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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모와 경산모의 모성역할 자신감에 대한 영향요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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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predictors of maternal confidence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mothers.
Methods: The participants enrolled in this study were 145 mothers between 2 and 5 days postpartum.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χ2 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predictors of maternal confidence among primipara mothers were social support, selfesteem, mode of delivery (R2 =.287, p<.001). Whereas, gender of baby, antenatal fetal attachment, and educational status explained maternal confidence among multipara mothers (R2 =.270, p<.001).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when nurses
develop programs to encourage maternal confidence for new mothers, they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s between
predictors of maternal confidence according to the mothers’ experience of birth.
Key words: Parity, Self concept (self-esteem), Social support, Maternal-fetal relations, Maternal behavior

서 론

움을 갖는 산모는 약물남용(Ehrmin, 2001), 아동의 성장장애, 행동
장애 및 인지발달 장애(Belsky & Fearon, 2004)를 유발할 수 있다.

연구의 필요성

출산 후 모든 산모들이 모성역할 전이를 성공적으로 경험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5년 3.0명에서 2010년 1.19명으로 급격

것은 아니다. 영국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Belsky & Fearon,

히 감소하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

2004)에 따르면 출산 후 가족 간 결속이 잘 이루어지고 갈등이 적

opment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이다(OECD,

으며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한 가족의 비율은 전체 산모 중 15%에

2007).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에는 결혼 연령의 고령화, 독신율의

지나지 않는다. White 등(1999)은 성공적인 모성역할 전이는 임신

증가,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말기부터 분만 초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상태가 중요한

문제 이외에도 과거에 비해 모성역할을 과소평가하는 여성의 인식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의 변화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OECD, 2007).

모성역할 자신감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전이가 성공적으로 이루

모성역할이란 어머니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기의 요구에 따

어진 것을 의미한다(Kiehl & White 2003; Mercer, 2004). 모성역할

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Mercer, 2004). 모성역할은 출

자신감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 직업유무, 스트레

산 후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족의 상호작용이

스 생활사건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Grace, 1993; Kiehl &

나타나게 되고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시작되며(White, Wil-

White, 2003), 분만 경험(Emmanuel, Creedy, St John, & Brown,

son, Elander, & Persson, 1999), 생애주기에 걸쳐서 아이가 성장함

2011; Walker, Crain, & Thompson, 1986; Zahr, 1991), 임신계획 여

에 따라 강화된다(Mercer, 2006). 어머니로서의 역할 전이에 어려

부(Lowerdermilk & Perry, 2007), 아기의 건강상태(Holditch-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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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 Miles, Burchinal, & Goldman, 2011; Zahr, 1991), 분만 전 태아

련성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애착(White, Wilson, Elander, & Persson, 1999), 임신 중 심리상태,
자존감, 어머니의 건강상태(Emanuel, Creedy, St John, & Brown,

연구 대상

2011), 사회적 지지(Emmanuel et al., 2011)와 관련된다. 이러한 요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만삭아를 출산

인들 가운데에서도 초산모와 경산모가 모성역할 자신감의 발달과

한 산모로 2009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주시 소재 대학병

정에 있어서 주요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Emmanuel et al.,

원 1곳 및 산부인과병원 2곳의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하여 출산한

2011; Grace, 1999; Walker et al., 1986).

산모 중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1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초산모와 같이 경산모도 출산 후 새로운 아기에 대한 모성역할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첫째, 의사소통이 가능한 산모, 둘째, 이번

로의 전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단순히 과거 아기를 분만했고 양육

출산 시 선천성결함이나 질병이 없는 만삭아를 출산한 산모, 셋

했다는 것만으로 모성역할 자신감이 높지는 않다(Kronborg, Va-

째, 조사당시 신생아가 중증 호흡곤란을 비롯한 생명을 위협하는

eth, Olsen, Iversen, & Harder, 2007). 오히려 경산모가 현재 태어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지 않는 산모였다.

난 아기 외에도 다른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 때문에 임신 자체만

연구 윤리에 관하여 연구자들은 연구시작에 앞서서 전북대학교

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Emman-

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연구 목적, 방

uel et al., 2011).

법, 향후 연구의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 연구수행에 관한 승인을

이렇듯 모성역할 자신감은 분만경험에 따라 남다른 주의가 필

받았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연구 목

요하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초산모(Jang & Chung, 2003; Kim, &

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다. 선정기준에 부합하

Jeong, 2007) 및 고위험 신생아의 산모(Holditch-Davis et al., 2011;

는 산모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가보고식의 설문

Zahr, 1991)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초산모와 경산모를 비교한 연

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원하지 않는 경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

구(Emmanuel et al., 2011; Grace, 1993; Lee, 1994)는 그 수가 적고

며 설문작성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익명과 비밀 보장을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약속하였다. 총 15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최종적으로 많은 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출산아 중 90%가 만삭아인 점

보가 누락된 5부를 제외한 145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Koo et al., 2006)을 고려하여 아이의 건강상태 및 양육 스트레스
등의 외생변수를 배제한 산욕초기 초산모와 경산모의 모성역할

연구 도구

자신감을 확인하고자 한다. 건강한 만삭아를 출산하고 의료기관

일반적 특성

에 재원중인 초산모와 경산모를 대상으로 모성역할 자신감에 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연령, 교육 정도, 직업

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산모의 모성역할 적응을 돕기

유무, 총 가구원의 월수입) 및 산과적 특성(분만경험, 분만 형태,

위한 간호 중재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생아의 재태기간, 출생체중 및 성별, 이번 임신계획 여부, 임신
중 스트레스생활사건 유무, 임신 중 불안정도, 분만 후 건강상태)

연구 목적

을 조사하였다. 임신 중 불안 정도는 임신 기간 동안「전혀 불안하

본 연구에서는 산욕초기 초산모와 경산모를 대상으로 일반적

지 않았다」
에 1점, 「매우 불안하였다」
에 5점을 주도록 5점 Likert

특성, 분만 전 태아애착 정도, 자존감, 사회적 지지, 모성역할 자신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분만 후 건강상태는 현재 자신의 건강상

감을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며 모성역할에 대한 영

태의 정도를「건강하지 않다」
에 1점,「매우 건강하다」
에 5점을 주

향요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도록 5점 Likert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첫째, 초산모와 경산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다.
둘째, 초산모와 경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만 전 태아애착,
자존감, 사회적 지지, 모성역할 자신감을 확인한다.
셋째, 초산모와 경산모의 모성역할 자신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만 전 태아애착
분만 전 태아애착은 Cranley (1981)의 Maternal-fetal Attachment
Scale를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총 24문항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임부 태아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파악한다.

α =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9이었다.

연구 방법
자존감

연구 설계

자존감은 Rosenberg (1965)의 Self Esteem Scale을 Lee (2005)가

본 연구는 산욕초기 초산모와 경산모를 중심으로 일반적 특성,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의 4점 척도로 5개의 긍정문

분만 전 태아애착, 자존감, 사회적 지지, 모성역할 자신감과의 관

항과 5개의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형 문항은 그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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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계산하였다. 즉,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정말 그렇다”

(Table 1). 초산모의 평균 연령은 29.6세,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

에 4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상이 77.6%, 직업은 전업주부가 60.5%, 가족원의 월수입은 200-

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 .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299만 원이 37.3%이었다. 초산모의 분만형태는 정상분만이 75.0%,

.73이었다.

신생아의 평균 재태기간은 278일, 평균 출생체중은 3,293 g, 성별
은 남아가 60.5%이었다. 이번 임신계획 여부는 「예」라는 응답이
61.8%이었고, 임신 중 스트레스 생활사건 유무는 「있었다」라는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Cohen과 Hoberman (1983)의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를 Seo (1990)가 수정보완한 대인관계적

응답이 53.9%, 임신 중 불안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0점이었고,
분만 후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평균 4.0점이었다.

지지의 지각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18문항의 4점 척도로 점수가

경산모의 평균 연령은 32.0세,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

84.1%, 직업은 전업주부가 65.2%, 가족원의 월수입은 300만 원 이

bach’s α =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3이었다.

상이 47.8%이었다. 경산모의 분만형태는 정상분만이 78.3%이었
고, 신생아의 평균 재태기간은 275일, 평균 출생체중은 3,283 g, 성
별은 여아가 52.2%이었다. 이번 임신계획 여부는「예」라는 응답이

모성역할 자신감
모성역할 자신감은 Zahr (1991)가 개발한 Maternal Confidence

52.2%이었고, 임신 중 스트레스 생활사건 유무는「있었다」라는 응

Questionnaire를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문항

답이 71.0%, 임신 중 불안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5점이었고, 분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역할 자신감이 높음을 의

만 후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평균 4점이었다.

미한다. 자료 분석에는 신뢰도가 낮은 2문항을 제외한 12문항을

초산모와 경산모는 일반적 특성 중 연령(t = -4.168, p < .001), 월

사용하였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 .82-.91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입(χ2 = 6.748, p = .034), 신생아의 재태기간(t = 2.377, p = .019),

Cronbach’s α = .92이었다.

임신 중 스트레스생활사건 유무(χ2 = 4.475, p = .041), 임신 중 불안
(t = -4.791, p < .001)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였다. 초산모와 경산모의 일반적 특성, 분만 전 태아애착, 자존감,

대상자의 분만 전 태아애착 정도, 자존감, 사회적 지지 및
모성역할 자신감 비교

사회적 지지, 모성역할 자신감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기술통계, t-

초산모와 경산모는 분만 전 태아애착 정도, 모성역할 자신감에

test, χ test로 분석하였다. 초산모와 경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즉 분만 전 태

분만 전 태아애착, 사회적 지지, 자존감, 모성역할 자신감을 비교하

아애착 정도는 5점 만점에 초산모가 평균 4.1점으로 경산모 3.7점

고자 t-test, ANOVA, schéffe test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연

보다 높았다(t = 0.378, p < .001). 모성역할 자신감은 초산모가 평균

속변수들과 분만 전 태아애착 정도, 자존감, 사회적 지지 및 모성

3.1점으로 경산모 3.6점보다 낮았다(t = -4.450, p < .001). 두 군은

역할 자신감 등의 변수들 간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earson’s correlation과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등을 이용하

(Table 1).

2

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는 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신
사회적 지지, 자존감, 분만 후 건강상태 등 10개의 연속변수와 분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만 전 태아애착 정도, 자존감,
사회적 지지, 모성역할 자신감

형태, 신생아의 성별, 임신계획 여부, 임신 중 스트레스 생활사건 유

일반적 특성 중 이산형 변수에 따른 분만 전 태아애착 정도, 자

무 등 4개의 이산형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이산형 변

존감, 사회적 지지, 모성역할 자신감의 차이를 초산모와 경산모로

수 중 분만형태는 정상분만 ‘0’, 제왕절개분만 ‘1’로, 신생아의 성별

나누어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생아의 재태기간, 신생아의 체중, 임신 중 불안, 분만 전 태아애착,

은 여아 ‘0’, 남아 ‘1’로, 임신계획 여부는「없었다」‘0’「
, 있었다」‘1’로,

초산모의 분만 전 태아애착은 이번 임신이 계획된 산모가 계획

임신 중 스트레스생활사건 유무는「없었다」‘0’「
, 있었다」‘1’로 수량

되지 않았던 산모보다 높았다(t = -3.612, p < .001). 초산모의 자존

화하였다. 단계선택의 확률기준은 진입 .05와 제거 .10로 정하였다.

감은 전문대졸 이상의 산모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산모보다 높
았고(t = -2.264, p < .027), 직업이 있는 산모가 전업주부인 산모보

연구 결과

다 높았으며(t = -2.026, p < .046), 이번 임신이 계획된 산모가 계획
되지 않았던 산모보다 높았다(t = -2.287, p < .025). 초산모의 모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초산모 76명(52.4%), 경산모 69명(47.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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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았다(t = -2.114, p < .038). 초산모의 모성역할 자신감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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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ther Research Variables among Subjects
Variabl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ternal age (year)
Educational level
Employmental status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Obstetric characteristics
Type of delivery
GA of babies (day)
BW of baby (g)
Sex of baby
Pregnancy intention
Stressful life events during pregnancy

Cateogory

Primipara (n = 76)

Multipara (n = 69)

n (%) or Mean ± SD

Male
Female
Non-planned
Planned
Yes
No

Anxiety during pregnancy
Self-rated health status
Other variables
Maternal fetal attachment
Self-esteem
Social support
Maternal role confidence

Total (n = 145)

n (%) or Mean ± SD n (%) or Mean ± SD

t or χ2

p

29.6 ± 3.3
17 (22.4)
59 (77.6)
46 (60.5)
30 (39.5)
26 (34.7)
28 (37.3)
21 (28.0)

32.0 ± 3.8
11 (15.9)
58 (84.1)
45 (65.2)
24 (34.8)
14 (20.2)
22 (31.9)
33 (47.8)

30.8 ± 3.7
28 (19.3)
117 (80.7)
91 (62.8)
54 (37.2)
40 (27.8)
50 (34.7)
54 (37.5)

-4.168
0.959

< .001
.401

0.341

.608

6.748

.034

19 (25.0)
57 (75.0)
278 ± 10
3,293 ± 393
46 (60.5)
30 (39.5)
29 (38.2)
47 (61.8)
41 (53.9)
35 (46.1)
2.0 ± 0.7
4.0 ± 0.9

15 (21.7)
54 (78.3)
275 ± 10
3,283 ± 379
33 (47.8)
36 (52.2)
33 (47.8)
36 (52.2)
49 (71.0)
20 (29.0)
2.5 ± 0.7
4.0 ± 1.1

34 (23.5)
111 (76.6)
277 ± 10
3,288 ± 385
79 (54.5)
66 (45.5)
62 (42.8)
83 (57.2)
90 (62.1)
55 (37.9)
2.2 ± 0.7
4.0 ± 1.0

0.214

.698

2.377
0.939
2.352

.019
.881
.136

1.381

.313

4.475

.041

-4.791
0.565

< .001
.813

4.1 ± 0.4
2.4 ± 0.4
3.1 ± 0.5
3.1 ± 0.7

3.7 ± 0.5
2.3 ± 0.4
3.0 ± 0.5
3.6 ± 0.7

3.9 ± 0.5
3.0 ± 2.3
3.0 ± 0.5
3.3 ± 0.8

5.851
0.887
0.351
-4.450

< .001
.690
.259
< .001

≤ High school
≥ College
Non-employed
Employed
≤ 199
200-299
≥ 300
C-section
Vaginal delivery

(N = 145)

C-Section = Cesarean section; GA = Gestational age; BW = Birth weight.

이 있는 산모가 전업주부인 산모보다 약간 높았으나 유의수준 5%

분만 전 태아애착이 높을수록(r = .285, p = .015), 자존감이 높을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 -1.940, p = .056).

수록(r = .352, p = .002),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r = .447, p < .001)

한편 경산모의 모성역할 자신감은 여아를 출산한 산모가 남아
를 출산한 산모보다 높았다(t = -2.965, p = .004).

모성역할 자신감이 높았다.
경산모에 있어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
다. 연령이 높을수록(r = .343, p = .004), 임신 중 불안이 낮을수록

대상자의 분만 전 태아애착 정도, 자존감, 사회적 지지,
모성역할 자신감 간의 관계

(r = -.482, p < .001) 분만 전 태아애착이 높았다. 임신 중 불안이 낮
을수록(r = -.395, p = .001), 분만 전 태아애착이 높을수록(r = .313,

일반적 특성 중 연속변수인 어머니의 연령, 아기의 재태기간, 출

p = .009),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r = .529, p < .001) 자존감이 높

생체중, 임신기간 중 불안정도, 분만 후 건강상태, 분만 전 태아애

았다. 신생아의 재태기간이 길수록(r = .342, p = .004), 임신 중 불

착 정도, 자존감, 사회적 지지, 모성역할 자신감과의 관계는 Table

안이 낮을수록(r = -.626, p < .001) 분만 전 태아애착이 높을수록

3과 같다.

(r = .489, p < .001)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임신 중 불안이 낮을수록

초산모에 있어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

(r = -.352, p = .003), 분만 전 태아애착이 높을수록(r = .322, p = .007),

다. 임신 중 불안이 낮을수록(r = -.407, p < .001) 분만 전 태아애착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r = .280, p = .021) 모성역할 자신감이 높

이 높았다. 분만 전 태아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분만 후 건강상태가

았다.

좋았다(r = .307, p = .007). 건강상태가 좋을수록(r = .240, p = .037),
분만 전 태아애착이 높을수록(r = .273, p = .018) 자존감은 높았다.

대상자의 모성역할 자신감에 대한 영향요인

임신 중 불안이 낮을수록(r = -.311, p = .006),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모성역할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연령, 교육

(r = .236, p = .040), 분만 전 태아애착이 높을수록(r = .300, p = .009)

수준, 월수입, 분만형태, 신생아의 재태기간, 신생아의 체중, 신생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임신 중 불안이 낮을수록(r = -.232, p = .049),

아의 성별, 임신계획 여부, 임신 중 스트레스 생활사건 유무,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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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earch Variabl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MFA

Educational level
Employmental status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Type of delivery
Sex of baby
Pregnancy intention

SE

Stressful life events
during pregnancy
Educational level
Employmental status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Type of delivery
Sex of baby
Pregnancy intention

SS

Stressful life events
during pregnancy
Educational level
Employmental status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Type of delivery
Sex of baby
Pregnancy intention

Stressful life events
during pregnancy
MRC Educational level
Employmental status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Type of delivery
Sex of baby
Pregnancy intention
Stressful life events
during pregnancy

Cateogory
≤ High school
≥ College
Non-employed
Employed
≤ 199
200-299
≥ 300
C-section
Vaginal delivery
Male
Female
Non-planned
Planned
Yes
No
≤ High school
≥ College
Non-employed
Employed
≤ 199
200-299
≥ 300
C-section
Vaginal delivery
Male
Female
Non-planned
Planned
Yes
No
≤ High school
≥ College
Non-employed
Employed
≤ 199
200-299
≥ 300
C-section
Vaginal delivery
Male
Female
Non-planned
Planned
Yes
No
≤ High school
≥ College
Non-employed
Employed
≤ 199
200-299
≥ 300
C-section
Vaginal delivery
Male
Female
Non-planned
Planned
Yes
No

Primipara (n = 76)
Mean ± SD
4.1 ± 0.5
4.1 ± 0.4
4.1 ± 0.4
4.2 ± 0.4
4.1 ± 0.4
4.1 ± 0.5
4.2 ± 0.4
4.0 ± 0.4
4.1 ± 0.5
4.1 ± 0.4
4.1 ± 0.5
3.9 ± 0.4
4.2 ± 0.4
4.1 ± 0.5
4.1 ± 0.4
2.2 ± 0.4
2.4 ± 0.4
2.3 ± 0.4
2.5 ± 0.4
2.3 ± 0.5
2.4 ± 0.4
2.4 ± 0.4
2.4 ± 0.4
2.4 ± 0.4
2.3 ± 0.5
2.4 ± 0.4
2.2 ± 0.5
2.4 ± 0.3
2.4 ± 0.4
2.3 ± 0.5
2.9 ± 0.6
3.1 ± 0.7
3.1 ± 0.5
3.0 ± 0.5
3.1 ± 0.6
3.0 ± 0.5
3.0 ± 0.5
3.0 ± 0.5
3.1 ± 0.5
3.0 ± 0.5
3.1 ± 0.5
3.0 ± 0.5
3.0 ± 0.6
3.0 ± 0.5
3.1 ± 0.5
3.0 ± 0.7
3.1 ± 0.7
2.9 ± 0.7
3.3 ± 0.7
3.1 ± 0.6
3.0 ± 0.8
3.1 ± 0.8
2.8 ± 0.7
3.2 ± 0.7
3.0 ± 0.7
3.2 ± 0.7
3.0 ± 0.5
3.1 ± 0.8
3.1 ± 0.7
3.1 ± 0.8

(N = 145)
t or F

p

0.046

.963

-0.939

.351

0.364

.696

-1.067

.289

-0.184

.854

-3.612

.001

0.277

.783

-2.264

.027

-2.026

.046

1.271

.287

0.017

.986

-0.870

.387

-2.287

.025

0.478

.634

-1.047

.299

0.281

.779

0.443

.644

-0.829

.410

-0.545

.587

-0.588

.558

-1.244

.217

-0.730

.468

-1.940

.056

0.082

.921

-2.114

.038

-1.502

.138

-0.316

.753

0.016

.988

Multipara (n = 69)
Mean ± SD
3.5 ± 0.4
3.7 ± 0.5
3.6 ± 0.4
3.7 ± 0.6
3.6 ± 0.4
3.7 ± 0.6
3.7 ± 0.5
3.6 ± 0.4
3.7 ± 0.5
3.6 ± 0.4
3.8 ± 0.5
3.7 ± 0.4
3.6 ± 0.5
3.7 ± 0.5
3.7 ± 0.5
2.2 ± 0.4
2.4 ± 0.4
2.3 ± 0.4
2.4 ± 0.4
2.2 ± 0.4
2.3 ± 0.4
2.4 ± 0.4
2.4 ± 0.5
2.3 ± 0.4
2.3 ± 0.4
2.3 ± 0.3
2.3 ± 0.4
2.3 ± 0.4
2.3 ± 0.4
2.4 ± 0.3
2.9 ± 0.5
3.0 ± 0.5
2.9 ± 0.5
3.0 ± 0.6
2.9 ± 0.5
2.8 ± 0.5
3.1 ± 0.5
2.9 ± 0.7
3.0 ± 0.5
2.9 ± 0.6
3.0 ± 0.5
3.0 ± 0.5
2.9 ± 0.6
2.9 ± 0.6
3.1 ± 0.5
3.9 ± 0.7
3.6 ± 0.7
3.7 ± 0.7
3.5 ± 0.8
3.5 ± 0.7
3.6 ± 0.7
3.7 ± 0.8
3.6 ± 0.6
3.6 ± 0.8
3.4 ± 0.8
3.9 ± 0.6
3.6 ± 0.7
3.6 ± 0.7
3.6 ± 0.7
3.6 ± 0.9

t or F

p

-1.035

.304

-0.685

.496

0.151

.860

-0.412

.682

-1.633

.107

0.803

.425

-0.307

.760

-1.400

.166

-1.034

.305

1.632

.203

0.562

.576

-0.388

.699

0.309

.758

-1.389

.169

-0.205

.838

-0.634

.528

3.004

.057

-0.046

.964

-0.977

.332

0.336

.738

-1.713

.091

1.490

.141

1.348

.182

0.200

.819

-0.152

.880

-2.965

.004

-0.308

.759

0.253

.801

C-Section = Cesarean section; MFA = Maternal fetal attachment; SE = Self-esteem; SS = Social support; MRC = Maternal role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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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Primipara
Maternal age
GA of babies
BW of babies
Anxiety during pregnancy
Self-rated health status
MFA
SE
SS
Multipara
Maternal age
GA of babies
BW of babies
Anxiety during pregnancy
Self-rated health status
MFA
SE
SS

GA of
babies

BW of
babies

Anxiety during
Self-rated
pregnancy
health status

0.020
-

0.036
0.268 (0.019)
-

-0.056
0.103
0.122
-

0.147
-

0.106
0.243 (0.046)
-

-0.140
-0.191
0.048
-

MFA

SE

SS

MRC

-0.047
-0.172
-0.108
-0.291 (0.011)
-

-0.047
-0.147
-0.042
-0.407 ( < 0.001)
0.307 (0.007)
-

-0.033
0.133
-0.125
-0.208
0.240 (0.037)
0.273 (0.018)
-

-0.148
0.056
0.000
-0.311 (0.006)
0.236 (0.040)
0.300 (0.009)
0.219
-

-0.118
-0.074
0.047
-0.232 (0.049)
0.170
0.285 (0.015)
0.352 (0.002)
0.447 ( < 0.001)

-0.087
0.038
-0.067
0.010
-

0.343 (0.004)
0.177
-0.123
-0.482 ( < 0.001)
0.025
-

-0.233 (0.054)
0.048
0.000
-0.395 (0.001)
0.053
0.313 (0.009)
-

0.061
0.342 (0.004)
0.140
-0.626 ( < 0.001)
0.209
0.489 ( < 0.001)
0.529 ( < 0.001)
-

0.221
-0.035
-0.188
-0.352 (0.003)
0.036
0.322 (0.007)
0.089
0.280 (0.021)

GA = Gestational age; BW = Birth weight; MFA = Maternal fetal attachment; SE = Self-esteem; SS = Social support; MRC = Maternal role confidence.

Table 4. Predictors for Maternal Role Confidence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Variable
Primipara

Multipara

(Constant)
SS
SE
Mode of delivery
(Constant)
Baby’s sex
MFA
Educational level

B

Standard error

0.918
0.485
0.452
-0.320
1.578
0.482
0.452
-0.449

0.599
0.148
0.180
0.173
0.627
0.164
0.167
0.217

β
0.352
0.269
-0.193
0.326
0.301
-0.226

t (p)
1.533 (.130)
3.286 (.002)
2.514 (.014)
-1.853 (.068)
2.518 (.014)
2.948 (.005)
2.702 (.009)
-2.069 (.043)

R2

F (p)

.184
.250
.287

15.346 ( < .001)
11.142 ( < .001)
8.843 ( < .001)

.149
.220
.270

11.200 (.001)
8.867 ( < .001)
7.645 ( < .001)

SS = Social support; SE = Self-esteem; MFA = Maternal fetal attachment.

중 불안정도, 분만 후 건강상태, 분만 전 태아애착, 자존감, 사회적

사회적 지지를 토대로 모성역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

지지 등 총 14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Stepwise Multiple Re-

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0.8세, 분만경험에 따라 초산

gression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 52.4%, 경산모 47.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

초산모의 경우 모성역할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영향요

라 전체 인구의 2009년 평균 출산연령 31세와 분만경험에 따른 초

인은 사회적 지지로 18.4%를 설명하였으며( p < .001), 사회적 지지,

산모 51.7% 및 경산모 48.3%의 비율과 유사하였다(Health Insur-

자존감, 분만형태 등 세 요인이 초산모의 모성역할 자신감의 28.7%

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0).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

2

를 설명하였다(R = .287, F = 8.843, p < .001).
경산모의 경우 모성역할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영향요

과를 토대로 초산모와 경산모의 모성역할 자신감의 차이에 관하
여 논하고자 한다.

인은 신생아의 성별로 14.9%를 설명하였으며( p = .001), 신생아의

첫째, 초산모 중 정상분만을 한 산모가 제왕절개분만을 한 산모

성별, 분만 전 태아애착 정도, 교육수준 등 세 요인이 경산모의 모

보다 모성역할 자신감이 높았다. 이 결과는 분만형태가 모성역할

성역할 자신감의 27.0%를 설명하였다(R2 = .270, F = 7.645, p < .001).

자신감의 영향요인이라는 선행연구(Emmanuel et al., 2011)와 일
치하였다. 2009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36%로 세계보건

논 의

기구의 권고사항(5-15%)이나 OECD 평균 제왕절개분만율(25.7%)
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특히 초산모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았다

본 연구는 산욕초기 모성역할의 전환 과정을 경험하는 초산모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0). 제왕절개

와 경산모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분만 전 태아애착, 자존감 및

분만은 그 자체만으로도 산후 복구의 지연, 약물 투여 및 재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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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장으로 신생아와의 조기 애착 형성과 성공적인 모유수유

등은 낮았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동 양육 및 가족 역동에 있어

를 방해한다(Zanardo et al., 2010). 따라서 제왕절개로 분만한 초

서 주요한 요인임을 감안할 때(Belsky & Fearon, 2004) 향후 임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관리, 모유수유, 아기 신호의 확인 및 양육

3기 및 산욕 초기의 부모를 대상으로 분만 전 태아애착 정도를 비

활동을 포함한 모성역할 자신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간호중재프로

교하고 출산 후 부모역할 자신감 및 역할 긴장을 확인하는 연구를

그램이 수행되어야 한다.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임신 중 불안이 높을수록 모성역할

다섯째, 자존감은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분만 전 태아애착과 관

자신감이 낮았다. 이 결과는 임신 중 적응정도가 모성역할 전이를

련이 있었으며, 초산모의 모성역할 자신감의 주요한 영향요인이었

방해한다는 선행연구(Kiehl & White, 2003; White et al., 1999)와

다. Lucas (2010)는 자존감은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일치하였다. 특히 경산모는 초산모보다 임신 중 스트레스 생활사

으로 형성되며 모성역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간호

건을 많이 겪었고 임신 중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산모가

사는 산모, 신생아 및 가족의 요구도를 파악하고 분만 전후 관리

모성역할 긴장을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Lee, 1994)와 일치하

에 관한 적절한 정보 및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강화하

였다. 임신 중 불안은 혈중 norepinephrine 상승 및 dopamine 감

고 모성역할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Mer-

소를 초래하고 아기의 dopamine과 serotonin의 농도를 감소시킴

cer, 2006). 따라서 초산모 및 경산모에게 분만에 대한 격려와 지지

으로써 출생 후 신생아의 행동변화를 가져온다(Zachariah, 2009).

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존감의 형성을 돕고 모성역할 자신

임신 중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모성역할로의 전이를 방해하고 신

감을 높이는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생아의 건강을 위협하며 가족 역동을 위협하게 된다(White et al.,

여섯째, 초산모는 교육정도, 직업유무 및 임신계획 여부에 따라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산모 및

자존감에 차이가 있었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모성역할 자신감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는 주로 신체적 측면에 집중되

높았다. 교육수준은 경산모의 모성역할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어 있다(Emmanuel et al., 2011). 따라서 산전 진찰을 위하여 의료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성역할 자신감이 교육수준, 월수

기관을 방문한 임부를 대상으로 분만경험에 따라 일반적 특성, 다

입, 분만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Walker et al., 1986; Zahr,

른 자녀의 양육환경, 배우자의 지지 및 심리상태를 포함한 간호사

1991)와 일치한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정을 수행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모성역할 자신감을 증진

수준이 낮은 산모에게 자존감 및 모성역할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시키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임부의 임신 중 불안 상태를 파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악하고 신생아의 행동상태 및 산모의 혈중 호르몬 농도를 확인하
는 연구도 수행되어질 수 있다.

일곱째, 사회적 지지는 초산모와 경산모 모두 모성역할 자신감
과 관련이 있었으며, 초산모의 모성역할 자신감에 있어서 주요한

셋째, 경산모는 신생아의 성별이 모성역할 자신감에 영향을 주

영향요인이었다. Mercer (2006)는 어머니와 영아를 둘러싼 주위환

는 가장 큰 요인이었고 여아를 출산한 경우 모성역할 자신감이 높

경에는 가치, 문화, 가족 및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지지 및 스트레스

았다. 우리나라 남아선호사상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오히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간의 역할 수행,

려 여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보고되고 있다(Health In-

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지는 모성역할 자신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0). 인도 및 중국의 임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Belsky

부들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하여 태아 성별을 확인하는 초음파 이

& Fearon, 2004; Emmanuel et al., 2011; White et al., 1999). 따라서

후에 여아인 경우 아기를 유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큰 사회적

산전 진찰을 위하여 병의원에 내원하는 임부 또는 산부뿐만 아니

문제가 되고 있다(Lhila & Simon, 2008). 요르단의 임부들은 남아

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기 양육을 교육하는 간호

선호사상이 강하여 태아 성감별로 남아가 확인되면 태아의 건강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으며 산모들의 자조모임을 조직할

관리를 위한 행위를 많이 한다(Al-Akour, 2008). 따라서 향후 아시

수 있다.

아권 나라들의 임부를 대상으로 태아 성별 확인 이후 심리 상태,

여덟째, 모성역할 자신감은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낮았고 두 군

건강관련 행위, 모성역할 자신감 및 분만 후 양육 행위를 비교하

의 영향요인 또한 달랐다. Grace (1993)는 모성역할 자신감에 있어

는 연구가 계획되어질 수 있다.

서 산욕초기에는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낮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

넷째, 분만 전 태아애착 정도는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높았고, 경

라 초산모는 증가하는 반면 경산모는 변화가 없거나 낮아진다고

산모의 모성역할 자신감의 주요한 영향요인이었다. 본 연구는 분

하였다. Lee (1994)는 산후 4개월된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 전 태아애착이 가족역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경산모가 초산모보다 모성역할 긴장이 높았다. 본 연구와 선행연

구(White et al., 1999)와 일치하였다. White 등(1999)은 스웨덴의

구 결과(Emmanuel et al., 2011; Grace, 1993; Lee, 1994)에 따르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분만 전 태아

모성역할의 형성은 분만 경험, 양육 환경 및 시기에 따라서 매우

애착 정도가 높았고, 출산 후 아기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역할 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초산모와 경산모의 모성역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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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을 비교한 종단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한편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가 편의추출된 제한된 수의 산모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료 수집 지역인 전주시의 출산율
이 2009년 1.15명으로 낮았고(Statistics Korea, 2011) 예정된 자료
수집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서 건강한 만삭아를 분만한 산모의
수가 예상보다 적었다. 특히 연구 목적상 기타 외생변수를 배제하
고자 의료기관에 재원중인 산모를 대상자로 한정하였기에 표본
수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산욕초기
산모를 대상으로 한 횡단적인 조사연구로서 조사시기가 다른 연
구와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셋째, 건강한 만삭아를 분만한 산모
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고위험 신생아 및 산모의 경우 본 연
구에서 제시된 영향요인 외에도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상의 제한점을 갖고 있음에도 본 연구는 분만 경험에 따라서
모성역할 자신감의 영향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산모 및 경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중 불안을 감소시키고
분만 전 태아애착을 증진시키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임신계획 여부에 따라 향후 모아 애착 정도, 모성역할 자
신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초산모와 경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초기부터 출산 후 아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모성역할의 변화과정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산욕 초기 초산모와 경산모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자존감, 사회적 지지, 분만 전 태아애착, 모성역할 자신감과의 관
계를 확인하고 모성역할 자신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모성역할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였다. 연구 결과 초산모의 모성역할 자신감의 영향요인은 사회적
지지, 자존감, 분만형태였으며 경산모의 모성역할 자신감에 영향요
인은 아기의 성별, 분만 전 태아애착 정도,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산모와 경산모의 모성역할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산과적 요인과 아울러 분만 전 태아애
착 정도, 자존감, 사회적 지지를 고려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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