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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아동 어머니의 피로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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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Fatigue in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Hee Seung Song1
College of Nursing,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1

Purpose: Fatigue in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is an important component for her child’s health.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fatigue in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157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in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one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Mean score for fatigue in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was 2.11±0.5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ores for fatigue in these mothers according to education, sleep satisfaction, and family suppor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mportant factors related to fatigue in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were parenting stress (β =.44), hours of sleep (β = -.25),
and age (β =-.21). These factors explained 38% of the total variance. Conclusion: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nursing interventions for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are needed in order to improve the comfort and health of the mothers and facilitate the recovery of their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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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아동의 질병과 관련한 입원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면에서 아동
과 가족 모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 양육자인

으로 불안을 느끼고 당황하게 되며 신체적으로 피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해 아동의 회복 및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또한 입원 아동의 부모
는 수면부족,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삶의 질이 낮고, 피로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

어머니는 아동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아동과 함께 병실에서 상주하며

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지는 주관적인 상태이며 쉬고자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동이 입원하면 부

하는 바람이 증가되고 감소된 의욕을 동반한 복구 가능한 운동 및 인

모는 병실에서 아동을 먹이고 재우는 등 돌보는 행위, 증상관찰, 치료

지 장애이다[3]. 아동이 입원하면 아픈 아동의 보챔과 투정 등으로 인

보조 등 간호수행을 하면서 더불어 집에 있는 가족을 위한 역할들을

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키는데 피로는 양육스트레

수행하는데[1]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동의 입원과 관련하여 심리적

스와 양적인 상관관계를, 양육효능감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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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알려져 있으며[4,5],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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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되었다[6]. Dunning과 Giallo[5]는 모아 상호작용 동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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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에게 다정하지 않고 화를 자주 내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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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피로한 엄마는 아동이 보내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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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덜 민감할 뿐만 아니라 피로하지 않은 엄마에 비해 자신의 아이를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이라고 인지하며 공격적 양육을 하고 화난 감
정이 아이에게 전달되어 원치 않은 또 다른 피로를 발생시킬 수 있다
[7]. 어머니는 아동과 주된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자임을 고려했을 때
피로한 엄마의 부정적인 대응은 입원 아동의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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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차 건강관리자인 간호사에게 있어 보호

에 급·만성 질환으로 입원한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자인 어머니는 아동만큼 중요한 간호 대상자이며 건강유지를 위해 예

수는 G*power 3.10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사용될

방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때문에 어머니의 피로는 건강관리자들이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 적절한 표본수를 산정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입원 아동을 돌보는

결과 유의수준(α) 0.05, 중간 효과크기 0.15, power 0.80, 예측변수 19개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가 경험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 도

의 기준에서 필요한 표본 수는 153명인데 탈락률을 고려하여 약 160명

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8] 어머니 피로에 대한 조기 인지가 만성

으로 하였으나 미회수 및 부적절한 응답으로 인해 3명의 탈락자가 발

적 피로를 예방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때[2] 피로에 대한 관련 요인 탐

생하여 총 157명(98.1%)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병동

색 등 지식 확대가 필요하다.

입원일수가 1일 이상 되는 아동의 어머니 중 연령은 50세 미만이며[2]

그동안 이루어진 입원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국내 선행 연구들
을 살펴보면, 어머니 피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없었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 참여
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으며 아동의 어머니의 피로에 대한 연구는 소수였다. 또한 어머니 역할
을 어머니 자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 비해 더 중요시하여 연구가 이루

연구 도구

어져 왔으므로 입원 아동 어머니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피로 도구

도 어머니 피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8,9]. 간호 현상에 대한 포괄적

입원 아동 어머니의 피로를 알아보기 위해 1970년 일본 산업피로 연

인 이해를 위해선 간호실무, 대상자-간호사, 환경영역에서 편중됨 없이

구회[11]가 표준화하였고 Yang과 Han[12]에 의해 국문으로 번역된 주

균형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중 환경영역으로서 포함되는 사회

관적 피로 평가지(Subjective Symptoms of Fatigue Test) 도구를 사용하

적 환경인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라고 한 것을 고려해 보았

였다.

을 때[10] 입원 아동 어머니의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환경으로서의 어머니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도구는 개인의 주관적 피로를 파악하는 것이고 둔하고 졸림 등
신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 신경감각적 피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입원 아동 어머니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아동과의 긍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없다’는

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전략 및 중재 개발을 위해 피로 영향요인에 대

1점, ‘가끔 그렇다’는 2점, ‘자주 그렇다’는 3점, ‘항상 그렇다’는 4점으로

한 분석과 추후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간호중재의 근거자

점수 범위는 30점에서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 정도가 높은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것으로 본다.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으며 Yang과
Han[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

Cronbach’s α=.94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한 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피로에 대해 탐
색하고 주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입원 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피로와 양육스트레스, 양육효
능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입원 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피로 영향요인에 대해 확인한다.

양육스트레스 도구

양육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Suh[13]가 번안한 Abidin[14]
의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 SF)를
Shin과 Chung[15]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총 30문항의 부모용 자가 보고식 질문지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아주 그렇다’

연구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피로

5점으로 점수 범위는 30점에서 1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
레스가 높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산을 하였다. Shin과 Chung[1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7이었다.

및 관련된 변수들 즉,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정도를 측정하고 피
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양육효능감 도구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6]이 개발한 양육효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 일개 도시에 위치한 A대학병원 소아과 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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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Shin과 Chung[15]
이 번안, 수정한 16문항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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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효능감과 부모로서의

기질이 온순하다고 지각한 경우가 42.0%로 가장 많았다. 아동의 진단

불안감을 측정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6점에서 80점으로 ‘전혀 그

과 관련하여 호흡기계 질환(폐렴, 모세기관지염 등)으로 입원한 아동

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이 57.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평균 입원 일수는 3.33± 2.46일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이다. 부정문으로 된 문항은 역산

이었다(Table 1).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Shin과
Chung[15]의 연구에서 Cronbach ’s α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63이었다.

입원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피로는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2.17 (± 0.50)점,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0월 말부터 2016년 5월 31일까
지이며, 자료수집 방법은 충남 일개 도시에 위치한 A대학 병원 IRB 심
의를 통과한 후(IRB No : 2015-04–016)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 1인이 직

Table 1. Frequ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연구결과

Female
Male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
College graduation ≤
Sleep satisfaction
Yes
No
Sleep disturbance
Yes
during night
No
Frequent admissions Yes
No
Family support
Yes
No
Age
33>
33≤
Total sleep
7<
duration/day
7≤
Caring time
Full time
Part time
Religion
Yes
No
Job
Yes
No
Newborn/Infancy
Developmental
Early childhood/Preschool
stage
School age/Adolescence
Child’s age

입원 아동 어머니의 피로 및 일반적 특성

Admission days

접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에 답을 준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해 동의서를 받고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동의서 내용에는 획득된 관련 자료의 노출 없이
비밀보장하에 순전히 연구만을 위해 진행할 것임과 자료수집 도중 언
제라도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철회할 수 있음이 포함되었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피로 도구, 양육스트레스 도구, 양육효능감 도구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은 총 10-15분이었다.

자료분석 방법
분석을 위해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피로, 양육스
트레스, 양육효능감 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으며,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Gender

Frequency (%) M± SD (range)
85 (54.1)
72 (45.9)
60 (38.2)
97 (61.8)
53 (33.8)
104 (66.2)
74 (47.1)
83 (52.9)
16 (10.2)
141 (89.8)
137 (87.3)
20 (12.7)
54 (34.4)
103 (65.6)
120 (76.4)
37 (23.6)
127 (80.9)
30 (19.1)
70 (44.6)
87 (55.4)
62 (39.5)
95 (60.5)
84 (53.5)
51 (32.5)
22 (14.0)

는 평균 2.42 (±.61)점, 정신적 피로는 평균 1.93 (± .64)점, 신경감각적 피
로는 평균 1.97 (±.54)점으로 신체적 피로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적 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입
원 아동의 성별은 ‘여아’가 54.1%로 ‘남아’ 45.9%에 비해 더 많았고 어
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인 경우가 61.8%로 많았다. 가족의 도움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7.3%였고 어머니
의 나이는 ‘33세 이상’인 경우가 65.6%를 차지하였다. 아동의 발달시기
가 ‘신생아/영아’인 경우가 53.5%로 가장 많은 수에 해당되었고 아동의

www.e-chnr.org



Child’s disease

Respiratory disease
Digestive disease
Urinary disease
Infectious disease
Others
Operation
Yes
No
Income
200>
200-400
400<
Child’s temperament Difficult
Usual
Meek

34.73 ± 5.38
(22-49)
5.63± 1.95
(3-12)

3.33± 4.17
(1m-18)
3.79± 2.46
(1-20)

본 연구에 포함된 입원 아동은 전체(157명)가 급성 질환으로 입원한
아동이었고, 평균 피로 점수는 2.11 (±.53)점이었다. 이 중 신체적 피로

(N=157)

90 (57.3)
25 (15.9)
20 (12.7)
7 (4.5)
15 (9.6)
153 (97.5)
4 (2.5)
13 (8.3)
85 (54.1)
59 (37.6)
26 (16.6)
65 (41.4)
6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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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2.03 (± 0.50)점으로 나타나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65, p =.009). 그 외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t=2.39, p =.018). 또한 어머니의 수면 만족에 있어서 ‘아니다’인 경우 피
로 점수가 2.21 (± 0.55)점으로 ‘그렇다’인 경우 1.91 (± 0.45)점에 비해 유

입원 아동 어머니의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의하게 높았으며(t=3.45, p =.001), 가족의 도움을 묻는 질문에 ‘아니다’

입원 아동 어머니의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라고 응답한 군의 피로 점수가 2.40 (± 0.56)점으로 ‘그렇다’라고 응답

다음과 같다. 양육스트레스와 피로 간의 관계는 양육스트레스가 많을

한 군의 피로 점수 2.07 (± 0.52)점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수록 피로 점수가 높았고(r=.54, p <.001), 어머니 나이가 많을수록 피
로 점수가 낮았으며(r= -.28, p <.001), 하루 수면시간이 길수록 피로 점

Table 2. Fatigu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 157)
Fatigue

Categories

Gender

Female
Male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
College graduation ≤
Sleep satisfaction
Yes
No
Sleep disturbance
Yes
during night
No
Frequent admissions Yes
No
Family support
Yes
No
Caring time
Full time
Part time
Religion
Yes
No
Job
Yes
No
Income
200>
200-400
400<
Child’s temperament Difficult
Usual
Meek
Operation
Yes
No
Child’s disease
Respiratory disease
Digestive disease
Urinary disease
Infectious disease
Others

수가 낮았고(r= -.37, p <.001), 입원한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피로 점수가 낮았다(r= -.24, p =.002). 또한 양육스트레

M ±SD

t or F (p)

스와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r = -.37,

2.17±0.50
2.04±0.57
2.24±0.57
2.03±0.50
1.91±0.45
2.21±0.55
2.04±0.49
2.18±0.57
2.26±0.41
2.09±0.55
2.07±0.52
2.40±0.56
2.14±0.53
1.96±0.52
2.16±0.51
2.05±0.55
2.03±0.48
2.16±0.57
2.20±0.48
2.14±0.53
2.04±0.56
2.21±0.58
2.12±0.48
2.06±0.57
2.34±0.26
2.10±0.54
2.13±0.53
2.11±0.44
2.11±0.64
1.83±0.52
2.07±0.16

1.55 (.122)

p <.001) 양육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하루 수면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

2.39 (.018)
3.45 (.001)
1.63 (.106)

타났다(r= -.26, p =.001) (Table 3).
입원 아동 어머니의 피로 영향 요인

입원 아동 어머니의 피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검증 전 회귀모형에 포함되는 독립변수 및

1.54 (.138)

일반적 특성 중 연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

2.65 (.009)

수가 절대값이 .01에서 .59 사이에 있었고,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여부

1.71 (.090)
1.14 (.257)
1.42 (.159)
0.74 (.480)

를 알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 결
과 모두 10 이하였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
Watson 통계량을 확인하였으며 그 수치는 1.838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었다. 입원 아동 어머니의 피로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그리고 일반적 특성 중 피로와 유의한 차이
를 보였던 교육정도, 수면 만족, 가족의 도움 및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0.79 (.456)

였던 어머니 나이, 하루 수면시간, 환아 나이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으
며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속변수는 그대로, 명목변수는 더미

0.89 (.378)
0.53 (.718)

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으며 변수 투입방식은 단계입력방식(stepwise)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β =.44, p <.001), 수면시간
(β =-.25, p <.001), 어머니 나이(β =-.21, p =.001)가 피로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모형은 유의하
였고(F =32.58, p <.001), 설명력은 37.8%로 확인되었다(Table 4).

Table 3. Correlations of Factors Influencing Fatigue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ge
Total sleep duration/day
Child’s age
Admission days

366 |

(N=157)

Fatigue

Parenting stress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ge

Total sleep
duration/day

Child’s age

r (p)

r (p)

r (p)

r (p)

r (p)

r (p)

.54 (<.001)
-.01 (.862)
-.28 (<.001)
-.37 (<.001)
-.24 (.002)
-.01 (.959)

-.37 (<.001)
-.13 (.099)
-.26 (.001)
-.14 (.082)
-.12 (.125)

.05 (.513)
.06 (.449)
-.02 (.764)
.13 (.101)

.02 (.832)
.59 ( < .001)
.16 (.040)

.10 (.207)
.22 (.005)

.20 (.012)

입원 아동 어머니의 피로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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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Fatigue In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Variables

B

Constant
1.19
Parenting stress
0.51
Total sleep duration/day
-0.07
Age
-0.02
R2 =.39, Adjusted R2 =.38, F =32.58, p <.001

(N=157)

Standardized coefficients

SE

β

0.34
0.08
0.02
0.01

.44
-.25
-.21

t

p

5.72
6.66
3.88
3.36

< .001
< .001
< .001
.001

Multicollinearity
Tolerance

VIF

.91
.93
.98

1.09
1.08
1.02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논

의

기 등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2]. 또한 영유아
역시 연령과 관련된 제한 때문에 자율적인 행동을 못하고 주 양육자

입원한 아동의 회복을 돕기 위해 아동 바로 옆에서 주요 환경으로

에게 의존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큰 아동에 비해 주 양육자의 돌봄 비

서 작용하는 어머니의 돌봄 제공자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에게

중이 큰 발달시기로 다른 발달 연령과 비교해 어머니의 피로에 차이를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피로는 아동의 회복뿐 아니라 가족 건강과

나타낸다고 보았다[19]. 때문에 신생아 및 영유아 어머니는 아동 입원

관련하여 중요한 간호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시 특히 도움이 필요하고 양육스트레스와 피로가 심할 것으로 고려되

의 피로 관련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는 바 주의 깊게 사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를 알아본 결과 교육

입원 아동 어머니의 피로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유의하게 영향을

정도에서 고졸 이하인 군이 대졸 이상인 군에 비해 피로 점수가 유의

미친 것은 양육스트레스, 수면시간, 어머니 나이였다. 양육스트레스는

하게 높았는데, 이는 입원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피로를 측정한

피로에 있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Park, Kim, Kang과 Kim[2]의 연구에서 고졸인 경우 신경감각적 피로

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피로 정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정도가 대졸인 경우에 비해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초산모를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20]. Grolnick과 Seal[21]에 따르면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이를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

아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보이며, 부정적 지각은 높은 양육스트레스

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어머니에게 무기력감을 유발해 자녀 양육에

와 관련된다고 하여[17]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피로와의

서 부정적으로 표출되게 된다고 하였다[22]. 입원 아동은 신체적 불편

관련성도 유추해볼 수 있다.

감, 정서적 불안 등으로 아프기 전보다 더욱 어머니를 필요로 하며 자

일반적 특성 중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군이 그렇지 않은

주 울거나 짜증을 내므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병실에서

군에 비해 피로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는데,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돌봄과 관련해서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의 피로에 대해 연구한 Kim과 Park[18]은 남편이 가사일과 아이를 돌

증가할 것이다.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

보아주는 경우 어머니의 피로점수에 있어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고

하다고 볼 수 있다.

보고하였고 또한 어머니에게 다양한 일을 해야 하는 역할부담이 주는

어머니의 수면시간이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

압력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피로를 증가시키며 아동이 입원하는 경

으며 수면만족과 관련한 피로 차이에서도 만족하지 않는 군이 만족하

우 개인위생, 영양관리, 놀아주기, 처치 돕기 등 어머니의 휴식에 방해

는 군에 비해 피로 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영유아 어머

되는 요소들이 피로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

니[18]와 입원 아동 어머니[2]의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인 경우가

임을 보고하였다[1,2]. 때문에 간호사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지지

7시간 이상인 경우에 비해 피로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것

유무를 피로 사정 시 확인하고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계획

과 같은 결과이다. 수면은 피로 관련한 주요 요인으로[18] 수면하는 동

수립에 가족의 지지를 포함시킬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에는 생화학적 변화, 세포에 영양을 공급, 호르몬 방출 등이 일어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나이와 어머니 피로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

서 신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작용이 나타나고, 또한 스트레스, 긴

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입원 아동이 신생아인 경우

장, 불안을 중재하여 인간이 일상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 적응할

돌보는 어머니의 피로 정도가 가장 높고 학령기인 경우 가장 낮았다고

수 있게 에너지를 재충전하도록 돕는다. 때문에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연구에서는 피로의 원인으로 발달

사람은 피로로 인해 고통 받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특성상 밤 동안에도 이루어지는 수유 및 기저귀 갈기, 우는 아기 달래

치고 증가된 스트레스와 불안은 결국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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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23-26]. 아동 입원동안 어머니는 자녀 질환으

로 정도를 사정하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에 관심을

로 인한 염려, 소음 등 불편한 수면환경, 불규칙한 치료관련 검사 및 시

두어야 하겠다.

술 등으로 정상수면이 방해되므로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전략
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onflict of Interest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나이가 피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상관
관계를 알아보았을 때 어머니 나이가 어린 경우 피로를 더 많이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어머니 나이는 아동의 나이와도 연관

No potential or any existing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성이 있으며 아동이 어릴수록 발달 특성상 큰 아동에 비해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피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

Acknowledgements

다[2]. Park, Kang, Kim과 Kim[20]은 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정도
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가 30세 이상인 경우
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이유로 30세 미만

The present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15.

에는 초산모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하였다. 즉,
자녀의 연령이 어리고 양육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젊은 어머니는 역할
부담을 크게 느껴 스트레스와 피로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어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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