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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practice of the maternal role and
becoming a mother using the concepts of self-confidence in caring, maternal attachment, and maternal identity.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was used. Data was collected with the use of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November 2007 to April, 2008. A total of 54 women at a Sanhujoriwon
(postpartum care center)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26 women (Nov-Dec),
whereas the control group had 28 women (Feb-Apr). Education and practice on the maternal role was given
individually and consisted of explanations, demonstrations and practice on breast feeding (day1 to 3), maternal
attachment (day 8 to 9), bathing (day 10 to 11) and infant healthcare (day 13 to 14).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education and practice on the maternal role while the control group received routine education only. Results: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pre and post questionnaires at admission and fourteen days later.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in self-confidence in caring (t=-3.31, p=.002) and maternal identity (t=-2.16, p=.036)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Education and practice on the maternal role and being a mother was
an effective intervention in increasing self-confidence in caring and matern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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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어 왔다(Mercer & Walker, 2006).
어머니됨이란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1. 연구의 필요성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유한 현상으로, 어머니 역할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되면서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관

산욕기 산모는 진통과 분만의 힘든 노력 후에 심리적, 생

계 및 아기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을 통하여 어머니로서의

리적으로 재적응해야 될 많은 일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Mercer, 2004). 어머니됨에 대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됨(becoming a mother)이다. 어머

한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됨의 지표 또는 구성요소에 대해

니가 된다는 것은 여성의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전환을 의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Mercer (2004)는 어머니

미하는 것으로, 여성 자신에게는 발달과 성숙의 기회이며

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지속적이고 일관되

아기에게는 성장발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기간으로 여

게 언급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는 아기를 돌보는 것에 대한

성건강간호 영역에서 어머니됨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인

자신감과 자신의 아기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주요어: 어머니 역할, 실습, 교육, 산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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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머니됨이란 어머니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아

선행연구들은 실습교육을 받은 산모는 실습교육을 받지 않

기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모아애착으로 표현된다고 할

은 산모에 비해 신생아 돌보기 지식 및 자신감, 양육행위 정

수 있다.

확도, 어머니 정체성 등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일치하는

이러한 어머니됨은 본능적이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Jang, 2005; Kim & Jeong, 2007;

것이 아니라 어머니 역할에 대한 학습을 통해 실질적으로

Seo, 1998), 이는 설명이나 시범 등의 일방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Lee, 1998; Mercer, 2004). 우리나라의

아닌 직접 실습을 포함하는 쌍방향적인 실습교육이 효과적

경우 과거 확대가족에서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생생한 역

임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 역할

할 모델과 정서적 지지 체제를 통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

교육이 산욕 초기 산모의 어머니됨을 도와주기 위한 실질

식, 기술 및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다음 세대인 자녀를 가

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 역할을 산

르쳐 어머니가 되는 준비를 시켰으나, 오늘날의 핵가족 하

모가 직접 실습해보게 하는 실습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단절되고 있다(Kim, 2006; Lee,

알 수 있다.

1998). 또한 분만 후 병원에 재원하는 기간이 짧아 어머니

그러나 실습교육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분만 후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교육을 한

병원 재원기간 동안 1시간 정도 소요되는 1회의 산모교육

다하더라도 일부 내용에 대해 비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은 실습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하며, 모자동실이나 모유수유

(Cho, Lee, & Lee, 1999). 이로 인해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

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

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어머니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

하고 퇴원하게 되므로 병원 재원기간 동안 어머니 역할을

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

실제로 해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

의미에서 산모들이 평균 2주 정도 재원하므로 시간적 제약

은 어머니로 하여금 무기력함, 불충분함, 죄의식, 상실감,

이 적을 뿐 아니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모자동실이나 모

분노, 모호함 등을 느끼게 한다(Mercer, 2004; Mercer &

유수유를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은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

Walker, 2006). 이는 어머니됨을 지연시키고 스트레스나

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산모

우울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하며, 자녀를 무시하거나 학대

가 아기를 집으로 데려 가기 전에 아기를 돌보는 방법들을

하는 경향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자녀의 신체적 사회적 발

배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연습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도

달 지연을 초래하게 된다(Beck, 2001; McGrath, Records, &

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므로(Lee, 2006), 실습교육

Rice, 2008). 따라서 산욕 초기 산모를 대상으로 효과적이

을 실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고 체계적인 어머니 역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머니 역

(Kim, 2006; Ryu, Chang, & Han, 2003), 이를 통해 원만한

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Cho, Jung, & Paik,

어머니 역할 적응을 통한 어머니됨을 돕고 나아가 자녀의

2000), 200여개의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검색 및 몇몇 산후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리원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 2주 단위로 짜여진 집단 교

선행연구에서 어머니 역할교육은 소책자나 비디오 등의

육 프로그램으로, 어머니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설명, 인형을 이용한 시범, 인형을 이

제로 나누어 각 주제에 대해 정해진 요일에 1시간 정도씩

용하거나 신생아를 데리고 직접 실습해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었으며,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 목욕에

실시하였으며, 교육이 신생아 돌보기 지식이나 자신감, 모

대해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아애착, 어머니 정체성 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는 반

병원에서 어머니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한꺼번에 1

면(Kim, 2006; Oh, Sim, & Kim, 2002; Ryu et al., 2003), 교

시간 정도 실시하는 산모 교육에 비해 어머니 역할과 관련

육으로 인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기도 하여(Joo, Seo, Lee,

된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한다

& Kim, 2001; Lee, 1998)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Song, Chang

이에 대해 Jang (2005)은 어머니됨의 주요 요소인 신생아

과 Kim (2008)은 산후조리원에서 어머니됨을 도와주기 위

돌보기 자신감은 정보 전달 위주의 단기간의 교육은 효과

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산후조

가 없으며 시범과 실제 실습을 통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

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의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교육 만족

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실습교육을 실시한

도가 낮으며(Cho et al., 2000), 퇴원 예정 산모의 10.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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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생아 돌보기에 대해 자신 있다는 보고는(Cho, 2002),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산후조리원 입원 시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어머니 역할교육이

보다 퇴원 시 어머니 정체성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후조리원의 특

연구방법

성을 반영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교육이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의 어머니됨에 미치는

1. 연구설계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며, 나아가 산후조리원 산모를 위한
간호중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의 특성을 반영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이 어머니됨에 미

2. 연구목적

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후조리원의 특성을 반영한 어머니 역
할 실습교육이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의 어머니됨에 미치는

2. 연구대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y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이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한다.
y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이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파
악한다.
y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이 어머니 정체성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에 있는 A 산후조리원에 재원
중인 산모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의 참여
를 동의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
은 다음과 같다.
y 신생아와 같이 재원 중인 산모
y 재원 중 신생아에게 건강 문제가 없었던 산모
y 재원 중 건강문제가 없었던 산모

3. 용어정의

y 재원 기간이 2주인 산모
y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

1) 어머니됨

연구대상자의 수는 연구결과의 검정력 확보를 위해 두

어머니됨이란 어머니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여

개 이상의 평균값을 비교할 때 필요한 표본수 산정 시 사용

성이 경험하게 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아기 돌보기에 대

할 수 있는 Cohen (1988)의 표를 이용하였다. 유의수준 ⍺

한 자신감과 아기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며(Mercer,

=.05, 검정력 1-β=.80, 효과크기=.40으로 정하여 Cohen

2004),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모아애착, 어

(1988)의 표에서 확인한 결과 한 개 집단에 필요한 표본수

머니 정체성을 의미한다.

는 26명이었으나, 중도 탈락자를 대비하여 실험군과 대조
군 각각 30명씩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자 중 건강문제 발

4. 연구가설

생으로 인한 조기퇴원과 사후 조사 누락으로 실험군은 4명,
대조군은 2명이 탈락하여,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은 실험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군 26명, 대조군 28명으로 총 54명이었다.

가설 1.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어머니 역
할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산후조리원 입

3. 연구도구

원 시보다 퇴원 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더 많이 증가
할 것이다.

1) 실험처치: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

가설 2.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어머니 역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은 모유수유, 모아애착, 목욕, 아기

할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산후조리원 입

건강관리에 대해 개별 산모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설명과

원 시보다 퇴원 시 모아애착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시범을 보인 후 산모가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는 개별 교육

가설 3.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어머니 역할

을 의미한다.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은 입원 당일 오후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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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입원 2일과 3일째의 오전과 오후에 1회씩 총 5회 교육을

산모를 지지하고 격려하였다.

실시하였으며, 수유실과 산모방에서 실시하였다. 1회 교육

목욕 교육은 모의 실습교육으로 입원 10일째과 11일째

시에는 수유 전에 연구자가 아기를 데리고 젖 물리는 방법

에 각 1회씩 총 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모방에서 1회

과 수유 자세 및 방법에 대한 설명과 시범을 보인 후 산모에

교육 시에는 인형, 2회 교육 시에는 아기를 데리고 교육을

게 수유하도록 하였으며, 수유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

실시하였다. 1회 교육 시에는 ‘목욕 전 준비’, ‘목욕시키기’,

된 점을 교정해 주었고, 수유 후에는 트림시키기에 대한 설

‘목욕 후 간호’에 대해 연구자가 인형으로 먼저 모의시범을

명과 시범을 보인 후 산모에게 직접 해보도록 하였다. 수유

보인 후 산모로 하여금 해보게 하였다. 2회 교육 시에는 아

를 마친 후 아기를 신생아실에 보내고 산모와 산모방에 가

기를 데리고 하였으며, 연구자가 ‘목욕시키기’에 대해서만

서 유방 마사지 및 유축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2~5

시범을 보인 후 산모로 하여금 ‘목욕 전 준비’, ‘목욕시키기’,

회 교육 시에는 연구자의 시범 없이 수유를 하도록 하면서

‘목욕 후 간호’를 해보도록 하였다.

수유 시 어려워하는 점이나 잘못된 점을 교정해 주었고, 수

아기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은 퇴원 전날인 입원 13일째와

유를 마친 후에는 수유 시 문제점 및 대처법, 수유보조용품

퇴원 당일 오전에 각 1회씩 총 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

사용법 및 관리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모유수유 관련 궁금

모방에서 아기를 데리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1회 교육 시에

증은 언제든지 질문하게 하였으며, 모유수유를 잘 해 나갈

는 체온과 체중 측정에 대해 아기를 데리고 연구자가 시범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제공하였다.

을 보인 후 산모로 하여금 직접 해보게 하였으며, 수유 및

모아애착에 대한 교육은 입원 8일과 9일째에 1회씩 총 2

배변양상 기록지 사용법을 설명한 후 직접 기록해 보게 하

회 실시하였으며, 수유실에서 모유수유가 끝난 후 실시하

였다. 신생아에 흔히 나타나는 이상증상 및 간호, 병원 방문

였다. 1회 교육 시는 모아애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증상에 대해서는 소책자를 이용하여 설명하였고 인터넷 정

아기에게 말하기, 아기 울음이나 행동에 반응하기, 스킨십

보 선택 및 활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2회 교육 시에는 연구

하기 등에 대해 연구자가 시범을 보인 후 산모로 하여금 직

자의 시범 없이 산모로 하여금 직접 해보게 하였다. 교육 시

접 해 보게 하였으며, 2회 교육 시는 연구자의 시범 없이 산

간은 교육 내용에 따라 1회에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모로 하여금 직접 해 보게 하였으며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Table 1).

Table 1. Maternal Role Practice Education Program
Topic

Contents

Tools

Time

Frequency

Booklet
Nipple shields
Breast shells
Spoon feeding bottle
Supplemental nursing
system

30~60 min

5 times
Day 1, afternoon
Day 2, morning
Day 2, afternoon
Day 3, morning
Day 3, afternoon

30 min

2 times
Day 8
Day 9

Breastfeeding

․ Breastfeeding: positions,
latch-on, burping, frequency &
duration
․ Problem & management: milk
insufficiency, nipple confusion,
breast engorgement, breast
massage

Attachment

․ Definition
․ Importance
․ Intervention: baby massage,
skinship, ...

Bathing

․ Preparation
․ Bathing
․ Nursing after bathing

Booklet
Doll
Cotton swab
Baby nail scissors

30 min

2 times
Day 10
Day 11

Health care

․ Health check: temperature,
weight, feeding pattern, ...
․ Health management: signs &
symptoms, care
․ Use of internet information

Booklet
Thermoscan
Daily log on feeding/
bowel movement

30 min

2 times
Day 13
Da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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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집, 대조군 자료수집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사전에 병원관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Lee (1987)가 번안한 Pharis

계자 및 산후조리원 관계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1978)의 Self Confidence Scale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동의를 얻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자료수집 시 산모들에

였다. Pharis (1978)의 Self Confidence Scale은 5점 척도로

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 결과의 익명성 보장, 연구에 참여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립 응답

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을 피하기 위해 4점 척도로 수정하였으며, 일부 문항을 제

참여 동의서에 사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외하거나 추가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정된
도구는 간호학과 교수 5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정받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았으며, 산모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은 어머니 역할 및 어머니 역할교

도를 확인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저 21점에서 최고 84점으

육 요구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고찰, 산후조리원에서 실시

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생아 돌보기자신감이 높음을 의미

되고 있는 어머니 역할교육에 대한 인터넷 검색, 일개 산후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1987)의 연구에서 Cronbach's

조리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어머니 역할교육에 연구자가 직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2였다.

접 참석하여 관찰한 결과 및 재원 산모 면담 결과를 종합하
여 개발하였다.

3) 모아애착

인터넷 검색 결과 산후조리원에서는 2주 단위로 정해진 요

모아애착은 Han (2001)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Muller

일에 정해진 주제에 대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설명 위주의

(1994)의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4

집단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는 퇴원

점 척도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26점에서

전 아기 목욕에 대해서만 1회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최고 10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들은 어머니 역할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 (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높은 반면 교육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므로 산후조리원 산모들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0이었다.

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Cho et al.,
2000), 인터넷을 통해 육아와 관련된 광범위한 지식이나 정보

4) 어머니 정체성

를 문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

어머니 정체성은 Koh (1996)가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황을 고려하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설명 위주의 교육은 산

Walker (1977)의 Myself as Mother를 수정하여 사용하였

모의 교육 요구도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

다. Myself as Mother는 어머니로서의 자기에 대한 개념을

며,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 면담에서도 산모들은 직접 실습해

뜻하는 형용사를 서로 반대어가 되는 낱말로 짝을 지워 양

보는 교육을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산모의 교육 요구도는 분

극에 대립적으로 위치하게 한 11문항의 7점 척도이나, 예비

만 후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Sim, Koh, & Lim,

연구에서 산모들이 응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2002),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요구도가 높은 내

두 낱말 중 산모들이 더 쉽게 이해하는 낱말을 선택하여 1

용에 대해 우선적인 비중을 둔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Cho et

점에서 7점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도구

al., 2000),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 면담 결과 2주 단위로 정해진

는 간호학과 교수 5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정받았으

요일에 정해진 주제에 대해 교육하는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은

며, 산모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분만 후 서로 다른 시기에 있는 산모들의 교육 요구도를 반영

확인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저 11점에서 최고 77점으로, 점

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산모들은 산후조리원 입원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정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초기에는 재원 기간 동안의 주된 어머니 역할이지만 병원에서

신뢰도는 Koh (199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84였

는 제대로 해 보지 못했던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1이었다.

았으며, 퇴원 무렵에는 퇴원 이후부터 혼자 해야 하나 산후조
리원 재원 기간 동안 해 보지 않았던 아기 목욕과 건강관리에

4. 연구진행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그러나 2주 단위로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주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입원 초기에 목욕에

본 연구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비연구, 실험군 자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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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교육을 받거나 퇴원 무렵에 모유수유에 대해 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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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요구도가 높은 내용이 아니거나 이미

프로그램의 용이성, 산모의 교육 내용 이해 정도 등을 파악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산모들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교육 프로

도 있었으며, 교육시간이 수유나 면회객 방문 등과 겹쳐 교육

그램을 완성하였다.

에 참석하지 못하는 산모들도 있었다. 따라서 개별 실습교육

예비연구에서 아기목욕에 대한 산모들의 불안 정도가 높

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재원일에 따른 교육 요구도를

아 아기목욕은 인형으로 먼저 실습한 후에 아기를 데리고

반영하여 입원 초기인 1~3일에는 모유수유, 퇴원 무렵인 입원

실습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아기를 데리고 아기목

10일과 11일에는 아기 목욕, 퇴원 전날과 퇴원 당일에는 아기

욕을 실습함에 있어서도 욕조와 물이 있다고 가정한 상태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모아애착

에서 목욕시키는 것처럼 해보는 모의실습까지만 하는 것으

증진을 위한 교육은 입원 후 1주일 정도가 지나고 모유수유에

로 수정하였다. 이는 산후조리원에 아기 목욕 교육을 할 수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적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원 8일과 9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모가 신생아실에

일에 실시하도록 구성하였다.

들어와서 아기를 목욕시키거나 아기를 산모방에 데리고 와

또한 실습은 산모 자신의 아기를 직접 데리고 하도록 하

서 목욕시켜야 하는데 산모가 신생아실에 들어오는 것은

였는데, 이는 산후조리원 산모를 대상으로 한 Kim과 Jeong

감염의 우려로 산후조리원에서 거부하였고, 아기를 산모방

(2007)의 연구에서는 산모들이 자신의 아기가 연구대상이

에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계절적인 특성

된다는 데 대해 거부감이 심해 인형을 이용하였다고 하였

과 관련하여 산모방과 신생아실의 온도 차이 및 아기 목욕

으나, 본 연구를 산모 면담에서는 산모들이 자신의 아기를

을 능숙하게 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목욕시간이 길어질 경

데리고 직접 실습해보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

우 감기 등의 건강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산모들이 거

원은 수유시간을 비롯하여 산모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부하였기 때문이다.

아기와 함께 있을 수 있으나, 자연스러운 교육을 위해 수유
시 또는 수유 직후 아기와 산모가 함께 있는 시간을 이용하
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였다

3) 실험군 자료수집
실험군의 자료수집은 2007년 11월 30일에서 12월 31일

마지막으로 1회 이상의 추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까지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산후조리원

1회의 교육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효과가 오래 지속될

입원 당일 오전에 배부 후 당일 회수하였으며, 사전 조사를

수는 없으며(Mercer & Walker, 2006), 효과적인 교육이 되

위한 설문지가 회수된 것을 확인한 후 어머니 역할 실습교

기 위해서는 이해하지 못했거나 모르는 내용에 대해 추가

육을 실시하였다. 사후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퇴원 당일 오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Ryu et al., 2003). 산후조리원은

전에 아기건강관리에 대한 2회차 교육을 실시한 후에 배부

산모들이 평균 2주 정도 재원하므로 병원과 달리 시간적 여

하였으며 퇴원 시 회수하였다. 실험군에게 실시한 어머니

유가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1회 이상의 추가교

역할 실습교육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으며, 사전 조사

육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였다.

와 사후 조사를 위한 설문지 배부 및 회수는 산후조리원 간

프로그램 초안은 간호학과 교수 5인 및 산후조리원 간호

호사가 실시하였다.

사 2인에 의한 전문가 타당도 검정,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
3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타당도 검정을 통해 수정 ․ 보완하
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4) 대조군 자료수집
대조군의 자료수집은 2008년 2월 18일에서 4월 11일까
지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산후조리원 입
원 당일 오전에 배부 후 당일 회수하였으며, 사후 조사를 위

2) 예비연구

한 설문지는 산후조리원 퇴원 당일 오전에 배부 후 퇴원 시

2007년 9월 1일에서 9월 14일까지 산후조리원 재원 산모

회수하였다.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위한 설문지 배부 및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고 수정

회수는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실시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집

및 보완을 통해 설문지를 완성하였고, 작성 소요시간을 파

단교육의 형태로 2주 단위로 짜여진 산후조리원의 기존 교

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산모 3

육 프로그램만을 제공하였다.

인을 대상으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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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분석

명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나이, 학력, 직업, 월평균 수입, 분만방법, 아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성별, 출생 시 체중, 산과력, 아기 건강문제에 있어 두 군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y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모아애착, 어

율,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y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생아 돌보기

머니 정체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자신감, 모아애착, 어머니 정체성의 사전 동질성 검정
은 x2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로 분
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모아애착, 어
머니 정체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두 군 간에 통

y 실험군과 대조군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모아애착,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어머니 정체성의 산후조리원 입원 시와 퇴원 시의 차이
비교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3. 가설검정

연구결과
가설 1.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산후조리원 입원 시보다 퇴원
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군 26명, 대조군 28명으로 총 54

실험군과 대조군의 산후조리원 입원 시와 퇴원 시의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e (year)

Exp. (n=26)

Cont. (n=28)

n (%) or M±SD

n (%) or M±SD

33.4±3.2

2

(N=54)

x or t

p

33.0±3.7

-0.33

.742

Education

Up to 3 year college
University or more

8 (30.8)
18 (69.2)

13 (46.6)
15 (53.6)

1.39

.238

Occupation

No
Yes

15 (57.7)
11 (42.3)

14 (50.0)
14 (50.0)

0.32

.571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300

15 (57.7)
11 (42.3)

9 (32.1)
19 (67.9)

3.56

.059

Parity

Primi para
Multi para

14 (53.8)
12 (46.2)

15 (53.6)
13 (46.4)

0.00

.984

Delivery mode

NSVD
C/S

20 (76.9)
6 (23.1)

21 (75.0)
7 (25.0)

0.03

.869

Baby's sex

Female
Male

7 (26.9)
19 (73.1)

10 (35.7)
18 (64.3)

0.48

.487

3.3±0.3

3.4±0.3

1.86

.068

23 (88.5)
3 (11.5)

25 (89.3)
3 (10.7)

Birth weight (kg)
Baby's health problem at birth

No
Yes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NSVD=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C/S=cesarean section.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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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이 어머니됨에 미치는 효과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실험

.036).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4).

군은 교육 후 8.81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1.18점 증가
하여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

논

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31, p = .002). 따라서 가
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4).

본 연구는 산후조리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어머니

가설 2.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

역할 실습교육이 산욕 초기 산후조리원에 재원 중인 산모

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산후조리원 입원 시보다 퇴원 시

의 어머니됨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

모아애착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과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은 산욕 초기 산후조리원에 재원

실험군과 대조군의 산후조리원 입원 시와 퇴원 시의

한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 어머니 정체성을 증가

모아애착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실험군은 입원 시

시키는 효과적인 교육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음

에 비해 퇴원 시 0.73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2.25점 감

과 같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소하여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으나,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의 효과에 대한 가설 1 검정결과,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t=-1.25, p =.218). 따라서 가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어머니 역할 실습

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Table 4).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가설 3.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역할 대한 실

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산후조리원 입원 시보다 퇴원 시

습교육을 받은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증가하였음

어머니 정체성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Jang, 2005; Kim

실험군과 대조군의 산후조리원 입원 시와 퇴원 시의

& Jeong, 2007; Seo, 1998), 본 연구에서 어머니 역할 실습

어머니 정체성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실험군은 입

교육은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원 시에 비해 퇴원 시 퇴원 시 2.35점 증가하였고 대조군

다시 한번 입증되었으므로 어머니 역할교육은 산모가 교육

은 3.29점 감소하여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이 증

받은 내용에 대해 직접 해 보게 하는 실습이 반드시 포함되

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16, p =

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Self-confidence in Caring, Maternal Attachment and Maternal Ident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t Baseline
(N=54)
Variables

Exp. (n=26)

Cont. (n=28)

M±SD

M±SD

Possible range

t

p

Self-confidence in caring

21~84

55.2±15.0

56.1±11.0

0.27

.791

Maternal attachment

26~104

93.8±9.2

95.7±11.5

0.66

.513

7~77

53.0±10.6

56.0±12.2

1.42

.161

Maternal identity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Changes in Self-confidence in Caring, Maternal Attachment and Maternal Ident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54)
Experimental group (n=26)

Control group (n=28)

Post
M±SD

Difference
M±SD

Pre
M±SD

Post
M±SD

Difference
M±SD

t

p

Self-confidence in caring 55.2±15.0

64.0±11.3

8.81±7.8

56.1±11.0

57.3±10.3

1.18±9.1

-3.31

.002

Maternal attachment

93.8±9.2

94.5±9.3

0.73±5.6

95.7±11.5

93.4±12.6

-2.25±11.2

-1.25

.218

Maternal identity

53.0±10.6

55.4±9.9

2.35±6.0

56.0±12.2

52.7±10.6

-3.29±12.0

-2.16

.036

Variables

Pre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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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와의 비교에 있어 선행연구들에서

들에서도 각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Kim과 Jeong

사용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측정 도구는 본 연구에서 사

(2007)은 교육 4일 후, Seo (1998)는 교육 3주 후, Jang (2005)

용한 도구와 문항수가 달라 총점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후

은 교육 1개월 후에 효과를 측정하였다. Kim과 Jeong (2007)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의 정도나 교육으로 인한 변화 정도

이 교육 4일 후 효과 측정 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여 실습

를 비교하여 교육의 효과 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

교육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으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방법에 있어 본 연구와 선행

나, Seo (1998)와 Jang (2005)은 실습교육 후 2회씩의 전화

연구들 모두 실습교육을 실시했으나 교육 횟수에 있어서

상담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므로 실습교육 후 효과측정시기

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 교육 3주 후와 1개월 후라고 하여도 장기적인 효과를 보

Kim과 Jeong (2007)은 1회의 실습교육만을 실시하였으

여주었다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며, Jang (2005)과 Seo (1998)는 1회의 실습교육과 각각

에서도 실습교육 시작 후 2주 후에 교육 효과를 측정하였으

2회의 전화상담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Kim과 Jeong (2007)

나 교육이 끝난 시점에서 2주 후에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은 1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증

장기적인 효과라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

가되었음을 보고하면서 산모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향상

서 실습교육의 단기적인 효과 뿐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를

은 교육 횟수보다 교육의 질 또는 방법과 관련이 있으며, 실

측정하는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습교육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다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의 효과에 대한 가설 2의 검정결

른 교육방법에 비해 더 크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

과,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어머니 역할 실

다. 이에 반해 Mercer와 Walker (2006)는 1회의 교육이 효

습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모아애착의 변화에는 차이가

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역할교육을 받은 산모

Ryu 등(2003)도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하지

가 교육을 받지 않은 산모에 비해 모아애착이 증가하였음

못했거나 모르는 내용에 대해 추가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

을 보고한 선행연구(Ahn & Lee, 2004; Koniak-Griffin &

다고 하였다. 실습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해 효과가 더 크게

Verzemnieks, 1991)와 상반되는 결과이나, 선행연구는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1

NICU에 입원한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Ahn & Lee, 2004)와

회의 교육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임부(Koniak-Griffin & Verzemnieks, 1991)를 대상으로 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산모들은 1회의 실습교육만으로는

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의 산모들도

산후조리원 입원 시에 실시한 사전 조사에서 모아애착은

추가적인 실습교육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실습교육을 실시

104점 만점에 실험군 산모가 93.8점, 대조군 산모가 95.7점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에

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Ahn과 Lee (2004)의 연구에서도 모아애착은 104점 만점으

러나 실습교육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교육 내용에

로 환산 시 사전 조사에서 실험군 산모가 95.2점, 대조군 산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습교육 후 부족한 부분을

모가 97.7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Ahn과 Lee

산모 스스로 체크하게 하고 추가교육 시에는 부족한 부분

(2004)는 고위험신생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

에 대한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 뿐 아니라 효율

을 종합해 볼 때 산욕 초기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의 모아애

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

착은 양호한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와

한 추가교육의 방법에 있어 Jang (2005)과 Seo (1998)는 1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Han (2001)의 연구에서도 산후 2~4

회의 실습교육 이외에 전화상담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므로,

일된 초산모의 모아애착은 97.9점으로 본 연구에서와 마찬

실습교육 후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추가교육을

가지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위험신생아가 아닌 신생

실시한 후 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효과적이고 효

아 어머니의 산욕 초기 모아애착도 양호한 수준임을 나타

율적인 추가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및 본 연구

고 할 것이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산모들은 산욕 초기 모아애

실습교육 후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착 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특별한 중재가 없어도 모아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선행연구

애착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재를 통해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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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아애착 정도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도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 정체성은 어머니로서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군 산모의 모아애착은 93.8점

인지와 정서를 말하는 것으로(Walker & Montgomery,

에서 94.5점으로 증가한 반면 대조군 산모의 모아애착은

1994),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의해 촉진된다(Zabielski,

95.7점에서 93.4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산후

1994). Koh (1996)는 산후 3~4일, 산후 4~6주, 산후 3개월

조리원 퇴원 이후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모아애착이 어떤

의 어머니 정체성을 측정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

양상으로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추후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머니 정체성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Jang (2005)의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에서도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은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의 효과에 대한 가설 3의 검정결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에 비해 적은 편이기

과,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어머니 역할 실

는 하나 어머니 정체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습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어머니 정체성이 더 많

반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지 않은 대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

조군은 어머니 정체성이 56.0점에서 52.7점으로 감소한 것

을 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어머니 정체성이 더 많이

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Jang,

군에서는 어머니 정체성이 증가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감소

2005).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

한 것은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낮은 대조군은 신생아 돌

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더 많이 증

보기 활동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

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Jang (200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

고 이로 인해 어머니로서의 자신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역할 실습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어머니 정체성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돌아보게 되면서 어머니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식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 어머니

에서는 산후 2~3주경에 사후 조사를 실시한 반면, Jang

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높을

(2005)의 연구에서는 산후 4주경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

수록 어머니 정체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Kim,

고, Koh (1996)의 연구에서도 산후 4~6주에 2차 조사를 실

Hwang, & Hong, 1998), 본 연구 및 Jang (2005)의 연구에

시하였기 때문에 측정시기의 차이에 의한 결과라고도 볼

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이 증가한 실험군에서 어머니 정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의 효과로써의 어머

체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은 신

니 정체성의 변화 뿐 아니라 어머니 정체성의 변화 자체에

생아 돌보기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산욕기 산모의 어머니

어머니 정체성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추후 연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그러나 어머니 역할교육의 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은 신

어머니 정체성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필요

생아 돌보기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경우가 대부

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 역할교육이

분이며,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 더불어 모아애착이나 산

이러한 어머니 정체성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후우울 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도 있었으나 어

파악하는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머니 정체성을 측정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므로, 어머니
역할교육이 어머니 정체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후 연

결론 및 제언

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Jang (2005)의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

본 연구에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은 산욕 초기 산모의

서 어머니 정체성이 증가하였으나 실험군의 어머니 정체성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과 어머니 정체성을 증가시키는 효과

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실험

적인 중재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어머니 역

군은 어머니 정체성이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어머니 정체

할 실습교육은 산후조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교육

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정체성의 변화 양상에

프로그램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어머

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의 효과 측정

니 역할교육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산후조리원

을 위한 어머니 정체성 변화 뿐 아니라 산욕기 산모의 어머

에서 실시하는 어머니 역할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니 정체성 변화 자체와 관련된 추후 연구가 실시될 필요성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주간의 재원기간 동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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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교육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추가교육은 소요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임상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산후조리원 산모를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머니 역할교육에 비해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기에는 무리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화를 위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 역할 실습교육이 모아애착을 증
가시키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습교육을 받은
산모들에서 모아애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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