)
7 (14.9 )

2.453(.117)

월경주기
규칙적

불규칙적

46 (92.0)
4 (8.0)

37 (78.7)
10(21.3)

3.458(.057)

출산아 체중
3.5미만

3.5이상

30(61.2)
19 (38.8)

29 (61.7)
18 (38.3)

.002(.962)

출산아 성별
딸

아들

13 (26.0)
37 (74.0)

30(63.8)
17 (36.2)

14.049 (.000***)

이전

분만경험여부

초산모

경산모

2(4.0)
48 (96.0)

12(25.5)
35 (74.5)

9.095 (.003**)

산전교육
비참여

참여

38 (76.0)
12(24.0)

27 (57.4)
20(42.6)

3.772(.052)

*:p< .05, **:p<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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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 분만당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느꼈던 분만경험을 분만지각과

분만통증 그리고 만족도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이용

해 수중분만군과 통상분만군의 통계적 차이를 t -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1) 두 집 단간 분만 지각 에 대 한 가 설 검 증

가설 1: 수중분만군이 통상분만군보다 분만지각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

아래의 <표 2>에서 지각요인의 t값 - 4.297에 대한 p값이 .000으로서 유의수

준 .1%에서 분만방법에 따른 지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수중분

만의 평균값(3.916)이 통상분만의 평균값(3.301)보다 크다는 것은 수중분만이

통상분만보다 분만상황에 대한 지각이 더욱 긍정적임을 제시하였다. 즉 진통

이 시작되어 분만하기까지의 과정과 주변 상황에 대한 기억의 정도는 수중분

만이 통상분만보다 높고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2> 분만지각에 대한 분만방법별 차이검증

분만방법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통상분만

수중분만

50

47

3.301

3.916

.882

.440
- 4.297 .000

*: p< .05

반면 두 집단간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이전

분만방법과의 교호작용으로 인해 분만지각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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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분산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표3)

<표 3> 분만지각에 대한 분만방법과 이전 분만경험 여부의 교호작용 검정

S ource
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수정모형l 11.060 3 3.687 7.585 .000

Int er cept 16.194 1 16.194 33.315 .000

분만방법 2.919 1 2.919 6.005 .016

분만경험 .367 1 .367 .754 .387

분만방법 *
이전

분만경험

1.788 1 1.788 3.679 .058

오차 45.204 93 .486

합계 1313.169 97

수정 합계 56.265 96

a R S quared = .197 (A dju st ed R S quared = .171)

공분산 분석 결과 분만지각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방법과 분만경험 간의

교호작용에 대한 F통계량 1.788의 p값이 .058로 유의수준 .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았다. 즉, 분만방법 경산모, 초산모 여부는 분만지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중분만군이 통상분만군에 비해

분만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검증 결과에 따라 가설 1은 채택되었다.

2 ) 두 집 단간 분만 통증 에 대 한 가 설 검 증

가설 2: 수중분만군이 통상분만군보다 분만통증이 더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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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통증에 대한 t - test 결과는 아래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만통

증요인의 t값 6.237에 대한 p값이 .000으로서 유의수준에서 분만방법에 따른

분만통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상분만군의 평균값(3.419)이 수

중분만군의 평균값(2.468)보다 크다는 것은 통상분만군이 수중분만군보다 두려

움, 통증, 괴로움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분만방법별 분만통증의 차이검증

분만방법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통상분만

수중분만

50

47

3.419

2.468

.543

.922
6.237 .000

*: p< .05

두 집단의 동질성 검증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이전 분만 경험 여부에 의

한 분만통증의 영향 여부를 공분산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표 5)

<표 5> 분만통증에 대한 분만방법과 이전 분만경험의 교호작용 검정

Source
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수정모형 30.728 3 10.243 21.259 .000

Intercept 20.870 1 20.870 43.318 .000

분만방법 .725 1 .725 1.504 .223

분만경험여부 .778 1 .778 1.616 .207

분만방법 *
이전

분만경험여부

2.525 1 2.525 5.240 .024*

오차 44.807 93 .482

합계 924.640 97

수정 합계 75.534 96

a R S quared = .407 (A dju st ed R S quared =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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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방법과 이전 분만경험 여부 간의 교호작용에 대한 F통계량 5.240의 p값

이 .024로 유의수준 .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분만통증

에 대한 영향에서 분만방법과 공변량인 이전 분만경험 여부 사이에 교호작용

이 존재하여 이전 분만경험, 즉, 초산모, 경산모 여부는 분만통증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전 분만경험을 공변량으로 통제(control)하여 평균을 비교하지 못

하고 모든 경우(통상분만- 초산모, 통상분만- 경산모, 수중분만- 초산모, 수중분

만- 경산모)에 따른 분만통증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검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분만통증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범주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통상분만- 초산모 2 2.000 .000

17.800 .000
통상분만- 경산모 48 3.458 .846

수중분만- 초산모 11 3.327 1.016

수중분만- 경산모 36 2.205 .721

*: p< .001

위의 결과에서 초산모끼리 비교해 보면 통상분만군이 분만통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산모끼리 비교해 보면 수중분만군이 분만통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 분만통증의 경향을 보기가 어려웠다.

통상분만- 초산모의 경우는 사례수(빈도)가 단지 2명에 지나지 않아 표본오

차로 인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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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두 집 단간 분만 만족 도에 대한 가설 검증

가설 3: 수중분만군이 통상분만군보다 분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분만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수중분만군과 통상분

만군의 t - test를 실시한 결과 t값 - 10.015에 대한 p값이 .000으로서 유의수준

에서 분만방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중분만군의 평균값

(4.753)이 통상분만군의 평균값(3.400)보다 크다는 것은 수중분만군이 통상분만

군보다 분만과정에서의 편안함과 분만 후의 행복감 등 전 과정을 통한 만족감

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분만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차이검증

측정변수 분만방법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분만에 대한

만족도

통상분만

수중분만

50
47

3.400
4.753

.877

.304
- 10.015 .000*

*: p< .05

또한 이전 분만경험 여부가 분만방법과 교호작용으로 인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초산모, 경산모 여부를 공변량으로 하여 분

만방법이 분만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호작용 검정을 한 결과

아래 <표 8>과 같이 출산방법과 이전 분만경험 간의 교호작용에 대한 F통계

량 8.974의 p값이 .004로 유의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분만의 만족도에서 분만방법과 공변량인 이전 분만경험 사이에 교호작용

이 존재하여 이전 분만경험이 분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슴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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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분만의 만족도에 대한 분만방법과 이전 분만경험의 교호작용 검정

S ource
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수정모형 48.481 3 16.160 39.656 .000

Inter cept 12.259 1 12.259 30.082 .000

분만방법 7.837 1 7.837 19.231 .000

분만경험 3.078 1 3.078 7.522 .007

분만방법 *
분만경험

3.657 1 3.657 8.974 .004**

오차 37.898 93 .408

합계 1681.880 97

수정 합계 86.379 96

a R S qu ared = .561 (A dju st ed R S qu ared = .547)

공분산분석 결과 분만방법과 공변량인 이전 분만경험 사이에 교호작용이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전 분만경험을 공변량으로 통제(control)하

여 평균을 비교하지 못하여 <가설 2>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만 모든 경우(통상

분만- 초산모, 통상분만- 경산모, 수중분만- 초산모, 수중분만- 경산모)에 따른 분

만만족도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검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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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분만 만족도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범주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통상분만- 초산모 2 3.800 .000

31.778 .000*

통상분만- 경산모 47 3.829 .582

수중분만- 초산모 11 4.800 2.513E - 16

수중분만- 경산모 36 4.738 .347

*: p< .001

위의 결과표에서 각 범주에 따른 분만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수중분만군이 통상분만군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만

족도를 보였고 이러한 검증결과에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의 정서상 분만 만족도는 출산

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앞에서 2검정 결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출산아 성별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분만방법과 출산아성별의 교호작용을 검정한 결과는 아래 <표 10>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교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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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분만 만족도에 대한 분만방법과 출산아성별의 교호작용 검정

S ource
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수정모형 44.934 (a ) 3 14.978 33.609 .000

Inter cept 110.418 1 110.418 247.768 .000

분만방법 4.149 1 4.149 9.310 .003**

출산성별 .569 1 .569 1.278 .261

분만방법 *
출산성별

8.180E - 03 1 8.180E - 03 .018 .893

오차 41.446 93 .446

합계 1681.880 97

수정 합계 86.379 96

a R S qu ared = .520 (A dju st ed R S qu ared = .505)

<표 11> 분만방법과 출산아성별에 따른 분만 만족도 차이

S ource
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수정모형 44.926 (a ) 2 22.463 50.936 .000

Inter cept 114.134 1 114.134 258.809 .000

출산아성별 .563 1 .563 1.277 .261

분만방법 41.537 1 41.537 94.189 .000***

오차 41.454 94 .441

합계 1681.880 97

수정 합계 86.379 96

a R S quared = .520 (A dju sted R S quared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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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산아 성별과 분만방법에 따른 분만지각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는

위의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출산아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만방법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8 -



Ⅴ . 논 의

오늘날 산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의료기술의 진보와, 분만 및 진통시에 고통

을 절감시키는 다양한 약제와 시술, 그리고 신생아 집중 치료시설들의 증가로

사람들은 여성들이 전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분만이 역

사상 어떠한 다른 때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gentle birth ,또는 active birth의 측면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박문일, 2000)

출산은 생명의 창조적인 힘을 탐구하고, 조사하고, 깨닫는 순간이다.

출산이란 아기 중심적이고, 산모 중심적이며, 가족 중심적이어야 한

다.(Barbara harper ,1994)

장은주(2001)는 산모는 환자가 아니며, 출산의 주체는 엄마와 아기라는 것을

의료진에게 주지시켰다.

여성들이 출산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 들이고,그 자연스러움을 신뢰할

때, 그리고 의료진들이 출산의 신성한 본질을 경외할 때 출산은 신비하고 경

이롭고 환희에 찬 것이 된다고 본다.

강길전(2001)에 의하면 출산은 쾌감을 느끼며 진행되어야 하며 산모에게 자

신감을 심어 준다면 필경 쾌감을 느끼면서 출산할 수 있다고 했다.

본 연구로부터 수중분만이 통상분만보다 분만지각이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분만에 대한 만족도 역시 수중분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수중분만 산모군이 통상분만 산모군에 비해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고 분만유형에 따른 분만경험이 초산모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지각형성에 관계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수중분만이 우리나라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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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연구 대상을 초산모로 국한하지 못한 점과 출

산 직후의 산모가 아닌 출산한지 1년 이내의 산모를 대상자로 한 점이다.

초산모, 경산모를 구분하고 대상자를 분만 직후의 산모로 했다면 보다 얻고

자 하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분만통증에 대한 가설에 있어서도 초산모, 경산모를 구분하지 않아 두 집단

간 분만통증의 경향을 보기가 어려웠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수중분만의 특징과 장점을 고려한 새로운 연구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

야 하겠다.

수중분만군이 통상분만군에 비하여 분만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온

결과는 수중분만시 엄마의 편안한 정서가 신생아에게 전달되게 되며, 엄마와

아이 모두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됨으로써 엄마와 아이

의 정서가 안정되고 유대관계가 깊어지게 되기 때문이며 남편과 함께 분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수중분만이 통상적 방법의 분만에 대한 절대적인 대안인 것처럼 생

각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단지 산모가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분

만할 수 있도록 산모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분만법 중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

도록 의료인으로서 정보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수중분만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로부터 얻어진 수중분만의

장점을 다시 한번 검증한 것과 여러 분만방법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 연구적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결과로부터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수중분만에 대한 올바른 지

식을 전달할 수 있으며, 수중분만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자신에게

알맞은 분만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과 분만방법의 선택뿐만 아니라

같은 수중분만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분만방법이 조절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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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재의 분만 방법과 같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분만은 산모와 아이에게

모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산

모들에게 수중분만에 대한 장·단점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권유할 수 있는 근

거를 제시한 것은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로서 다양한 분만방법에 대한 정보를 산모에게 제공하므

로써 산모 스스로 능동적인 분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분만에 대해 긍정

적인 지각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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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 론

1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중분만 산모군과 통상분만 산모군과의 분만유형별 ① 분만지각

② 분만통증③ 분만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시도된 것으로 2001

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지역에 소재한 분만한지 1년 이내의 수중분

만 대상자, 통상분만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결과 총 100부의 설문 응답지 중 무응답이 많거나 무성의하여 연구

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3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97부의 설문 응답지를 바

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연구가설에 따라 2검정, t - t est 그리고 공

분산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중분만 산모군이 통상분만 산모군보다 분만지각이 더 긍정적일 것이

다. 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p=.000) 즉, 수중분만 산모군이 통상분만 산모

군에 비해 분만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이전 분만경험이 분만방법과 교호작

용으로 인해 분만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검정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 교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중분만 산모군이 통상분만 산모군에 비해 분만통증이 적을 것이라는

가설2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두 집단간의 분만통증에 대한 차이검정에서는

수중분만군이 통상분만군에 비해 분만통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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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험과 분만방법 간의 교호작용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유의수준 5%에서

분만통증에 이전 분만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분

만통증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초산모끼리 비교해 보면

통상분만군이 분만통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산모끼리 비교해 보면

수중분만군이 분만통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분만통증에 대

한 경향을 보기가 어려웠다. 났다. 통상분만- 초산모의 경우는 사례수(빈도)가

단지 2명에 지나지 않아 표본오차로 인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수중분만 산모군이 통상분만 산모군보다 분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

이다. 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p=.000) 즉, 수중분만 산모군이 통상분만 산

모군에 비해 분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분산 분석을 통

해 이전 분만경험과 분만에 대한 만족도와의 교호작용을 검정해 본 결과 이전

분만경험과 분만에 대한 만족도 간에 교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원 배

치분석을 한 결과 수중분만군이 통상분만군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

였다.

4. 남아 선호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의 정서상, 두 집단간 일반적 특성 중 유

의한 차이를 보였던 출산아 성별이 분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

어 두 분만방법과 출산아 성별간의 교호작용을 검정한 결과 교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출산아 성별은 분만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수중분만이 통상분만보다 분만지각이 더욱 긍정

적이고 분만에 대한 만족도 역시 수중분만이 통상분만보다 높다는 결론을 내

렸다. 따라서 수중분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를 확대하여 산모에게 긍

정적인 분만지각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분만에 대한 만족을 높임으로써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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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다.

2 . 제언 및 연구 의 한계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통상분만 경험자와 수중분만 경험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과 분만통증 및 만족도를 비교하였으므로 앞으로 통상분

만을 일반분만과 제왕절개로 세분화하여 비교하거나 수중분만 대신 좌식 분만

법이나 소프롤로지식 분만법 등과의 후속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통상분만과 수중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의 성장발달에 대한 지속적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수중분만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아 수중 분만 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워

초산모, 경산모를 구분해 연구하지 못한 바 초산모와 경산모를 구분한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

넷째, 수중분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상분만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표본집단을 서울지역 소재 출산경험이 있는 100명의 산모들로 설

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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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지 >

수중분만 산모군과 통상분만산모군의

분만 경험 비교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산모의 수중분만과 통상분만과의 차이에 관한 내용입

니다. 최근 수중분만이 늘어나면서 통상분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여 산모의 분만 관련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

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컴퓨터로 통계 처리하여 학문적 연구목적 이외에

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오니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2001년 4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도교수 :

석사과정 : 윤 경 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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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내용은 통계를 위한 사항입니다. 읽어보신 후 해당하는 곳을 선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령 : ① 25세 미만 ② 26- 30세 ③ 31- 35세 ④ 36세 이상

2. 분만경험회수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3회 이상

3. 유산경험 : ① 없다 ② 있다.

4. 현존자녀수 : ① 없음 ② 있음 (아들 명, 딸 명)

5. 월경주기 : ① 규칙적 ② 불규칙적

6. 월경통 : ① 매우 심함 ② 심함 ③ 보통 ④ 전혀 없음

7 산전교육 : ① 비참여 ② 참여 (참여횟수 회, 교육내용: )

8. 결혼상태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⑥ 기타

9. 결혼기간 : ① 1년 미만 ② 1- 2년 *③ 2- 3년

④ 4- 5년 ⑤ 6- 10년 ⑥ 11년 이상

10. 종교 : ① 가톨릭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11. 직업 : ① 주부 ② 행정관리사무직 ③ 영업, 판매직 ④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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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문직 ⑥ 서비스직 ⑦ 생산직근로자 ⑧ 학생 ⑨ 교사 ⑩ 기타

12. 학력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학졸 ⑤ 대학원졸

13. 월 가계 소득: ① 없음 ② 100만원미만 ③ 101- 200만원

④ 201- 300만원 ⑤ 301만원 이상

14. 귀하의 출산방법은?

① 통상분만 ② 제왕절개 ③ 수중분만 ④ 기타

15. 출산아의 출산전 성별 기대는?

① 딸 ② 아들 ③ 상관 없슴

16. 출산아 성별 : ① 딸 ② 아들 ③ 쌍둥이( , )

17. 출산아 체중 : ① 2.5kg미만 ② 2.6- 3kg미만 ③ 3.0- 3.5kg미만

④ 3.5- 4kg미만 ⑤ 4.0kg 이상

18.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① 좋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다소 나쁜 편이다.

19. 앞으로 분만을 한다면 어떤 분만방법으로 하고 싶으십니까?

① 통상분만 ② 제왕절개 ③ 수중분만 ④ 더 이상 낳지 않겠다 ⑤ 기타( )

20. 분만 후 언제아기를 만져보았습니까?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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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만 후 언제아기를 안아 보았습니까? ( 시간)

22. 분만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병원( 동 산부인과병원)

② 조산원( 동 조산원) ③ 집 ④ 기타

측정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분만이 시작되어 끝나는 전과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자신감(예: 아기를 잘 낳을 자신감)이 있

었습니까?

2. 아기가 막 분만될 당시에 어느 정도 자신감(예:
아기를 잘 낳을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3. 분만이 시작되어 끝나는 전과정을 통하여 신체

적으로 어느 정도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었습

니까?

4. 분만이 시작되어 끝나는 전과정을 통하여 정신

적으로 어느 정도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었습

니까?

5. 아기가 막 분만될 당시에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까?

6. 아기가 막 분만될 당시에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까?

7. 아기가 막 분만될 당시에 체험한 기분이 어느

정도 유쾌하였고 만족스러웠습니까?

8. 진통이 시작되어 끝나는 전 과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잘 견디며 자신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까?

9. 아기가 막 분만될 당시에 어느 정도 잘 견디며

자신을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까?

10. 진통이 시작되어 아기 만출 직전까지 전 과정

을 회고해 볼 때 분만 전에 가졌던 긍정적 기

대가 실제 아기를 낳은 후에 체험한 것과 부합

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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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1. 분만을 도운 의료진들에게 어느 정도 협조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진통이 시작되어 아기 만출 직전까지 배우자가

내내 당신 곁에 있었습니까?

13. 분만을 잘하기 위하여 분만 전 과정동안 배우

자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습니까?

14. 진통이 시작되어 아기 만출 직전까지 통증완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까?

15. 진통이 시작되어 아기 만출 직전까지 전 과정

을 통하여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16. 아기가 막 분만될 당시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

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17. 아기가 막 분만될 당시 체험했던 기분은 얼마

나 불쾌한 상태였습니까?

18. 진통이 시작되어 아기 만출 직전까지 전 과정

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

까?

19. 아기가 막 분만할 당시를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20. 아기가 막 분만할 당시를 얼마나 두려운 것으

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21. 진통이 시작되어 아기 만출 직전까지 전 과정

을 통하여 아기의 상태에 대하여 걱정했습니

까?

22. 아기가 막 분만할 당시 아기의 상태에 대하여

걱정했습니까?

23. 진통이 시작되어 아기 만출 직전까지 전 과정

을 통하여 사용되었던 의료기구 등으로 괴로움

을 느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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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4. 생생한 느낌을 갖고 산모께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상태에서 체험한 분만이었습니까?

25. 진통이 시작되어 아기 만출 직전까지 전 과정

동안 적용되는 진찰이나 치료 등에 대해 산모

의 의견이 존중되었습니까?

26. 분만 이후에 분만 전 과정을 배우자(혹은 다른

사람)와 함께 회고하면서 이야기하여 보았습니

까?

27. 분만 전 과정을 배우자 혹은 다른 사람과 회고

하면서 이야기 한 후에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

까?

28. 분만 결과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29.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였습니

까?

30. 진통이 시작되어 아기 만출 직전까지 진통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심하게 기억하십니까?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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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A Com pari s on B etw een M oth ers w h o h ad W aterbirth an d

M oth ers w h o h ad th e U s u al T y pe of Chi ldbirth

Yun Kyung Suk

Department of Community Health Nur sing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Waterbirth has become popular recently and has been repor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mothers , but little study has been done evaluating the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mothers between those having a waterbirth

and those having the usual childbirth experience. T he study aim was to

identify differences with regard to perception of delivery , pain during the

delivery , and satisfaction with the delivery between the two groups of

mother s .

T he methods used for this study w as as follow s :

A convenience sample of 50 women who had a waterbirth and 50 who had

the usual type of childbirth within the past year w as selected for this

study . T he research tool was the "Perception of Birth Scale" developed by

Marut & Mercer in 1979 and translated and adapted by Cho, Mi- Young .

T he researcher pretested it with five women from each group for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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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ase of response. T he research w as carried out between April 1, 2000

and May 10, 2000 and analysis was done on a total of 97 questionnaires .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cross - table analysis , t - test , and analysis

of covariance to test the hypotheses .

T 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Hypothesis 1 "that mothers who experience a waterbirth will show more

affirmative responses than mothers who experience the usual type of

childbirth" was accepted (p=.000).

Hypothesis 2 "that pain for mothers who experience a waterbirth will be

less than for those having the usual type of childbirth" w as not accepted

(p=.000).

Hypothesis 3 "that mothers who experience a w aterbirth will show

higher satisfaction than those having the usual type of childbirth mother"

w as accepted (p=.000).

In Korea where boys are preferred, the researcher thought that there

might be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delivery according to the baby ' s

gender but there w as no statist 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 o

groups for delivery method according to the baby ' s gender .

T his study show ed that mothers who experienced a w aterbirth show ed

more affirmative and more satisfactory responses than those who

experienced the usual type of childbirth as far as perception of delivery

- 47 -



and delivery method. But , there is st ill a need to continue to make an

effort to lessen the uneasiness and the pain of childbirth by expanding the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waterbirth and to choose the type of delivery .

T his will be helpful in enhancing affirmative cognition of childbirth and the

w oman ' s identity as a mo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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