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용어 산욕기 산후 피로 양육스트레스: , ,

서 론I.

연구의 필요성1.

출산은 인생의 발달과업으로서 여성의 고유한 특권

이며 생명창조가 되는 극적인 상황이지만 출산 과정,
동안 엄청난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출산

후에는 신체기능의 회복과 아기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

및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에너지가 요구

되므로 산모는 흔히 피로를 경험할 수 있다(Gardner,
산후 피로의 빈도에 대한 것은 연구마다 차이를1991).

보이긴 하지만 대체로 의 산모가 피로를 호소65-90%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Drake & Verhulst, 1988;

적절한 중재를 하지 않을 경우Fawcett & York, 1986),
눈덩이처럼 커지는 속성이 있으며 대(Milligan, 1989),
개 산후 주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다양하게 보고되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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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모성 역할을 습(Hantos, 1993; Webster, 1994).
득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산

모가 피로하게 되면 첫째 자가 간호능력을 감소시켜,
서 산후 신체적 회복능력 저하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둘째 어머니 역할 수행능력을 감소시, ,
켜서 자녀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셋째, ,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감소 및 대인관계 능력을 약화

시킴으로서 가족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산후 피로는 여성 개(Pugh & Milligan, 1993).

인의 삶의 질 저하 뿐 아니라 신생아 양육 및 발달과

가족적 발달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실제로,
질병과 치료중심의 의료 환경에서 이는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욕기 산모간호의 목적이 신체(Kim, 1999).
회복의 도모와 어머니 역할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발달과업의 안정된 이행을 돕는 데 있으므로(Reeder,
이를 저해하는 산모의Martin, & Koniak-griffin, 1997),

피로는 중재되고 관리되어야 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피로에 대한 개념적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로의

영향요인을 설명하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출산 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습득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

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인 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피로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며 이에 대해,
도 산후 피로에 대한 연구에서 모성역할Milligan(1989)

로의 이행과정동안 경험할 수 있는 역할과중과 모성역

할 수행관련 스트레스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하며,
이들이 산후 피로의 유발에 기여하는 바를 연구할 필

요성이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비율이 급격히 상

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양육의 일차적 책임

과 의무가 여성에게 편향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어머

니가 영 ․유아의 주된 돌봄제공자로서 인식되고 역할

을 수행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에(Kim & Park, 2003),
새로운 모성역할 적응과정 동안 경험하게 되는 자녀

양육스트레스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
구에서도 여성들이 엄마로 이행해 가는 과정은 남성들

이 아빠로 이행해 가는 과정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여성에게 위기 상황으로 인지된다고 하였다

또한 임신과 출산은 많은(Kim, Jeong, & Kim, 2000).
변화와 새로운 적응을 요하는 위기의 상황으로 흔히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며 흔히 스(Reeder et al, 1997),
트레스 반응의 최종 결과로서 피로가 유발된다고 설명

하고 있다 따라서 산모의 스트레스와 피로와의 관련.
성이 규명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스트레스 중에서도,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지니는 양육스트레스가

산후 피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산모의 스트레스와 산후 피로에 대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피로와의 관련,
성을 규명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양육스트레스의 개념,
을 명확하게 측정하여 피로와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

는 매우 제한적이다 즉 는 산욕기간. , Wambach(1998)
에 일어날 수 있는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피로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았고 와 또한, Gardner Campbell(1991)
분만 후 일된 산모를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2
피로의 정도가 크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두 연구 모두,
양육스트레스의 관점에서 피로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다루지는 못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산후 피로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는(Gardner,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지속적1991; Lee, 2006)
인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아기돌보기 활동을 하

게되면서다양한돌봄과관련된문제를경험하는것으

로설명되는산후 주에서 주의 산욕기산모를 대상으3 8
로 산후피로의주영향요(Reeder et al, 1997; Yoo, 1993)
인으로서의 양육스트레스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산후 피로의 관련요인으로서

함께언급되고있는수유어려움(Pugh & Milligan, 1995)
및 수면만족도 도 함께 고(Hantos, 1993; Wambach, 1998)
려하여 분석함으로서 산후 피로 영향 요인으로서의 양,
육스트레스의 효과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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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산후 피로 양육스트레스 수유어려움과1) , ,
수면만족도를 파악한다.
산모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에 따른 산후2)
피로 차이를 파악한다.
산모의 산후 피로와 양육스트레스 수유 어려움3) ,
및 수면만족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산모의 산후 피로 주 영향요인으로서의 양육스트4)
레스의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II.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산욕기 산모에 있어 흔히 발생되는 산후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서

술적 조사연구로서 이를 통해 산모의 산후 피로 감소,
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2.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년 월부터 월까지 서울2007 7 9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개 대학병원 산부인과 외래를2
방문한 산모 전체를 근접모집단으로 하고 다음의 연,
구대상자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만족하는 산모 170
명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산모 명을 임의표집 하였150
다 이중 불충분한 설문지 응답을 한 부를 제외하고. 7
최종 명이 연구대상자로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로143 .
는 임신 주 이후에 이상의 건강한 신생아1) 37 2500gm
를 출산한 산모 산후 주 주 이내에 속한 산모, 2) 3 -8 , 3)
연구참여에 동의한 산모를 포함하였다 단 출혈이. , 1)
나 감염 고혈압 등의 임신 및 출산관련 합병증을 경험,
한 산모나 갑상선질환을 진단받은 산모는 본 연구, 2)
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로 산후 주에서 주에 속한 산모3 8

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후 조리 문화 속,
에서는 최소한의 산후 조리 기간인 산후 주 이후에2
산모가 본격적으로 신생아 돌보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

으로 보았다 따라서 적극적인 신생아 돌보(Yoo, 1993).

기 활동과 관련하여 양육스트레스가 커질 것으로 예상

되는 시기인 산후 주 이후이면서 산욕기로 간주되는3 ,
산후 주에 속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기 위함이었다6 8 .∼
본 연구에서 산후 피로의 주요 예측변수는 양육스트

레스이며 단변량 분석을 통해서 유의하게 설명되는,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을 회귀분석에 포함시켜 분

석할 예정이다 사전에 정확한 예측변수 수를 알기는.
어려우나 회귀분석에 포함될 독립변수 수는 양육스트,
레스를 포함하여 대략 개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10
므로 다중회귀분석에서 안정된 예측 방정식을 설정하,
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측변수 개당 명의 대상자가1 10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적어도 개 이100
상의 충분한 자료수집을 하려고 하였다(Nunally &

단변량 분석결과 산후 피로와 관련된Burnstein, 1994).
변수는 양육스트레스 수면만족 수유어려움 산모 나, , ,
이 종교유무 밤잠시간 인지된 건강문제 유무를 포함, , ,
하여 총 개 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수인 명7 , 143
은 분석을 위해 충분한 표본수라고 할 수 있다.

연구도구3.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1)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에 포함된 변수는 연구자

가 산후 피로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기술되는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 들을 선별한 후(Milligan,
간호학 교수 인의1989; Kim et al, 2000; Song, 2001) 3

내용타당도를 거쳐 구성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는 연,
령 가족형태 교육수준 종교 및 직업 유무 경제수준, , , ,
을 포함하였고 산과적 특성에는 출산 및 유산경험 출, ,
산 후 경과주수 계획된 임신여부 분만형태 산후, , ,

수면시간 산후 조리원 이용 수유방법 인지된Hgb, , , ,
건강문제 유무 신생아 성별을 포함하고 있다, .

산후 피로2)
출산기 여성의 피로측정을 위한 의Pugh(1993)

을 이 번안한 도구를Fatigue Continum Form Song(2001)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크게 신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 , ,
신경 ·감각적 피로의 하부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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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문항에 대해10 . 30 4
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점에서30 120
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클수록 산후 피,
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산모를 대상으로 한.

의 연구에서 이었고 본Song (2001) Cronbach’s =0.92 ,α
연구에서는 이었다Cronbach’s =0.94 .α

양육스트레스3)
의 양육 스트레스 질문지를Cutrona(1984) Cheon

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개 문항에 대(1990) . 16
해 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에서 점5 16 80
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클수록 양육스트레,
스를많이경험하는것을의미한다 산모를대상으로한.

의연구에서 이었고 본연구Kim(2003) Cronbach's =0.87 ,α
에서는 이었다Cronbach's =0.83 .α

수유 어려움4)
산모의 수유 어려움은 귀하는 아기에게 수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라는 단문항의?” 11
점 척도 점 매우 쉽다 점 매우 어렵다 를Likert (0 -‘ ’, 10 -‘ ’)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유 시 어려.
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 만족도5)
산모의 수면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귀하의 수면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단문항의 점?” 11
척도 점 전혀 못 쉬었고 가뿐하지 않음 점Likert (0 -‘ ’, 10

푹 쉬었고 가뿐함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 ’) .
높을수록 수면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료수집4.

자료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서2006 7 11 9 30
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개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2
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각 병원의 임상연구심의,
위원회 에서 연구승인(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자와 훈련된 명의 연구보조원이 각 병원에1

서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 전에 연구보조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문

항과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대상자 접,
근에 대한 간단한 훈련과정을 거침으로서 자료수집 절

차상의 오차를 최소화시킴으로서 자료수집자간 신뢰

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자료수집은 산부인과 외래에 방문한 산모 중 연구대

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산모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과 의의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연구 참여 후 보, ,
상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진료대기 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분 정도였으며 설10 ,
문조사가 끝난 후 아기용품과 관련된 소정의 물질적

보상과 함께 추후 원할 경우 언제라도 육아나 모유수

유 등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자료분석5.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SPSS WIN 12.0
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대상자 특성과 주요 연구 변수,
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로 대, ,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와 양육스트레스의 차

이는 와 로 분석 후 사후t-test one-way ANOVA Scheffe
검정으로 산후 피로와 주요 연구변수와의 관계는,

로 산후 피로의 예측요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인에 대한 분석은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후

를 실시하였다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연구결과III.

산모의 일반적 특성1.

산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산모의, 66.4%
가 대이었으며 가 핵가족 이었다 교육 상태30 , 82.5% .
는 대졸이 로 가장 많았고 의 산모가 종교55.2% , 67.8%
가 있었다 직업이 있는 산모는 이었으며 경제.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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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로 가장 많았다61.5% .

산모의 산과적 특성2.

산모의 산과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 산모 중,
는 초산이었고 는 경산이었으며 유산경64.3% , 35.7% ,

험이 없는 경우는 이번 임신을 계획한 산모는59.4%,
전체의 이었다 산후 경과주수를 보면 산후 주41.3% . , 5
에 속한 산모가 로 가장 많았고 산후 주에 속39.2% , 7
한 산모가 로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21.0% .
질 분만은 전체 산모의 제왕절개 분만은59.4%, 40.6%
이었고 출산 후 수치가 미만인 산모는, Hgb 10mmHg

이었으며 산후 밤잠시간은 시간 미만이라고23.1% , 6
응답한 산모가 전체의 이었다 산후 조리원을63.6% .
이용하지 않은 산모가 로 산후 조리원을 이용한76.2%
산모인 보다 많았다 수유방법은 혼합수유가23.8% .

로 가장 많았고 모유수유 인공수유44.8% , 32.9%,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산모의 가 인22.3% , 23.1%

지된 건강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산한 신생아.
성별을 보면 남아가 여아가 이었다, 45.5%, 54.5% .

산모의 산후 피로 양육스트레스 수유 어려움 및3. , ,

수면만족도

대상자가 인지하는 산후 피로 평균점수는 60.74
점 이었으며 하부 영역 중에서는 신체피로가(±15.84) ,

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피로정도를 보였22.54(±6.46)
으며 그 다음으로 정신피로 점 신경, 20.85(± 6.82) , ․감
각적 피로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모의17.35(±4.99) .
양육스트레스 평균점수는 점으로 나타났41.06(±9.42)
다 또한 수유 어려움과 수면만족도를 점에서 점으. 0 10
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수유11 ,
어려움은 평균 점으로 보통 정도의 어려움4.96(±2.70)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면 만족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났다4.06(±2.26) (Table 1).

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후 피로의 차이4.

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후 피로 차이를 살펴

보면 대 산모가 대 산모에 비해서 전체피로, 30 20
와 정신피로 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p=0.038) (p=0.019)

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
람에 비해 신경 ․감각적 피로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44) (Table 2).

산모의 산과적 특성에 따른 산후 피로 차이5.

산모의 산과적 특성에 따른 산후 피로의 차이를 살

펴보면 출산 후 평균 밤잠시간이 시간 미만인 군이, ‘6 ’
시간 이상인 군보다 전체피로 와 신체적 피‘6 ’ (p=0.029)

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신 출산(p=0.003) , ,
의 합병증 및 질병 등이 아닌 감기나 관절통증 등과 같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tudy variables (n=143)

Variables Range Mean SD Minimum Maximum

Postpartum fatigue 30-120 60.74 15.84 31 104

Physical fatigue 10-40 22.54 6.46 10 39

Psychological fatigue 10-40 20.85 6.82 10 38

Neuro ․ sensory fatigue 10-40 17.35 4.99 10 36

Infant care stress 16-80 41.06 9.42 16 68

Feeding difficulty 0-10 4.96 2.70 0 10

Sleep satisfaction 0-10 4.06 2.26 0 9



송주은 등 :산후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인지된 건강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군이 건강문제

가 없다고 응답한 군에 비해서 전체피로 신(p=0.002),
체피로 신경(p=0.001), ․감각적 피로 가 높은(p=0.002)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산모의 산후 피로와 양육스트레스 수유 어려움6. , ,

수면만족과의 관계

산후 피로의 주요 탐색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수유

어려움 및 수면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산,
후 피로는 양육스트레스 수유 어려움 수면만족과 유, ,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클수록,

수유 어려움이 클수록(r=0.469, p<0.001), (r=0.202, p=
수면만족이 낮을수록 산후0.016), (r=-0.446, p<0.001)

피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산모의 산후 피로 주 영향요인으로서의 양육스트7.

레스의 효과

산후 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탐색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단변량 분석

에서 산후 피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수유 어

려움 수면만족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 ,
였던 명목변수인 산모나이 대 대 종교없(20 =0, 30 =1), (
음 있음 밤잠시간 시간 미만 시간 이상=0, =1), (6 =0, 6

인지된 건강문제없음 있음 를 가변수 처리=1), ( =0, =1)
한 후 산후 피로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전에 실시한 다중 공선성 진

단결과 공차한계 의 범위가 으로(tolerance) 0.854-0.960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 는 으로0.1 , (VIF) 1.041-1.170

기준치인 을 넘지 않았으며 상태지수 는10 , (CI)
으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자료의 다3.971-14.590 30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
분석을 한 결과 검정결과는 로, Dubin Watson 1.874 2
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가정을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관찰치 들의 영향력 정도를 확인한 결,
과 모든 관찰치의 값이 이하로, Cook's distance 0.115
서 기준치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영향점으로 추정1
되는 관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진단 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회귀분석에 적절한

Table 2. Difference of postpartum fatigu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Physical F. Psychological F. NeuroSensory F.․ Total F.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Age(years) 20-29
30-39

48(33.6)
95(66.4)

21.68(5.86)
22.97(6.73)

-1.129
(0.261)

18.97(6.17)
21.80(6.97)

-2.373
(0.019)

16.23(4.56)
17.92(5.13)

-1.924
(0.056)

56.90(14.01)
62.69(16.41)

-2.092
(0.038)

Family
Type

Couple only
with parents

122(82.5)
25(17.5)

22.60(6.63)
22.23(5.55)

0.235
(0.814)

21.01(6.93)
19.95(6.26)

0.171
(0.141)

17.20(5.05)
18.09(4.68)

-0.834
(0.406)

60.81(16.15)
60.38(14.26)

0.115
(0.90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Undergraduate
Graduate

46(32.2)
79(55.2)
18(12.6)

20.65(4.72)
23.47(7.05)
23.33(6.89)

2.994
(0.053)

20.09(5.78)
20.86(7.19)
22.78(7.59)

1.007
(0.368)

16.57(4.21)
17.46(4.78)
18.89(7.26)

1.448
(0.239)

57.30(11.72)
61.78(16.63)
65.00(20.13)

1.931
(0.149)

Religion No
Yes

46(32.2)
97(67.8)

21.70(6.85)
22.95(6.26)

-1.083
(0.281)

20.00(6.50)
21.26(6.96)

-1.030
(0.305)

16.13(4.06)
17.93(5.31)

2.030
(0.044)

57.83(14.22)
62.13(16.43)

-1.527
(0.129)

Job No
Yes

78(54.9)
64(45.1)

22.41(6.57)
22.77(6.41)

-0.324
(0.746)

20.73(6.94)
21.00(6.78)

-0.232
(0.817)

16.99(4.84)
17.73(5.20)

-0.885
(0.378)

60.13(15.95)
61.50(15.91)

-0.541
(0.611)

Economic
Status

Low
Middle
High

26(18.2)
88(61.5)
29(20.3)

23.77(6.50)
22.22(6.40)
22.45(6.72)

0.580
(0.561)

20.65(5.73)
20.72(6.98)
21.45(7.39)

0.138
(0.872)

17.54(4.70)
17.33(4.77)
17.24(6.02)

0.026
(0.975)

61.96(14.19)
60.26(15.80)
61.75(17.73)

0.125
(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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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후 피로의 예측요인

으로는 양육스트레스 수면만족 인지된 건강문제가, ,
있는 군이 유의한 것으로 모델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

양육스트레스는 산후 피로 예측 회귀모델에 가장 먼저

포함된 주요 변수로서 산후 피로 변동의 설명하21.5%
였다 또한 나머지 두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

로 증가되었다 즉 양육스트레스는 산후 피로의31.8% . ,

Table 3. Difference of postpartum fatigue by obstetrical characteristics (n=1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Physical F. Psychological F. NeuroSensory F.․ Total F.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Parity Primi
Multi

92(64.3)
51(35.7)

22.62(6.83)
22.41(5.81)

0.184
(0.855)

20.85(7.06)
20.86(6.43)

-0.012
(0.990)

17.18(5.41)
17.65(4.17)

-0.569
(0.570)

60.65(16.93)
60.92(13.80)

-0.103
(0.918)

Postpartum
day

3 wk
4 wk
5 wk
6 wk
7 wk
8 wk

5(3.5)
22(15.4)
56(39.2)
20(14.0)
30(21.0)
10(7.0)

19.20(2.39)
22.55(6.41)
21.36(6.28)
24.55(6.85)
23.50(7.00)
24.00(5.81)

1.275
(0.278)

17.20(3.11)
20.86(6.57)
20.61(6.91)
21.45(6.41)
21.43(8.24)
21.10(4.72)

0.370
(0.869)

14.60(2.07)
17.82(5.51)
16.29(4.49)
18.35()4.97
18.60(5.82)
17.90(4.18)

1.431
(0.217)

51.00(3.61)
61.23(15.49)
58.25(14.76)
64.35(16.74)
63.53(18.93)
63.00(12.69)

1.098
(0.364)

Abortion No
Yes

85(59.4)
58(40.6)

23.12(6.76)
21.77(5.96)

1.284
(0.201)

21.19(7.12)
20.36(6.39)

0.710
(0.479)

17.24(4.75)
17.52()5.37

-0.330
(0.742)

61.54(16.24)
59.59(15.29)

0.724
(0.470)

Pregnancy Planned
Unplanned

59(41.3)
84(58.7)

23.69(6.58)
21.74(6.29)

1.976
(0.075)

21.36(6.39)
20.50(7.12)

0.738
(0.462)

17.86(4.92)
16.99(5.05)

1.033
(0.303)

62.92(15.36)
59.23(16.08)

1.376
(0.171)

Delivery
type

NSVD
C/Sec

85(59.4)
58(40.6)

22.99(6.63)
21.90(6.21)

0.992
(0.323)

20.93(7.29)
20.74(6.13)

0.167
(0.868)

17.82(5.83)
16.66(3.37)

1.515
(0.132)

61.74(17.43)
59.29(13.18)

0.955
(0.341)

Postpartal
Hgb

10mmHg↓
10mmHg↑

33(23.1)
110(76.9)

22.79(6.59)
22.47(6.45)

0.245
(0.807)

21.67(6.79)
20.61(6.84)

0.780
(0.437)

17.88(3.81)
17.19(5.30)

0.692
(0.490)

62.33(15.20)
60.27(16.06)

0.654
(0.514)

Sleep < 6hours
6hours≥

91(63.6)
52(36.4)

23.75(6.40)
20.42(6.08)

3.054
(0.003)

21.31(6.91)
20.06(6.65)

1.055
(0.293)

17.86(5.20)
16.46(4.53)

1.616
(0.108)

62.92(15.90)
56.94(15.13)

2.202
(0.029)

Postpartum care
center

Used
Not used

109(76.2)
34(23.8)

22.27(6.26)
23.44(7.11)

-0.925
(0.357)

20.30(6.49)
22.62(7.63)

-1.740
(0.084)

17.09(4.44)
18.17(6.48)

-0.912
(0.367)

59.66(14.96)
64.24(18.18)

-1.477
(0.142)

Feeding Breast F.
Mixed F.
Artificial F.

47(32.9)
64(44.8)
32(22.3)

22.04(6.96)
22.69(6.57)
23.00(5.58)

0.234
(0.791)

19.63(6.75)
21.20(6.51)
21.94(7.47)

1.238
(0.293)

16.98(5.45)
17.52(5.21)
17.35(3.85)

0.192
(0.826)

58.66(17.26)
61.41(15.41)
62.50(15.89)

0.657
(0.520)

Perceived
health
problem

No
Yes

110(76.9)
33(23.1)

21.58(6.26)
25.76(6.16)

-3.371
(0.001)

20.32(6.80)
22.64(6.68)

-1.724
(0.087)

16.65(4.68)
19.67(5.37)

-3.130
(0.002)

58.55(15.09)
68.06(16.29)

-3.116
(0.002)

Baby sex Boy
Girl

65(45.5)
78(54.5)

23.12(6.62)
21.94(6.27)

1.096
(0.275)

21.11(6.35)
20.51(7.17)

0.524
(0.601)

17.42(4.29)
17.31(5.58)

0.122
(0.903)

61.65(15.09)
59.75(16.46)

0.709
(0.479)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study variables (n=143)

Variables
Infant care stress Feeding difficulty Sleep satisfaction

r(p) r(p) r(p)

Postpartum fatigue 0.469(<0.001) 0.202(0.016) -0.44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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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영향요인으로 설명되었으며 산후 피로는 양육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수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지된, ,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서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IV.

본 연구에서 산후 주에서 주에 속한 산모의 산후3 8
피로 평균점수는 점 만점에 점 문항별 평균120 60.74 ,
은 점 만점에 점 이었다 이는 점 척도로 측정된4 2.02 . 4
출산 후 시간의 피로점수인 점 출24 1.78 (Pugh, 1990),
산 후 일째에 모자 동실군 질식분만 산모의 피로점수2
인 점과 모자 별실군 질식분만 산모의 피로점수인1.91

점 출산 후 일째 산모의 피로점수인1.89 (Song, 2001), 3
점 출산 후 일의 산모의 피1.61 (Kim et al, 2000), 1, 2, 3

로점수인 점 보다 높은 점수였1.64 (Rychnovsky, 2004)
다. 또한 산후 주 산모의 피로정도인 점 보다는1-4 2.33
낮은 정도였고 산후 주산모의피로정도인 점과, 5-8 2.04
는 유사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산(Lee, 2006).
후 주의 산모피로 정도 점이 매우 높은 것으로1-4 2.33
나타났기는 하였지만 이상의 연구들이 모두 거의 유사,
한 도구를 통해서 측정된 점수임을 고려할 때 대체로,
산욕기 초기보다는 오히려 산욕기 후기에 산후 피로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신체,
적 회복의 요구도가 낮아지는 산욕기 후기에 보다 피

로도가 높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할

수 있다 즉 출산 직후의 시기는 주로 분만으로 인한. ,
에너지의 소모와 신체회복의 요구 및 호르몬의 변화

등이 피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이며(Reeder
산후 주 이후는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와et al, 1997), 3

적응에 관련된 에너지 요구는 어느 정도 감소하는 시

기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
서 산욕기 후기의 피로점수가 높은 것은 산모의 피로

가 단지 신체적 요인 이상의 것으로부터 유발되는 현

상으로서 단순한 휴식과 수면에 의해서 완화되지 않으

며 심리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 여러,
학자들의 산후 피로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욕기 후기에 보다 피로가 높아지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산후 조리 문화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겠다 즉 출산 후 일정기간 동안전통적으. , (
로 주로 설명됨 산관자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돌봄2 )
속에서 산모가 환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산후 조리

를 제공받는 한국의 독특한 산후 조리 문(Yoo, 1993)
화 속에서는 주변의 지지체계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는 산욕기 초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도움으

로부터 자립하여 어머니로서의 돌봄 활동이 자신의 책

임 하에서 이뤄지는 산후 주 이후에 산모의 피로가3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 속한 산모들의 산후 주수별 피로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피로의 경우는 산후 주 점, 6 (64.35 ), 7
주 점 주 점 주 점 주 점(63.53 ), 8 (63.00 ), 4 (61.23 ), 5 (63.53 ),
주 점의 순으로 낮아지는 분포를 보였으며 피3 (51.00 ) ,
로의 하부 영역의 분포도 그와 유사한 분포를 보여서,
신체적 피로는 산후 주 점 주 점 주6 (24.55 ), 8 (24.00 ), 7

점의 순으로 정신적 피로는 산후 주 점(23.50 ) , 6 (21.45 ),
주 점 주 점의 순으로 신경 감각적 피7 (21.43 ), 8 (21.10 ) , ·
로는 산후 주 점 주 점 주 점의7 (18.60 ), 6 (18.35 ), 8 (17.90 )
순으로 나타나 산후 주 이후 중에서도 특히 산후, 3 6-8
주에 속한 산모의 피로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postpartum fatigue (n=143)

Factors B β t (p) Adjusted R2 F (p)

Constant 39.680 23.11 (p<0.001)

Infant care stress 0.557 0.331 4.418 (<0.001) 0.215

Sleep satisfaction -2.174 -0.311 -4.190 (<0.001) 0.301

Perceived health problem 5.707 0.152 2.155 (0.03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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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과는 과 이 산후. Kim, Jeong Kim(2001) 1
주에서 주까지의 각 주수에 속하는 산모 각 명 정8 30
도의 자료로부터 피로정도를 분석하여 산욕기간에 따

른 피로차이를 확인한 결과 산후 피로의 점수는 산후,
주 점 주 점 주 점 주 점 주6 (1.85 ), 8 (1.75 ), 5 (1.74 ), 1 (1.70 ), 7

점 주 점 주 점 주 점의 순서(1.68 ), 4 (1.66 ), 2 (1.63 ), 3 (1.60 )
로 낮아짐을 설명하면서 산욕기 후기에 피로도가 높,
은 경향을 설명하였던 것과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등 의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기. Kim (2001)
때문에 산후 피로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국외에서 이뤄진 산후 피로에 대한.
종적연구를 살펴보더라도 연구마다 결과의 차이가 커

서 산후 주까지 피로도가 점점 증가하여서 최고치에, 6
이른다는 연구도 있고 산후 주(Milligan, 1989), 3

산후 개월 에 높(Hantos, 1993), 1 (Lee & Zaffeke, 1998)
은 피로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으며 산욕,
후기 보다는 오히려 출산 직후에 가장 피로도가 높다

는 연구결과도 있어(Rychnovskey, 2004; Webster,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산후 조리의1994), ,

여건이 다른 한국 산모의 피로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추후에 종적연구를 통하여 한국.
의 문화적 상황 하에서 산모의 피로가 어느 시점에 가

장 증가하는지를 설명해 낼 수 있다면 산모의 산후 적,
응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피로의 중재 시점에 대한 명

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산후 피로의 하부영역별 피로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피로 점 정신적 피로, (22.54 ), (20.85
점 신경감각적 피로 점의 순으로 피로도가 높), · (17.35 )
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Kim, 1999; Kim et al, 2000; Kim et al, 2001; Lee,

이것은 피로가 신체적 자각 증상을2006; Song, 2001).
통해서 시작된다는 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Lee(2006)
이다 따라서 신체적 피로를 낮추기 위한 중재는 산후.
피로의 감소를 위한 기본적 간호중재로 고려될 수 있

겠다.
본 연구에서 산후 피로 예측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

수면만족 건강문제 호소가 유의한 변수로 설명되었으,
며 이 중 양육스트레스는 산후 피로의 유발에 가장 크,

게 기여하는 변수로서 산후 피로를 설명하는 것21.5%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모의 피로연구에서 양육 관련 스트레스를 중

요하게 고려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한 의Milligan(1989)
입장과 산후 일 주 주 주의 자료수집 시점에서3 , 3 , 6 , 9
산모가 인지한 스트레스 점수가 피로와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의 연구결과를 지Wambach(1998)
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산후 일 주 주. , 2 , 2 , 6
의 시점에서 산모가 인지한 스트레스가 피로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의 연구결과나 출산Gardner(1991) ,
후 개월 이내의 산모에서 피로와 양육스트레스 간에6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의 결Lee(2006)
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의 연구에서. Gadner(1991)
는 MAMA(Maternal Adjustment and Maternal Attitude)
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조사하여 피로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는데 이, 는 양육스트레스의 관점이라기보다

는 모성적응 및 태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한 것

이므로 직접 비교가 어려울 수 있으며 국내에서 진행,
된 의 연구의 경우는 양육스트레스를 측정Lee(2006)
하긴 하였으나 출산 직후부터 산후 개월 이내의 산, 6
모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변수 간 관계를 규명한 것

이므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는 동적인 속성의,
피로와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출산 후 적극적.
인 양육적 역할의 획득이 일어나는 산후 주 주 산3 8∼
모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산업사회로 인해 가족구조와 구성원들의 기능

변화로 어머니의 역할도 다소 불분명해지고 있는 경향

이 있긴 하지만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적인 기능에 대

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히,
신생아나 영유아의 시기는 발달연령상 어머니의 지속

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 동안 일,
차적 돌봄의 책임자인 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특별히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핵. ,
가족화로 인해 자녀양육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

제적인 지지체계는 적어진 실정이며 양육의 지식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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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더욱 더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다 따라서 남편을 비롯한 유용한 지지.
체계를 확보하고 이의 도움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나 영아의 돌보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중재 등을 통한 양육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 등

이 산후 피로의 감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

측되며 나아가 산후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능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로 회귀모델에 포함된 산후 피로의 예측인자

는 수면만족이었다 따라서 수면만족을 증진시키는 것.
도 산후 피로 감소를 위해 중요한 간호 중재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산모 수면의 특징은 수면시간의 감.
소 뿐 아니라 밤 동안의 수면방해나 자주 깨는 것 등,
과 관련된 수면의 효율성의 문제가 크며(Compbell,

밤 동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주 깨는 산모는1986),
수면에 이르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정도REM ,

의 수면만을 경험하게 되며 수면의 박탈REM , REM
은 정서불안 무감동 집중력 결핍 판단력 저하 등과, , ,
같은 피로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Hayter,

하지만 자고 깨는 상태가 불규칙한 신생아를 돌1980).
보는 산모에게 밤 동안의 분절적 수면을 예방하는 등

을 통한 수면 효율을 증진시키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

다 따라서 수면박탈로 인한 신체적 회복에 도움을 주.
는 것으로 설명되는 낮잠을 잘 수 있도(Milligan, 1989)
록 배려하는 등의 수면만족을 높이기 위한 중재는 산

모의 피로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회귀모델에 포함된 산후 피로의 예측인

자는 인지된 건강문제 유무 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는 산후 주에서 주에 속한 산모로서 본격적인 산후3 8 ,
조리를 받은 이후의 시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산모들에게는 산후 몸조리를 잘 받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으며 이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할 경우 신체적 기능,
장애와 회복의 지연 산후병(Kim & Yoo, 1998), (Yoo,

부정적 건강상태1993), (Kim & Yoo, 1998; Ahn, 2005)
등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근래로 오면서.
산후 조리의 문화도 많이 변화되고 있기는 하나,

의 연구에 의하면 산후 조리를 잘 했다고 평Yoo(1993)
가할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한국 산모들의 산후 조리에 대한 신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로 만족스러운 산후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산후 조리

만족도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는 산후 조리 이후의 산

모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나아가 산모의 피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 탐색변수였던 양육스트레스 외에

도 수유어려움과 수면만족을 함께 고려하여 산후 피로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변인 간의.
상관성 분석을 한 결과 양육스트레스와 수면만족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실제로도 다중(p<0.001) ,
회귀분석에서 산후 피로의 유의한 예측인자로 회귀모

델에 포함되었기에 주요 예측인자로서의 역할을 이상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논의하였다 하지만 상관관계. ,
분석에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던 수유어려(p=0.016)
움의 경우는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산후 피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서 제외

되었다 이는 수유의 어려움이 산후 피로와 관련된 현.
상임은 분명하지만 산후 피로에 대한 직접효과를 가,
지기 보다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간접

적으로 산후 피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발된 결과

라고 사료된다 수유의 어려움은 출산 후 가장 흔히 경.
험하는 양육과 관련된 문제로서 성공적인 수유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산모에게 가장 큰 스트레

스의 하나로 인지된다고 하였다 따(Reeder et al, 1997).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수유어려움이 양육스트레스를

경유하여 산후 피로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통해서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에 소재하는 개 병원으로부터, 2

자료수집이 되었고 횡단적 조사연구이므로 변수들 간,
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

연구와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전향적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수유어려움과 수면만족의 경우.
는 단 문항 측정을 통해 분석된 결과이며 출산한 지,

주에 있는 산모의 다양한 지지체계를 포함한 산과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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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추,
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반복연구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결론 및 제언V.

본 연구는 출산 후 양육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행

하게 되는 산후 주에서 주에 속한 산모를 대상으로3 8
산후 피로와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하고 양육스트,
레스가 산후 피로 유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년 월부터 월 까지 서울 경기지역에2006 7 9 ,
소재한 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한 산모2

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143
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을 이, SPSS 12.0
용하여 와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

으로 분석하였다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산후 피로는 점 만점에 평균1. 120
점으로 중간정도의 피로정도를 보였으며60.74 ,

하부영역 중에서는 신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 신, ,
경감각적 피로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
트레스는 점 만점에 평균 점으로 중정도80 41.06
이상의 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에 따른 산후 피로를

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r=0.469,
수면만족이 낮을수록p<0.001), (r=-0.446, p<0.001),

수유 어려움이 클수록 대가(r=0.202, p=0.016), 30
대 보다 종교가 있는 군이 없20 (t=-2.092, p=0.038),

는 군보다 밤잠 시간이 시간(t=2.030, p=0.044), ‘6
미만인 군이 시간 이상인 군 보다’ ‘6 ’ (t=2.202,

건강문제 호소하는 군이 호소하지 않은p=0.029),
군보다 산후 피로를 많이 호소(t=-3.116, p=0.002)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 피로의 영향요인 분석을 한 결과 양육스트3. ,
레스는 산후 피로 예측 회귀모델에 가장 먼저 포

함된 주요 변수로서 산후 피로 변동의 를21.5%
설명하였으며 수면만족도와 신체증상 호소가 추,

가되면서 설명력은 로 증가되었다31.8% .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양육스트레스는 피로유발의

주요 예측인자 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산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산후

피로의 감소에 기여함으로서 나아가 어머니로서의 역

할수행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이 기대된다 따.
라서 산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지지중재 프로

그램이나 신생아 양육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이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반복연구와 변수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전향적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Ahn, S. H. (2005). Canonical correlation between Korean tradi-
tional postpartum care performance and postpartum health
status. J Korean Acad Nurs, 35(1), 37-46.

Compbell, L. (1986). Postpartum sleep patterns of mother-baby
pairs. Midwifery, 2(4), 193-201.

Cutrona, C. E. (1984). Social support and stress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 Abnorm. Psychol, 93(4), 378-390.

Cheon, J. A. (1990). The effect of social network and stress on
the postpartum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orea, Seoul.

Drake, M. L. & Verhulst, D. (1988).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experienced by Canadian women and their hus-
bands during pregnancy and the postpartum. J Adv Nurs,
13, 436-440.

Fawcett, J. & York, R. (1986). Spouses' physical and psycho-
logical symptoms during pregnancy and the postpartum.
Nurs Res, 4(2), 57-62.

Gardner, D. L. (1991). Fatigue in Postpartum Women. Appl Nurs
Res, 4(2), 57-62.

Gardner, D. L. & Campbell, B. (1991). Assessing Postpartum
Fatigue. MCN, 16, 264-266.

Hantos, B. (1993). Fatigue patterns of mothers during the first
eight weeks postpart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
versity of Alberta, Edmonton.

Hayter, J. (1980). The rhythm of sleep. Am J Nurs, 80(3), 457
-461.

Kim, S. J. (1999). Subjective symptoms of fatigue in normal
pregnant women. J Korean Acad Nurs, 29(2), 248-257.

Kim, S. J., Jeong, G. H., & Kim, E. H. (2001). Mothers' per-
ception of fatigue in postpartum period. Korean J Women
Health Nurs, 7(4), 461-472.

Kim, S. J., Jeong, G. H., & Kim, T. H. (2000). Subjective symp-
toms of fatigue in postpartum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6(3), 427-438.



송주은 등 :산후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Kim, J. Y. (2003). Psycho-social predicting factors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Unpubulished master's thesis. Uni-
versity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im, S. J. & Park, I. S. (2003). Analysis of fatigue perceived
by the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Korean J Pediatr
Nurs, 9(1), 36-45.

Kim, T. K. & Yoo, E. K. (1998). A correlational study on the
level of importance & performance of postpartal care and
its relationship with women's health status. Korean J.
Women Health Nurs, 4(2), 145-161.

Lee, J. Y. (2006). Fatigue, parenting stress and sleep patterns
of women according to period of postpart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Gyemyung, Daegu.

Lee, K. A. & Zaffke, M. (1998). Longitudinal changes in fatigue
and energy during pregnancy and the postpartum period.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28(2), 183-191.

Milligan, R. A. (1989). Maternal fatigue during the first three
months of the postpartum period.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0, 07-B.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McGraw-Hill.

Pugh, L. C. (1990).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of fatigue
during childbirth.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1,
01-B.

Pugh, L. C. (1993). Childbirth and the measurement of fatigue.
J Nurs Meas, 1(1), 57-66.

Pugh, L. C. & Milligan, R. (1993).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childbearing fatigue. Adv Nurs Sci, 15(4), 60-70.

Pugh, L. C. & Milligan, R. (1995). Patterns of fatigue during
childbearing. Appli Nurs Res, 8(3), 140-146.

Reeder, S. J., Martin, L. L., & Koniak-griffin, D. (1997). Mate-
rnity Nursing (18th). New York: Lippincott.

Rychnovsky, J. D. (2004). Postpartum fatigue in the active duty
military wom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
sity of San Diego, California.

Song J. E.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vel of postpar-
tum women's fatigue between rooming-in and non rooming
-in groups. Korean J Women Health Nurs, 7(3), 241-255.

Wambach, K. A. (1998). Maternal fatigue in breast feeding
primiparae during the first nine weeks postpartum. J Hum
Lact, 14(3), 219-229.

Webster, B. A. (1994). Maternal fatigue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Macgill University,
Montreal.

Yoo, E. K. (1993). Health promoting behavior for women's
health : An analysis on meaning of Sanhujori, Korean post-
partal care. Korean J Nurs Query, 2(2), 37-65.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3Of9Barcode
    /AdobePiStd
    /AdobeSansMM
    /AdobeSerifMM
    /AgencyFB-Bold
    /AgencyFB-Reg
    /AllegroBT-Regular
    /AlternateGothicNo2BT-Regular
    /AmericanGaramondBT-Italic
    /AmericanGaramondBT-Roman
    /AmericanTextBT-Regular
    /AmericanUncD
    /AmerTypewriterITCbyBT-Medium
    /AmiR-HM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tlanticInline-Normal
    /AuroraBT-BoldCondensed
    /AuroraBT-RomanCondensed
    /AvantGardeITCbyBT-Book
    /AvantGardeITCbyBT-BookOblique
    /AvantGardeITCbyBT-Demi
    /AvantGardeITCbyBT-DemiOblique
    /AvantGardeITCbyBT-Medium
    /AvantGardeITCbyBT-MediumOblique
    /BankGothicBT-Light
    /BankGothicBT-Medium
    /Batang
    /BatangChe
    /BelweBT-Bold
    /BenguiatITCbyBT-Bold
    /BernhardFashionBT-Regular
    /BernhardModernBT-Bold
    /BernhardModernBT-BoldItalic
    /BernhardModernBT-Italic
    /BernhardModernBT-Roman
    /BinnerD
    /BlackadderITC-Regular
    /BlippoBT-Black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radleyHandITC
    /BremenBT-Bold
    /BrushArt
    /BrushScriptBT-Regular
    /BulmerBT-Italic
    /BuxomD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ncunPlain
    /Castellar
    /CataneoBT-Bold
    /Century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harlesworthBold
    /Charting
    /CircleD
    /Clocks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mmercialScriptBT-Regular
    /CompactaBT-Black
    /CompactaBT-Bold
    /CompactaBT-BoldItalic
    /CompactaBT-Italic
    /CompactaBT-Light
    /CompactaBT-Roman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BT-Bold
    /CopperplateGothicBT-Roman
    /CopperplateGothic-Light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ourierStd
    /CourierStd-Bold
    /CourierStd-BoldOblique
    /CourierStd-Oblique
    /CurlzMT
    /DauphinPlain
    /Decorated035BT-Regular
    /DeVinneBT-Italic
    /DFCalligraphicOrnamentsLET
    /DFDiversionsLET
    /DFDiversitiesLET
    /DomCasualBT-Regular
    /Dotum
    /DotumChe
    /DungunB
    /DungunL
    /DungunM
    /DungunR
    /Dutch801BT-Bold
    /Dutch801BT-BoldItalic
    /Dutch801BT-ExtraBold
    /Dutch801BT-ExtraBoldItalic
    /Dutch801BT-Italic
    /Dutch801BT-ItalicHeadline
    /Dutch801BT-RomanHeadline
    /Dutch801BT-SemiBold
    /Dutch801BT-SemiBoldItalic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nglish111VivaceBT-Regular
    /EngraversMT
    /EngraversOldEnglishBT-Bold
    /EngraversOldEnglishBT-Regular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strangeloEdessa
    /EuroBatang
    /EuroDotum
    /EuroGulim
    /EuroGungso
    /Exotic350BT-Bold
    /Exotic350BT-DemiBold
    /Exotic350BT-Light
    /ExpoM-HM
    /FelixTitlingMT
    /FlamencoD
    /Flareserif821BT-Bold
    /Flareserif821BT-Light
    /Flareserif821BT-Roman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ITCbyBT-Heavy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eeform721BT-Black
    /Freeform721BT-BlackItalic
    /Freeform721BT-Bold
    /Freeform721BT-BoldItalic
    /Freeform721BT-Italic
    /Freeform721BT-Roman
    /FrenchScriptMT
    /FuturaBlackBT-Regular
    /FuturaBT-Bold
    /FuturaBT-BoldItalic
    /FuturaBT-ExtraBlack
    /FuturaBT-Light
    /FuturaBT-LightItalic
    /FZSY--SURROGATE-0
    /GalleriaPlain
    /Garamond
    /Garamond-Bold
    /Garamond-Italic
    /Gautami
    /GeographicSymbolsNormal
    /Geometric231BT-BoldC
    /Geometric231BT-HeavyC
    /Geometric231BT-LightC
    /Geometric231BT-RomanC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igi-Regular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thic821CondensedBT-Regular
    /GothicBold
    /GothicMedium
    /GoudyCatalogueBT-Regular
    /GoudyHandtooledBT-Regular
    /GoudyHeavyfaceBT-Regular
    /GoudyHeavyfaceBT-RegularCond
    /GoudyHundred
    /GoudyOldStyleBT-Bold
    /GoudyOldStyleBT-BoldItalic
    /GoudyOldStyleBT-ExtraBold
    /GoudyOldStyleBT-Italic
    /GoudyOldStyleBT-Roman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Regular
    /GoudySansITCbyBT-Black
    /GoudySansITCbyBT-BlackItalic
    /GoudySansITCbyBT-Bold
    /GoudySansITCbyBT-BoldItalic
    /GoudySansITCbyBT-Light
    /GoudySansITCbyBT-LightItalic
    /GoudySansITCbyBT-Medium
    /GoudySansITCbyBT-MediumItalic
    /GoudyStout
    /GoundyHundredBold
    /GoundyHundredItalic
    /GoundyRegular
    /GrizzlyITCbyBT-Regular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H2bulB
    /H2bulL
    /H2bulM
    /H2cysB
    /H2cysL
    /H2gprM
    /H2gsrB
    /H2gtrE
    /H2gtrM
    /H2hdrM
    /H2mjrE
    /H2mjsM
    /H2mkpB
    /H2porL
    /H2porM
    /H2sa1M
    /H2supB
    /H2supE
    /H2supL
    /H2supM
    /H2wulB
    /H2wulM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ettenschweiler
    /HandelGotD-Ligh
    /HeadlineR-HM
    /HelveticaLight
    /HomePlanning
    /HomePlanning2
    /Humanist521BT-Bold
    /Humanist521BT-BoldCondensed
    /Humanist521BT-BoldItalic
    /Humanist521BT-Italic
    /Humanist521BT-Roman
    /Humanist521BT-RomanCondensed
    /Humanist777BT-BoldB
    /HuxleyVerticalBT-Regular
    /HYbsrB
    /HYBuDle-Medium
    /HYcysM
    /HYGoThic-Bold
    /HYGoThic-Light
    /HYgprM
    /HYGraPhic-Bold
    /HYgsrB
    /HYgtrE
    /HYhaeseo
    /HYHaeSo-Medium
    /HYHeadLine-Bold
    /HyhwpEQ
    /HYKHeadLine-Bold
    /HYKHeadLine-Medium
    /HYLongSamul-Bold
    /HYLongSamul-Light
    /HYLongSamul-Medium
    /HYmjrE
    /HYMokGak-Bold
    /HYMokPan-Bold
    /HYmprL
    /HYMyeongJo-Light
    /HYMyeongJo-Medium
    /HYMyeongJo-Ultra
    /HYPMokPan-Bold
    /HYPMokPan-Light
    /HYporM
    /HYPost-Bold
    /HYRGoThic-Medium
    /HYSeNse-Bold
    /HYShortSamul-Bold
    /HYShortSamul-Light
    /HYSinGraPhic-Medium
    /HYSinMun-MyeongJo
    /HYSinMyeongJo-Bold
    /HYsnrL
    /HYSooN-MyeongJo
    /HYSymbolA
    /HYTaJa-Bold
    /HYTaJaFull-Bold
    /HYTaJaFull-Light
    /HYTaJaFull-Medium
    /HYTaJa-Light
    /HYTaJa-Medium
    /HYTeBack-Bold
    /HYYeasoL-Bold
    /HYYeaSo-Medium
    /HYYeatGul-Bold
    /HYYeatGul-Medium
    /Impact
    /ImprintMT-Shadow
    /Informal011BT-Black
    /Informal011BT-Roman
    /Japanese-Generic1
    /KabelBdNormal
    /KabelITCbyBT-Book
    /KabelITCbyBT-Demi
    /KabelITCbyBT-Medium
    /KabelITCbyBT-Ultra
    /Kartika
    /Kidnap
    /Korean-Generic1
    /KorinnaITCbyBT-Bold
    /KorinnaITCbyBT-KursivBold
    /KorinnaITCbyBT-KursivRegular
    /KorinnaITCbyBT-Regular
    /LandscapePlanning
    /Latha
    /LatinWidD
    /Lithograph-Bold
    /LithographLight
    /LucidaConsole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chineITCbyBT-Regular
    /MagicR-HM
    /MaiandraGD-Regular
    /Mangal-Regular
    /MDAlong
    /MDArt
    /MDEasop
    /MDGaesung
    /MDSol
    /MicrogrammaD-BoldExte
    /MicrogrammaD-MediExte
    /MicrosoftSansSerif
    /MingLiU
    /MoeumTR-HM
    /MonaLisaRecutITC-Normal
    /MonotypeCorsiva
    /MorseCode
    /MS-Gothic
    /MSHei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Song
    /MS-UIGothic
    /MT-Extra
    /Music
    /MusicalSymbolsNormal
    /MVBoli
    /nePosT-Light
    /NewGulim
    /NewRoman
    /NewRomanBold
    /NewtextITCbyBT-Regular
    /NewtextITCbyBT-RegularItalic
    /NormandeBT-Italic
    /NormandeBT-Roman
    /NSimSun
    /OCRAExtended
    /OfficePlanning
    /OzHandicraftBT-Roman
    /PalaceScriptMT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pyrus-Regular
    /ParisianBT-Regular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hyllisD
    /PiranesiItalicBT-Regular
    /PMingLiU
    /PosterBodoniBT-Roman
    /Prestige12PitchBT-Roman
    /Pristina-Regular
    /ProseAntiqueBold
    /ProseAntiquePlain
    /PyunjiR-HM
    /Raavi
    /RageItalic
    /RevueBT-Regular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SanBiM
    /SandEgB
    /SandJg
    /SandKg
    /SandKm
    /SandSm
    /SandTg
    /SandTm
    /SanEgL
    /SanEgM
    /SanHgB
    /SanHgL
    /SanHgM
    /SanIgB
    /SanIgL
    /SanIgM
    /SanKbB
    /SanKbL
    /SanKbM
    /ScriptMTBold
    /Semaphore
    /SeoulAutumnBreezeM
    /SerifaBT-Bold
    /SerifaBT-BoldCondensed
    /SerifaBT-Italic
    /SerifaBT-Roman
    /SerifaBT-Thin
    /SerpentineD-Bold
    /SerpentineD-BoldItal
    /Shruti
    /SignLanguage
    /Signs
    /SimHei
    /SimSun
    /SonicBT-ExtraBold
    /SonicCutThruBT-Heavy
    /SouvenirITCbyBT-Demi
    /SouvenirITCbyBT-DemiItalic
    /SouvenirITCbyBT-Light
    /SouvenirITCbyBT-LightItalic
    /Staccato222BT-Regular
    /StopD
    /Swiss721BT-Black
    /Swiss721BT-BlackCondensed
    /Swiss721BT-BlackCondensedItalic
    /Swiss721BT-BlackExtended
    /Swiss721BT-BlackItalic
    /Swiss721BT-BlackOutline
    /Swiss721BT-BlackRounded
    /Swiss721BT-Bold
    /Swiss721BT-BoldCondensed
    /Swiss721BT-BoldCondensedItalic
    /Swiss721BT-BoldCondensedOutline
    /Swiss721BT-BoldExtended
    /Swiss721BT-BoldItalic
    /Swiss721BT-BoldOutline
    /Swiss721BT-BoldRounded
    /Swiss721BT-Heavy
    /Swiss721BT-HeavyItalic
    /Swiss721BT-Italic
    /Swiss721BT-ItalicCondensed
    /Swiss721BT-Light
    /Swiss721BT-LightCondensed
    /Swiss721BT-LightCondensedItalic
    /Swiss721BT-LightExtended
    /Swiss721BT-LightItalic
    /Swiss721BT-Medium
    /Swiss721BT-MediumItalic
    /Swiss721BT-Roman
    /Swiss721BT-RomanCondensed
    /Swiss721BT-RomanExtended
    /Swiss721BT-Thin
    /Swiss721BT-ThinItalic
    /Swiss911BT-ExtraCompressed
    /Swiss911BT-UltraCompressed
    /Swiss921BT-RegularA
    /Swiss924BT-RegularB
    /SwitzerlandNarrowBold
    /SwitzerlandNarrowBoldItalic
    /SwitzerlandNarrowItalic
    /SwitzerlandNarrowPlain
    /Sylfaen
    /Symbol
    /SymbolMT
    /SymbolProportionalBT-Regular
    /Tahoma
    /Tahoma-Bold
    /TeXplusEF
    /TeXplusEF-Bold
    /TeXplusEM
    /TeXplusEM-BoldItalic
    /TeXplusEM-Italic
    /TeXplusEX
    /TeXplusMI
    /TeXplusMI-Bold
    /TeXplusRM
    /TeXplusRM-Bold
    /TeXplusRM-BoldItalic
    /TeXplusRM-Italic
    /TeXplusSA
    /TeXplusSB
    /TeXplusSY
    /TeXplusSY-Bold
    /TeXplusTE
    /Tiffany
    /TiffanyHeavy
    /TiffanyHeavyItalic
    /TiffanyItalic
    /TiffanyITCbyBT-Heavy
    /TiffanyITCbyBT-Light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unga-Regular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TypoUprightBT-Regular
    /UniversityRomanBT-Bold
    /UniversityRomanBT-Regular
    /Utum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netaBT-Regular
    /Vrinda
    /Webdings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WorldGraphic
    /WP-ArabicScriptSihafa
    /WP-ArabicSihafa
    /WP-BoxDrawing
    /WP-CyrillicA
    /WP-CyrillicB
    /WP-GreekCentury
    /WP-GreekCourier
    /WP-GreekHelve
    /WP-HebrewDavid
    /WP-IconicSymbolsA
    /WP-IconicSymbolsB
    /WP-Japanese
    /WP-MathA
    /WP-MathB
    /WP-MathExtendedA
    /WP-MathExtendedB
    /WP-MultinationalAHelve
    /WP-MultinationalARoman
    /WP-MultinationalBCourier
    /WP-MultinationalBHelve
    /WP-MultinationalBRoman
    /WP-MultinationalCourier
    /WP-Phonetic
    /WPTypographicSymbols
    /YDIBirdM
    /YDIGasiIIB-KSCpc-EUC-H
    /YDIGasiIIL-KSCpc-EUC-H
    /YDIGasiIIM-KSCpc-EUC-H
    /YDIPinoM
    /YetR-HM
    /YonseiB
    /YonseiL
    /ZapfChanceryITCbyBT-Bold
    /ZapfChanceryITCbyBT-Demi
    /ZapfChanceryITCbyBT-Medium
    /ZapfChanceryITCbyBT-MediumItal
    /ZapfDingbatsITCbyBT-Regular
    /ZapfElliptical711BT-Bold
    /ZapfElliptical711BT-BoldItalic
    /ZapfElliptical711BT-Italic
    /ZapfElliptical711BT-Roman
    /ZurichBT-BlackExtended
    /ZurichBT-Bold
    /ZurichBT-BoldCondensed
    /ZurichBT-RomanExtended
    /ZWAdobeF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500 15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