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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영유아기는 일생중 심신의 성장 발달이 가장 빠른 시,

기로 생명유지와 활동을 위한 영양소외에 성장과 발육을

위한 영양소가 더 필요하여 단위 체중당 영양요구량이

제일 높다 또한 뇌의 발달에 있어서도 만 세까지 뇌세. 2

포의 수와 크기는 성인 뇌의 까지 성장하며 이 시기90%

의 건강은 일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김신정 현재( , 1998).

는 영양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감소되고 있으나,

철분 결핍성 빈혈은 아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귀.

숙 김미경 유영 김신나 및 김순기 의 영유아의, , , (1998)

철분결핍과 식생활에 대한 연구에서 개월의 영유아5-24

에서 철분결핍의 빈도가 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32.9%

고 보고하며 특히 이유기를 지난 개월 유아에서, 18-24

더욱 현저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영유아기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에까지 행동 및 인지능력 장애,

를 초래할 수 있기에민용식 박재옥 신상만 및 이상주( , , ,

이건수 철분영양에 대한 주의와 교육이1993; , 1993)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콜레스테롤의 상승으로 인한.

동맥경화는 영아기에 시작되어 심혈관질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며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

아때부터 가정에서 건전한 식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Wishon & Kinnick, 1986).

이렇듯 이 시기의 영양상태는 성장과 발달에 관여하고

성인이 된 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

유아기의 올바른 영양 공급은 예방접종과 더불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해숙 이동욱 유종식 박기흠( , , ,

및 성낙진, 1998).

아기가 생후 개월이 되면 빠른 성장에 필요한 충4-6

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발육과정에 알맞은 자극을 받아

야 된다 이유는 영양면으로 모유나 분유에서 유아식으.

로 이행되는 과정이며 기능적으로는 빨아 삼키는 행동,

에서 씹어 삼키는 행동으로 발달되는 과정이다 즉 이유.

기는 젖을 떼는 첫 걸음으로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모유,

분유로는 부족한 칼로리나 영양소를 다른 음식으로 보충

해 가야하며 나중에는 모유 분유는 중지하고 어른들이,

먹는 음식만을 먹게 하는 과도기이다 이 시기는 모유의.

양은 충분하지 못하므로 단백질 무기질 열량 등이 풍부, ,

한 고형식의 보충이 필요하고 이는 영양면에서 절대 필,

요할 뿐아니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도 중요하다 또한.

이유를 너무 일찍 시작하면 장의 미성숙으로 설사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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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면 성장부진 열량과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면역기,

능 저하와 미량 원소 부족과 편식 등이 생길 수 있다대(

한소아과학회, 2000).

선행 연구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음식을 먹인

아기는 이유를 먹이지 않은 아기보다 체중증가와 정신

발달 상태가 양호하다고 영아의 언어 및 운동 등 정신적,

사회적 발달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김희주( ,

1984).

이유 관리는 영유아 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교육

요구 중 영양과 식습관 관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심(

영숙 미숙아 부모의 경우도 우선순위 건강관리, 1998),

요구내용으로 이유 방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 ,

예방접종 부작용금기사항 질식사돌연사증후군 예‘ ’, ‘

방 육아스트레스 상담 등으로 나타났다김선옥’, ‘ ’ ( ,

또한 보건소 책자 인터넷에서의 이유 강좌가2001). , ,

최근 많이 증가하는 것은 영유아 어머니의 이유에 관한

교육 요구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유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류경화 에서 이유에( , 1998)

대한 지식의 출처는 가 육아서적이나 요리책을 통36.6%

해서 얻었으며 이유를 시작한 이유는 영양보충을 위해,

서라고 가 응답하였고 이유시작시기는 개월96.5% , 4 6～

의 적기에 가 시행되었으며 주로 이용하는 이유66.3% ,

는 집에서 만든 미음이 를 차지하였으며55.5% , 62.4%

가 숟가락으로 떠 먹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유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는 대부분 인식이

나 지식 실태에 관한 것이고김효진 박영숙 박, ( , , 1993;

해숙 등 이귀순 이승주 등 이양, 1998; , 1998; , 1994;

숙 이유실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 1994),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로 초산모의 이유실천.

정도를 조사하여 바람직한 이유실천 증진에 실제적인 도

움을 줄 수 있는 간호중재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는 초산모의 이유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유 실시현. ,

황으로 이유 시작시기 실시율 이유 제공 횟수 이유 종, , ,

류별 먹이는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시기별 초산모의 이. ,

유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초산. ,

모의 이유실천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이유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용어의 정의3.

이유실천1)

이유실천이란 영아에게 생후 개월부터 모유나 분3-4

유 이외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이유 먹이는

방법 간격 이상반응 관찰 및 대처 등의 관련행위를 의, ,

미한다.

Ⅱ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1.

설문조사 협조가 가능한 일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 ,

역의 보건소에 내소한 자 중 초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지역 보건소는 서울시 구 구 구 충남 시Y , J , S , A , C

시 보건지소 포함 충북 시 제주 시이었다 설문조( ), C , J .

사 방법은 자가 기입식과 설문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훈

련된 조사원에 의한 직접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한2001 1 29 2 28

달간으로 총 명을 조사하여 이유 시작시기를 파악하444

였고 이중 이유를 실시하고 있는 명에 대해서 이유, 267

실천 정도를 조사하였다.

연구도구2.

이유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구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미국소아과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가 출판한Pediatrics) Caring for your baby and「

국내 대한소young child: birth to age 5(1998) ,」

아과학회 영양위원회 가 출판한 영유아 영양(2000) ,「 」

인터넷 육아관련사이트 및 보건소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개발한 후 소아과 교수 및 임상의사 인 간호학 교수3 , 2

인 영유아 담당 보건소 의사 간호사 영양사 인 예방, , , 3 ,

의학 전공의사 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토받고 예비2

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주 관심이 되었던 이유에 관한 지식이

나 인식이 아닌 실천행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대상자를

출생후 개월총 문항 개월총 문항로4-7 ( 21 ), 8-12 ( 29 )

구분하여 해당 월령별로 이유 시작시기 이유 주는 방법, ,

시판 이유 먹이는 방법 새로운 음식물 추가 간격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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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횟수 및 시간 이유에 대한 이상반응 관찰 및 대처,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척도는 전혀 그렇.

지 않다 부터 항상 그렇다 까지의 점 척도이며 해(1) (4) 4 ,

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분석방법3.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분SAS 6.03

석을 통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유 시작시기 및 실

시율 이유실천 정도를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

이유 종류별 먹이는 정도 및 이유실천 정도를 비교분석하

기 위해서는 분석을 하였다Chi-test, T-test, ANOVA .

Ⅲ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이유를 실시하고 있는 명의 초산모 영아 배우자267 , , ,

가족환경의 일반적 특성은 표 과 같다< 1> .

초산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세가, 26-30

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63.7% , 50.9%,

대졸이상 전문대졸 순이었으며 종교는26.4%, 22.7% ,

기독교가 로 가장 많았고 직업이 있는 경우는37.7% ,

이었고 건강수준은 보통이상의 건강한 편이26.4% ,

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년 미만86.8% . 1-2 39.4%,

년 미만 등으로 나타났다2-3 34.1% .

영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가 로 남녀 성비, 50.2%

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아기의 월령별 분포는 개월3

이하 개월 이하 개월 로3.4%, 4-7 52.4%, 8-12 44.2%

나타났다 아기의 출생시 체중은 미만의 저체중. 2.5Kg

아가 이상의 정상체중아가 이었다3.4%, 2.5Kg 96.6% .

배우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연령은 세, 31-35

가 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47.5% ,

고졸 이하 전문대졸 순으로 초49.1%, 34.8%, 16.2%

산모보다 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환경의 특성을 살펴보면 영아를 제외한 가족수,

가 명인 경우 명 이상인 경우 로 나타2 73.9%, 3 26.1%

났고 월평균 가족소득은 만원 미만이, 100-150 35.5%,

만원 미만이 만원 이상이150-200 26.0%, 200 29.1%,

만원 미만이 로 나타났다 가족이 거주하는 주100 9.4% .

택의 형태는 아파트가 로 현저히 많았고 거주기63.4% ,

간은 년 이하가 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역별2-5 57.5% ,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67)

구분 N %

초산모의

특성

연령세( )

-25 32 12.1

26-30 169 63.7

31- 64 24.2

교육수준

고졸- 135 50.9

전문대졸 60 22.7

대졸- 70 26.4

종교

기독교 100 37.7

불교 52 19.6

무교 113 42.7

직업
없음 195 73.6

있음 70 26.4

건강수준

건강하지않음 35 13.2

보통 91 34.3

건강함 139 52.5

결혼기간년( )

미만2 104 39.4

미만2-3 90 34.1

미만3-5 55 20.8

이상5 15 5.7

영아의

특성

성별
남아 133 50.2

여아 132 49.8

월령 개월( )

-3 9 3.4

4-7 139 52.4

8-12 117 44.2

출생시 체중(Kg)
미만2.5 9 3.4

이상2.5 256 96.6

분만방법
질분만 165 62.3

제왕절개수술 100 37.7

배우자의

특성

연령세( )

-30 112 42.3

31-35 126 47.5

36- 27 10.2

교육수준

고졸- 92 34.8

전문대졸 43 16.2

대졸- 130 49.1

가족환

경 특성

가족수명( )
2 195 73.9

이상3 69 26.1

수입 만원( )

미만-100 25 9.4

미만100-150 94 35.5

미만150-200 69 26.0

이상200 77 29.1

주거형태

단독 40 15.1

아파트 168 63.4

연립다세대 등. 57 21.5

거주기간년( )

미만-2 92 36.5

미만2-5 145 57.5

년 이상5 15 6.0

거주지역

서울 84 31.7

충주 49 18.5

아산 65 24.5

천안 43 16.2

제주 24 9.1

주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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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충주 아산, 31.7%, 18.5%,

천안 제주 로 나타났다24.5%, 16.2%, 9.1% .

이유 실시 현황2.

이유 시작시기 및 실시누적율1)

조사대상자 명 중 현재 이유를 실시하고 있는 대상444

자는 명이었다 이 중 이유 시작시기는 개월이267 . 4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개월 개월40.4% , 3 22.5%, 5

개월 개월 미만 순으로 나타19.1%, 6 13.5%, 3 4.5%

났다 표 월령별 이유실시 누적율은 그림 과 같다< 2>. < 1> .

표 이유 시작시기< 2>

구분 N % 누적율(%)

개월 미만3 12 4.5 4.5

개월3 60 22.5 27.0

개월4 108 40.4 67.4

개월5 51 19.1 86.5

개월 이상6 36 13.5 100.0

계 26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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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월령별 이유실시 누적율< 1>

이유 제공 횟수 및 종류2)

영아의 월령별 하루 중 이유를 먹이는 횟수 및 이유

종류별 먹이는 정도는 표 와 같다< 2> .

개월 이하의 경우 이유를 먹이는 횟수는 회가3 , 1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회 회75.0% , 2 12.5%, 3

로 나타났고 이중 모두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경우12.5% ,

는 모두 시판되는 이유를 먹이는 경우37.5%, 37.5%,

시판되는 이유를 먹이는 횟수가 더 많은 경우가 25.0%

로 나타났다.

개월의 경우 이유를 먹이는 횟수는 회가4-7 , 2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회 회35.2% , 1 24.5%, 3

회 이상 회 의 순으로 나타났15.1%, 5 16.6%, 4 8.6%

고 이중 모두 시판되는 이유를 먹이는 경우 시, 31.9%,

판되는 이유를 더 많이 먹이는 경우 모두 직접23.2%,

만들어 먹이는 경우 시판되는 이유와 직접 만들21.7%,

어 먹이는 횟수가 비슷한 경우 직접 만들어 먹17.4%,

이는 횟수가 더 많은 경우 의 순으로 나타났다5.8% .

개월의 경우 이유를 먹이는 횟수는 회가8-12 , 3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회 이상이33.3% , 5 27.3%,

회 회 회가 순으로 나타났2 21.4%, 4 15.4%, 1 2.6%

고 이중 시판되는 이유를 더 많이 먹이는 경우, 38.5%,

모두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경우 시판되는 이유와22.2%,

직접 만들어 먹이는 횟수가 비슷한 경우 모두14.5%,

시판되는 이유를 먹이는 경우 직접 만들어 먹이12.8%,

는 횟수가 더 많은 경우 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12.0% .

아의 월령에 따라 이유 종류별 먹이는 정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p<0.01).

적 영아의 월령이 낮을수록 시판되는 이유를 먹이는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표 영아의 월령별 이유 횟수< 3>

개월 이하3 개월4-7 개월8-12

이유 횟수

회1 6(75.0) 34(24.5) 3(2.6)

회2 1(12.5) 49(35.2) 25(21.4)

회3 1(12.5) 21(15.1) 39(33.3)

회4 - 12(8.6) 18(15.4)

회 이상5 - 23(16.6) 32(27.3)

이유 종류별 먹이는

정도
1)

모두 시판 3(37.5) 44(31.9) 15(12.8)

시판 직접> 2(25.0) 32(23.2) 45(38.5)

시판 직접= - 24(17.4) 17(14.5)

시판 직접< - 8(5.8) 14(12.0)

모두 직접 3(37.5) 30(21.7) 26(22.2)

계(%) 8(100.0) 139(100.0) 117(100.0)

주 값 무응답 제외: 1) Chi : 21.46(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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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모의 특성에 따른 이유 종류별 먹이는 정도를 살

펴본 결과는 표 와 같다< 4> .

초산모의 교육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대졸이상(p<0.05),

인 경우 모두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경우가 전문31.4%,

대졸 이상인 경우는 고졸이하인 경우 으23.3%, 17.3%

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교적 직접 만들어 먹이는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실천 정도3.

개월 영아 초산모의 이유실천 정도1) 4-7

개월 영아 초산모의 이유실천 정도를 살펴보면4-7 <

표 와 같다5> .

비교적 잘 수행하는항상 그렇게 함과 그런편임을 합(

한 경우 비율이 높게 나타난 행위는 전체 개 이유 행) 21

위 중에서 개로 그 내용은 이유를 먹일 때 큰 숟가락15 '

보다는 티스푼과 같은 작은 숟가락을 이용한다

음식은 부드럽고 잘 익히고 삼키기 쉽게'(97.2%), ' ,

잘게 부수어 먹인다 이유 후에는 젖이나 우'(96.1%), '

유를 먹고 싶어하는 만큼 준다 이유의 양념'(95.1%), '

으로 설탕 소금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는다, , '(91.9%), '

먹다 남긴 이유를 보관했다가 다시 먹이지 않는다

새로운 이유를 시작하는 경우 설사 발진'(91.3%), ' , , ,

구토 등의 알러지 반응을 관찰한다 이유를'(90.8%), '

먹이면서도 하루에 수유를 회 정도 한다4 '(89.8%),

개월부터 죽처럼 묽은 음식을 먹인다 아‘4-6 ’(88.8%), '

기가 싫어하면 억지로 먹이지 말고 일 후에 다시 시5-7

도해 본다 이유는 하루에 회 정도로 먹인'(88.5%), ' 1-2

다 한번 먹일 양만 그때 그때 만들어 먹인다'(86.7%), '

계란은 반숙이 아닌 완숙을 먹인다'(85.2%), '

꿀을 먹이지 않는다 계란을 먹일'(82.3%), ‘ '(77.4%), '

경우 전체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노른자만 먹인다

모유나 우유 먹기 전 배가 고플 때 이유를'(73.0%), '

먹인다 로 나타났다'(73.0%) .

그러나 바르지 못하게 수행하는전혀 아님과 거의 아(

님을 합한 경우 비율이 높게 나타난 행위로는 새로운) '

이유를 시작하는 경우 최소한 주일이 지난 후에 다른, 1

것을 먹인다 이유를 우유병에 넣어서 먹이지'(53.9%), '

않는다 아기가 직접 숟가락을 쥐고 싶어하면'(45.0%), '

내버려둔다 이유 후에 아기의 변이 너무 물'(37.1%), '

거나 설사를 하거나 점막이 많이 나오면 소화기관에 탈,

이 난 것이므로 소아과 의사를 찾아간다 이'(36.7%), '

유는 하루 중 오전부터 먹인다 일단 간격이'(35.4%), '

나 시간대를 정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이유를 먹인다

등이었다'(32.4%) .

표 초산모의 특성에 따른 이유 종류별 먹이는 정도< 4> 단위( : %)

구분 전체 모두 시판 시판 직접> 시판 직접= 시판 직접< 모두 직접 값Chi 값p

연령세( )

-25 31(100.0) 29.0 22.6 29.0 6.5 12.9 9.62 0.257

26-30 168(100.0) 22.6 32.1 12.5 10.1 22.6

31- 64(100.0) 23.4 28.1 17.2 4.7 26.6

교육수준

고졸- 133(100.0) 30.1 30.1 14.3 8.3 17.3 15.67 0.040

전문대졸 60(100.0) 23.3 26.7 13.3 13.3 23.3

대졸- 70(100.0) 11.4 32.9 20.0 4.3 31.4

직업
없음 193(100.0) 23.8 30.1 15.0 7.3 23.8 1.87 0.761

있음 70(100.0) 22.9 30. 17.1 11.4 18.6

건강수준

건강하지않음 35(100.0) 14.3 20.0 25.7 17.1 22.9 13.19 0.129

보통 91(100.0) 23.1 34.1 18.7 5.5 18.7

건강함 137(100.0) 26.3 29.9 10.9 8.0 24.8

결혼기간

년( )

미만1-2 91(100.0) 27.5 30.8 13.2 6.6 22.0 20.63 0.097

미만2-3 90(100.0) 18.9 28.9 21.1 5.6 25.6

미만3-5 55(100.0) 16.4 29.1 12.7 16.4 25.5

이상5 15(100.0) 53.3 20.0 13.3 13.3 -

수입

만원( )

미만-100 24(100.0) 33.3 33.3 4.2 4.2 25.0 9.52 0.491

미만100-150 94(100.0) 27.7 23.4 18.1 9.6 21.3

미만150-200 69(100.0) 23.2 30.4 15.9 8.7 21.7

이상200 76(100.0) 15.8 36.8 15.8 7.9 23.7

주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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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영아 초산모의 이유실천 정도2) 8-12

개월 영아 초산모의 이유실천 정도를 살펴보면8-12 <

표 과 같다6> .

비교적 잘 수행하는항상 그렇다와 그런편임을 합한(

경우 비율이 높게 나타난 행위는 전체 개 이유 행위) 29

중에서 개로 그 내용은 이유를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19 ’

손을 씻는다 음식은 부드럽고 잘 익히고 삼‘(97.2%), ' ,

키기 쉽게 잘게 부수어 먹인다 새로운 이유'(93.5%), '

를 시작하는 경우 설사 발진 구토 등의 알러지 반응을, , ,

관찰한다 이유를 먹일 때 큰 숟가락 보다는'(92.5%), '

티스푼과 같은 작은 숟가락을 이용한다 큰 조'(91.7%), ‘

각의 생당근 땅콩 사탕 팝콘 등을 주지 않는다, , ,

이유 후에는 젖이나 우유를 먹고 싶어하는‘(89.5%), '

만큼 준다 이유의 양념으로 설탕 소금 조미'(83.2%), ' , ,

료를 첨가하지 않는다 먹다 남긴 이유를 보관'(81.2%), ‘

했다가 다시 먹이지 않는다 계란은 반숙이 아.’(80.7), '

닌 완숙을 먹인다 아기가 직접 숟가락을 쥐'(79.6%), '

고 싶어하면 내버려둔다 꿀을 먹이지 않는'(79.2%), ‘

다 이유는 일 회 정도 준다 쥬’(78.1%), ’ 1 3 ‘(77.7%), ’

스 우유를 컵으로 주는 연습을 시킨다 모유, ‘(77.3%), '

나 우유 먹기 전 배가 고플 때 이유를 먹인다'(76.6%),

영양을 고려하여 다양한 식품을 이용하여 준비한다’

이유 후에 아기의 변이 너무 물거나 설사를‘(76.2%), '

하거나 점막이 많이 나오면 소화기관에 탈이 난 것이므,

로 소아과 의사를 찾아간다 많이 만들어 냉'(75.3%), '

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이지 않는다 아기가 싫'(74.7%), '

어하면 억지로 먹이지 말고 일 후에 다시 시도해 본5-7

다 이유는 하루 중 오전부터 먹인다'(74.2%), ' '

로 나타났다(74.1%) .

그러나 바르지 못하게 수행하는전혀 아님과 거의 아(

님을 합한 경우 비율이 높게 나타난 행위로는 생우유는) ‘

하루 정도까지 먹인다 시판되는 과자500cc ’(83.6%), ‘

나 가공식품을 주지 않는다 다양한 조리법을’(66.4%), ‘

시도한다 새로운 이유를 시작하는 경우 최소’(64.3%), ' ,

한 주일이 지난 후에 다른 것을 먹인다 수1 '(53.9%), ‘

유횟수는 일 회 정도로 한다 이유를 우유1 2 ’(46.1%), '

병에 넣어서 먹이지 않는다 생우유는 돌 전후'(44.9%), ‘

에 먹이기 시작한다 일단 간격이나 시간대를’(44.8%), '

정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이유를 먹인다 아'(43.9%), ‘

기가 우유병에 있는 우유나 쥬스를 먹으면서 잠이 들지

표 개월 영아 초산모의 이유실천< 5> 4-7 단위 빈도(N=148, : , %)

이유 행위 내용 전혀 아님 거의 아님 그런편임
항상

그렇게함

1 이유를 먹일 때 큰 숟가락 보다는 티스푼과 같은 작은 숟가락을 이용한다. 3(2.1) 1(0.7) 28(20.0) 108(77.2)

2 음식은 부드럽고 잘 익히고 삼키기 쉽게 잘게 부수어 먹인다, . 2(1.6) 3(2.3) 35(27.3) 88(68.8)

3 이유의 양념으로 설탕 소금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는다, , 4(3.2) 6(4.8) 29(23.4) 85(68.5)

4 먹다 남긴 이유를 보관했다가 다시 먹이지 않는다. 4(2.9) 8(5.8) 32(23.0) 95(68.3)

5 이유 후에는 젖이나 우유를 먹고 싶어하는 만큼 준다 2(1.4) 5(3.5) 46(32.2) 90(62.9)

6 꿀을 먹이지 않는다 15(16.1) 6(6.5) 15(16.1) 57(61.3)

7 한번 먹일 양만 그때 그때 만들어 먹인다. 5(3.9) 14(10.9) 34(26.6) 75(58.6)

8 이유를 먹이면서도 하루에 수유를 회 정도 한다4 . 5(3.6) 9(6.6) 44(32.1) 79(57.7)

9 계란은 반숙이 아닌 완숙을 먹인다. 5(8.0) 6(9.7) 16(25.8) 35(56.5)

10 이유는 하루에 회 정도로 먹인다1-2 . 8(5.9) 10(7.4) 43(31.6) 75(55.1)

11 계란을 먹일 경우 전체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노른자만 먹인다. 6(9.5) 11(17.5) 14(22.2) 32(50.8)

12 새로운 이유를 시작하는 경우 설사 발진 구토 등의 알러지 반응을 관찰한다, , , . 6(4.6) 6(4.6) 52(40.0) 66(50.8)

13 아기가 싫어하면 억지로 먹이지 말고 일 후에 다시 시도해 본다5-7 2(1.6) 12(9.9) 56(45.9) 52(42.6)

14 개월부터 죽처럼 묽은 음식을 먹인다4-6 9(6.7) 6(4.5) 62(46.3) 57(42.5)

15 이유를 우유병에 넣어서 먹이지 않는다 30(21.4) 33(23.6) 21(15.0) 56(40.0)

16 이유는 하루 중 오전부터 먹인다. 23(16.3) 27(19.1) 39(27.7) 52(36.9)

17
이유 후에 아기의 변이 너무 물거나 설사를 하거나 점막이 많이 나오면 소화기,

관에 탈이 난 것이므로 소아과 의사를 찾아간다.
15(13.8) 25(22.9) 30(27.5) 39(35.8)

18 모유나 우유 먹기 전 배가 고플 때 이유를 먹인다 16(11.7) 21(15.3) 52(38.0) 48(35.0)

19 일단 간격이나 시간대를 정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이유를 먹인다 18(12.7) 28(19.7) 54(38.0) 42(29.6)

20 아기가 직접 숟가락을 쥐고 싶어하면 내버려둔다. 21(18.1) 22(19.0) 39(33.6) 34(29.3)

21 새로운 이유를 시작하는 경우 최소한 주일이 지난 후에 다른 것을 먹인다, 1 22(17.9) 34(27.6) 46(37.4) 21(17.1)

주 각 이유 행위 내용별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자는 제외함: ‘ ’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8 1

- 61 -

표 개월 영아 초산모의 이유실천< 6> 8-12 단위 빈도(N=99, : , %)

이유 행위 내용 전혀 아님 거의 아님 그런편임
항상

그렇게함

1 이유를 먹일 때 큰 숟가락 보다는 티스푼과 같은 작은 숟가락을 이용한다. - 9(8.3) 26(24.1) 73(67.6)

2 이유를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 3(2.8) 33(30.8) 71(66.4)

3 큰 조각의 생당근 땅콩 사탕 팝콘 등을 주지 않는다, , , 3(2.9) 8(7.6) 37(35.2) 57(54.3)

4 꿀을 먹이지 않는다 9(9.4) 12(12.5) 24(25.0) 51(53.1)

5 음식은 부드럽고 잘 익히고 삼키기 쉽게 잘게 부수어 먹인다, . - 7(6.5) 46(42.6) 55(50.9)

6 먹다 남긴 이유를 보관했다가 다시 먹이지 않는다. 3(2.8) 18(16.5) 34(31.2) 54(49.5)

7 많이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이지 않는다. 8(7.5) 19(17.8) 34(31.7) 46(43.0)

8 계란은 반숙이 아닌 완숙을 먹인다. 6(6.1) 14(14.3) 38(38.8) 40(40.8)

9 이유 후에는 젖이나 우유를 먹고 싶어하는 만큼 준다 7(6.5) 11(10.3) 49(45.8) 40(37.4)

10 새로운 이유를 시작하는 경우 설사 발진 구토 등의 알러지 반응을 관찰한다, , , . 2(1.9) 6(5.6) 60(56.1) 39(36.4)

11 이유의 양념으로 설탕 소금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는다, , 5(4.7) 15(14.2) 50(47.2) 36(34.0)

12 계란을 먹일 경우 전체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노른자만 먹인다. 16(16.2) 24(24.2) 26(26.3) 33(33.3)

13 이유를 우유병에 넣어서 먹이지 않는다 20(18.7) 28(26.2) 24(22.4) 35(32.7)

14 쥬스 우유를 컵으로 주는 연습을 시킨다, 11(10.4) 13(12.3) 48(45.3) 34(32.0)

15 이유는 하루 중 오전부터 먹인다. 11(10.2) 17(15.7) 46(42.6) 34(31.5)

16 모유나 우유 먹기 전 배가 고플 때 이유를 먹인다 3(2.8) 22(20.6) 49(45.8) 33(30.8)

17
아기의 변이 너무 물거나 설사를 하거나 점막이 많이 나오면 소화기관에 탈이,

난 것이므로 소아과 의사를 찾아간다.
5(5.0) 20(19.8) 45(44.6) 31(30.7)

18
영양을 고려하여 곡류 달걀 생선 고기 채소 및 과일 등 다양한 식품을 이용, , , ,

하여 이유를 준비한다.
3(3.0) 21(20.8) 48(47.5) 29(28.7)

19 아기가 직접 숟가락을 쥐고 싶어하면 내버려둔다. 6(5.7) 16(15.1) 55(51.9) 29(27.3)

20 이유는 일 회 정도 준다1 3 . 6(5.8) 17(16.5) 56(54.4) 24(23.3)

21 아기가 우유병에 있는 우유나 쥬스를 먹으면서 잠이 들지 않도록 한다. 16(15.2) 30(28.6) 36(34.3) 23(21.9)

22 아기가 싫어하면 먹이지 말고 일 후에 다시 시도해 본다5-7 5(5.0) 21(20.8) 54(53.4) 21(20.8)

23 생우유는 돌 전후에 먹이기 시작한다. 17(22.4) 17(22.4) 28(36.8) 14(18.4)

24 일단 간격이나 시간대를 정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이유를 먹인다 14(13.1) 33(30.8) 42(39.3) 18(16.8)

25 수유횟수는 일 회 정도로 한다1 2 . 27(30.4) 14(15.7) 34(38.2) 14(15.7)

26 새로운 이유를 시작하는 경우 최소한 주일이 지난 후에 다른 것을 먹인다, 1 24(23.5) 31(30.4) 36(35.3) 11(10.8)

27 시판되는 과자나 가공식품새우깡 감자깡 등은 주지 않는다( , ) . 26(24.3) 45(42.1) 25(23.4) 11(10.2)

28
너무 연한 반고형식죽 같은 상태에 아기가 싫증을 느끼게 되므로 고기를 다져( )

경단을 만들거나 크로켓을 만들어 주거나 하는 등 조리법에 변화를 시도해본다.
25(25.5) 38(38.8) 31(31.6) 4(4.1)

29 생우유는 하루에 정도까지 먹인다500cc . 21(31.4) 35(52.2) 9(13.4) 2(3.0)

주 각 문항별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자는 제외함: ‘ ’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유실천 정도< 7> 단위 평균( : )

구분 이유실천 정도 값F or t 값p

전체 63.8

초산모의

특성

연령세( )

-25 54.0 3.13 0.022

26-30 65.7

31- 63.2

교육수준

고졸- 62.0 1.89 0.154

전문대졸 64.0

대졸- 67.2

종교

기독교 64.6 1.15 0.320

불교 70.1

무교 60.6

직업
없음 63.5 0.53 0.469

있음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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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한다 계란을 먹일 경우 전체를 먹이는’(43.8%), '

것이 아니라 노른자만 먹인다 이었다'(40.4%)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유실천 정도4.

이유실천 정도 점수는 월령별 이유실천 정도에 대한

질문 문항수가 다르기에 월령별 점수를 점 만점 기100

준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초산모 연령이 세 세 이, 26-30 , 31

상 세 이하의 순으로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25 (p<0.05),

결혼기간이 년 년 년 년 이상(p<0.05), 1-2 , 2-3 , 3-5 , 5 ,

년 미만의 순으로 월평균 수입이 많을수록1 (p<0.05),

이유실천 정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p<0.001)

다 그 외 모든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초산. .

모의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아기가 남아인 경우 개, , 4-7

월인 경우 출생시 체중이 저체중인 경우 분만방법이 제, ,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유실천 정도 계속< 7> ( ) 단위 평균( : )

구분 이유실천 정도 값F or t 값p

초산모의

특성

건강수준

건강치않음 58.5 3.61 0.013

보통 60.8

건강함 67.7

결혼기간년( )

미만-1 49.3 2.87 0.024

미만1-2 66.9

미만2-3 64.3

미만3-5 64.0

이상5 56.3

아기의

특성

성별
남아 65.5 1.03 0.311

여아 62.2

월령개월( )
3-7 64.2 0.15 0.864

8-12 63.4

출생시 체중(Kg)
미만2.5 65.1 0.13 0.723

이상2.5 63.8

분만방법
질분만 63.1 0.08 0.785

제왕절개수술 65.2

배우자의

특성

연령세( )

-30 63.6 0.16 0.850

31-35 63.8

36- 65.0

교육수준

고졸- 61.9 1.41 0.247

전문대졸 62.4

대졸- 65.6

가족 환경의

특성

가족수명( )
2 64.0 0.08 0.775

3- 63.5

월평균

수입만원( )

-100 47.4 6.35 0.000

101-150 63.3

151-200 63.8

201- 69.6

주거형태

단독 60.8 0.60 0.549

아파트 64.6

연립 다세대 등, 64.0

현지역

거주기간년( )

미만-2 63.4 0.50 0.609

미만2-5 65.6

이상5 61.7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역

서울 68.0 2.13 0.079

충주 63.6

아산 57.4

천안 64.0

제주 68.8

주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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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절개수술인 경우 이유를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p>0.05)< 7>.

Ⅳ 논 의.

이유 시기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김효진과

박영숙 은 개월 이하가 류경화(1993) 6 88.8%, (1998)

는 개월에 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4-6 66.3% .

시기가 너무 빠르면 설사나 알레르기 질환의 빈도가 증

가할 수 있고 반면 이유가 늦으면 영양장애 및 성장장애

등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적당한 시기의 중요성을 시사한

다 생후 개월 출생시 체중의 약 배 즉 정도. 4-6 , 2 6-7Kg

로 머리도 가눌 수 있고 앉기 시작하는 시기가 적당하다

고 대한소아과학회 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이에(2000) .

근거하면 본 연구 조사결과 나타난 개월 미만 개월3 , 3 ,

개월 이상의 대상자는 조금 일찍 늦게 시작하는 대상6 ,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전체 명 중 명으로, 267 108

나 차지한다 이는 이승주 등 의 결과에서40.5% . (1994)

도 절반 정도만이 개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4-6

과 비슷하였다.

이유 준비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년의 보고에 의하면 직접 만들어 준다가 로1979 64.2%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나정영진 년에는( , 1979), 1987

상품화된 것이 로 직접 만든 것 보다 약간47.5% 30%

많았으며방홍기 김경희 박재옥 및 이상주( , , , 1987),

년의 연구에서는 주로 상품화된 것을 먹인다고 응1988

답한 경우가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이애경58% ( ,

년 연구에서는 상품화된 것을 이용하는 경1988), 1993

우가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김효진과 박영73.6% (

숙 년 연구에서는 직접 만든 이유, 1993). 1994

상품화된 이유 겸용 순이었다37.6%, 35.0%, 27.4%

이승주 등 년 연구에서는 주로 이용하는( , 1994). 1998

이유 형태가 집에서 만든 미음으로 로 나타났다55.5%

류경화 본 연구에서는 개월 이하의 경우 모( , 1998). 3 ,

두 시판되는 이유를 먹이는 경우 모두 직접 만37.5%,

들어 먹이는 경우는 시판되는 이유를 먹이는 횟37.5%,

수가 더 많은 경우가 로 나타났고 개월의 경25.0% , 4-7

우 모두 시판되는 이유를 먹이는 경우 시판되, 31.9%,

는 이유를 더 많이 먹이는 경우 직접 만들어 먹23.2%,

이는 경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월의21.7% . 8-12

경우는 시판되는 이유를 더 많이 먹이는 경우 38.5%,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경우 시판되는 이유와 직접22.2%,

만들어 먹이는 횟수가 비슷한 경우 등의 순으로14.5%

나타났다 영아 월령별 전반적으로 시판되는 이유를 먹.

이는 경우가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경우보다는 많은 것으

로 나타났고 비교적 영아의 월령이 낮을수록 시판되는,

이유를 먹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초산모의 특성에 따른 이유 종류별 먹이는 정도는 초산

모의 교육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p<0.05)

모두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경우가 전문대졸 이상31.4%,

인 경우는 고졸이하인 경우 으로 교육수23.3%, 17.3%

준이 높을수록 비교적 직접 만들어 먹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이승주 등 의 연. (1994)

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직접 만들어 먹이고 낮을수록

상품화된 이유를 사용하여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과 월소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p<0.01)

과 동일하였다.

개월 이유실천 정도를 살펴본 결과 바르지 못하4-7 ,

게 수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행위로는 아기가 직,

접 숟가락을 쥐고 싶어하면 내버려두는 것 이유 후에,

아기가 탈이 난 경우 소아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 하루,

중 오전부터 먹이는 것과 일단 간격이나 시간대를 정하

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이유를 먹이는 등이었다 이는.

박해숙 등 의 이유에 대한 지식 조사 결과에서(1998) ,

새로운 음식물 추가 간격을 일로 바르게 알고 있는6-7

경우가 시판 이유를 먹일 때 죽처럼 타서 숟가23.1%,

락으로 떠 먹여야 한다고 바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정도로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될 것이다54.5% .

개월 이유실천 정도를 살펴본 결과 바르지 못하8-12 ,

게 수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행위로는 생우유와 관련

된 행위와 시판되는 과자나 가공식품을 주지 않는 것 다,

양한 조리법을 시도하는 것 계란을 먹일 경우 전체를 먹,

이는 것이 아니라 노른자만 먹이는 것 새로운 이유를 시,

작하는 경우와 최소한 주일이 지난 후에 다른 것을 먹이1

는 것과 이유를 우유병에 넣어서 먹이는 것 등이었다.

이승주 등 의 이유 실태 조사에서 아기가 잘 먹(1994)

는 이유는 곡분류 과실류 계란32.4%, 32.4%,

야채류 순이었는데 계란을 처음 사용할17.8%, 6.8% ,

때 노른자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76.3%,

완숙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로 낮게 나타났다 또38.3% .

한 개월에 이유를 완료한 경우가 절반도 못되고 우유12

병 사용기간이 년 전보다도 더 길어졌다고 지적했다15 .

이유에 관한 지식의 매개체는 육아서적 친구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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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 병원 육아상담실 신문 방송36.8%, , 9.6%, ,

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유에 관한 정보제공자로서8.2% ,

의료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바르지 못하게 수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행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유실천 정도를 비교한 결과 초,

산모 연령이 세 세이상 세이하의 순으로26-30 , 31 , 25 ,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결혼기간이 년 년, 1-2 , 2-3 , 3-5

년 년 이상 년 미만의 순으로 월평균수입이 많을수, 5 , 1 ,

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결혼.

적정 연령기에 결혼을 하여 계획된 임신으로 년 내에1-2

첫 아이를 출산한 월평균 수입이 많고 건강한 초산모들

이 이유를 좀 더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박해숙 등 의 연구결과에서 학력이 대학이상. (1998)

의 어머니가 고졸이하인 경우보다 이유 지식 점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p<0.05)

산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이유실천 정도에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근거한다면 보건소 및 병.

원에서는 초산모의 연령이 낮고 건강수준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을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유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산모의 이유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유 실시현황 시기별 초산모의 이유실천 정도를 파악,

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초산모의 이유실천 정도를 비,

교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이유실천을 증진시키는 간호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일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의 보건소에 내소한 자, ,

중 초산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조사 방법은 자가 기,

입식과 설문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직접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기간은 년 월. 2001 1

일부터 월 일까지 한 달간으로 총 명을 조사29 2 28 444

하여 이유 시작시기를 파악하였고 이중 이유를 실시하,

고 있는 명에 대해서 이유실천 정도를 조사하였다267 .

이유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구는 선행연구 및

여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후 전문

가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토받고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

정 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 SAS 6.03

기술적 통계 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과 이유 시작시

기 및 실시율 이유실천 정도를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 ,

에 따른 이유 종류별 먹이는 정도 및 이유실천 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분석을Chi-test, T-test, ANOVA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유 시작시기는 개월이 로 가장 많았고 그1. 4 40.4% ,

다음은 개월 개월 개월3 22.5%, 5 19.1%, 6

개월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13.5%, 3 4.5% .

영아의 월령별 하루 중 이유를 먹이는 횟수는 개월2. 3

이하의 경우 회 개월의 경우 회 개월의1 , 4-7 2 , 8-12

경우 회가 가장 많았다 또한 영아의 월령에 따른3 .

이유 종류별 먹이는 정도는 비교적 영아의 월령이 낮

을수록 시판되는 이유를 먹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산모의 특성에 따른 이유 종류(p<0.01).

별 먹이는 정도는 초산모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모두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경우가 전문31.4%,

대졸 이상인 경우는 고졸이하인 경우23.3%,

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교적 직접 만들17.3%

어 먹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개월 이유 행위 실천정도를 살펴본 결과 바르지3. 4-7 ,

못하게 수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행위로는 새로

운 이유를 시작하는 경우 최소한 주일이 지난 후에, 1

다른 것을 먹이는 것과 이유를 우유병에 넣어서 먹이

는 것 아기가 직접 숟가락을 쥐고 싶어하면 내버려,

두는 것 이유 후에 아기가 탈이 난 경우 소아과 의,

사를 찾아가는 것 하루 중 오전부터 먹이는 것과 일,

단 간격이나 시간대를 정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이

유를 먹이는 등이었다.

개월 이유실천 정도를 살펴본 결과 바르지 못8-12 ,

하게 수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행위로는 생우유

와 관련된 행위와 시판되는 과자나 가공식품을 주지

않는 것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하는 것 계란을 먹일, ,

경우 전체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노른자만 먹이는

것 새로운 이유를 시작하는 경우와 최소한 주일이, 1

지난 후에 다른 것을 먹이는 것과 이유를 우유병에

넣어서 먹이는 것 등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유실천 정도를 비교한 결과4. ,

초산모 연령이 세 세이상 세이하의 순26-30 , 31 , 25

으로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결혼기간이 년, , 1-2 , 2-3

년 년 년 이상 년 미만의 순으로 월평균, 3-5 , 5 , 1 ,

수입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이유실천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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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기 위해서 우선 해당연령별 바르게 수행하는 비

율이 낮은 행위들과 바른 이유 시작 시기를 좀 더 중점

적으로 다룬 이유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

산모의 연령이 낮고 건강수준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을,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하여 접근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시판되는 이유를 먹이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판.

되는 이유를 먹이는 비율은 편리주의에 의한 인스턴트

식품 이용의 확대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

서 이유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에는 쉽게 직접 만들어

먹일 수 있는 이유의 종류 및 조리방법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

다 더 나아가 바람직한 이유실천 정도를 증진시키기 위.

해 개발된 간호중재의 효과에 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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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First-time Mother, Weaning

activity

A Survey on doing Weaning

Activities of First-time Mother

Jang, In-Sun*June, Kyung-Ja**

Park, Eun-Ok***Lee, Kun-Sei****

It is an important task to give adequate

nutritions to infants and to wean properly for

rapid growt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rvey on doing the weaning activities of the

first-time mother.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of health teaching and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promotion of ideal weaning

activities.

Survey was done from January to February in

* Dep. of Nursing, Konkuk UniversityShinheung University

** Dep. of Nursing, Sooncheonhyang University

*** Dep. of Nursing, Ch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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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otal 444 mothers who have first-time

baby under twelve month old were interviwed in

five community health center around contry

(Seoul, Choung-ju, Asan, Cheon-an, Jeju).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Starting time of weaning was common in four

month old(40.4%). Most common daily weaning

times by age showed once(under 3 months),

twice(4 to 7 months), three times(8 to 12

months). The younger, the more commercial

weaning products(p<0.01). Education level

showed relatively positive relation with

home-made weaning food(p<0.05).

Items showed low scores in 4 to 7 months

group were starting new food item, waiting at

least one week interval to new food, feeding by

milk bottle, allowing grasping spoon, consulting

pediatrician for problems after weaning, starting

from morning, regular schedule.

Items showed low scores in 8 to 12 months

group were feeding whole egg rather than yolk

only up to 12 months, keeping weaning interval

were increased, feeding by milk bottle, trying

various cooking method, not giving commerical

cooking and instant food and unproper raw milk

feeding.

In weaning activities by general factors,

mother age, health status, marriage duration,

monthly incom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To improve good weening activities, targetting

on low maternal age and poor health status,

and low income group,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and training program for items showed

low scores and proper weaning time, type of

easy home-made food and easy cooking method

should be provided.

Further study on effect of nursing

intervention to improve weaning activities are

nee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