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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영양적 면역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

줄 뿐만 아니라 엄마의(Chezem, Friesen & Boettcher, 2003)

사랑을 제공하여 원만하고 건강한 인격형성과 개인적으로 건

강한 미래의 삶을 형성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또한 산모에게.

는 아기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게 하여 모아 상호관계를 증진

시키고김혜숙 산욕기 우울증을 감소시키며 자궁수축( , 1993),

을 돕고 자궁암이나 유방암 골다공증등의 질병 발생도 감소, ,

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대한간호협회 이경혜( , 1996; 등,

1997).

서구사회에서 년대 이후부터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1980

한 인식확대는 모유수유율 증가로 이어져 유럽 미국75%,

일본 의 모유수유율을 보이고 있다유엔아동구호기52%, 45% (

금 국가발전 백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꾸준히 모유수유, 1999).

를 권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율은 년대는80 48.1%,

년대에는 년대에는 김승권 로 급격90 14.1%, 2000 10.2%( , 2000)

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에게.

서 나타나는 유방 및 유두문제 유즙부족 산모의 수유에 대, ,

한 자신감 부족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모유수유, ,

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 핵가족화로 인한 역할 모델의 부,

재 취업여성의 증가로 인한 현실적 장애 모아 분리 운영체, ,

계 조제유 보급 등이 모유수유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 ,

적되고 있다권숙희 등 문길남 등 오현이 박난( , 1993; , 1998; ,

준 임은숙 이미자 정문숙 등, , 1994; , 1995; , 1993).

한편 우리나라는 년대에 와서 정부와 민간단체가 분유1980

에 대한 광고금지 모유수유권장 운동 등을 펴왔고 최근에는, ,

대한간호협회에서 모유먹이기 운동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모

유수유확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모유수유실천율 향.

상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는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확

고한 신념 및 모유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같은 모

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직장여성을 위한 수유시설완비 간,

호사의 모유수유 권장 등 다양한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경혜( , 1992).

모유수유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산모의 특성에는 산모의 연

령변수자 한경자 이자영( , , , 1994; Humphreys, Thompson, &

등 교육수준김승권 박Minter, 1998; Macaulay , 1989), ( , 2000;

인화 황나미 등, , 1994; Dubois, Girard, 2003; Humphreys ,

을 들 수 있는데 변수자 등 은 어머니의 연령이 많1998) (1994)

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실천율이 높았다고 하였으,

나 오현이 등 은 산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모유수유(1994)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산.

모가 직업을 가진 경우 모유수유 시작은 였지만 개월77.9% 3

째에는 로 실천율이 급속히 감소하였고이현숙22.4% ( , 2000)

제왕절개 분만을 한 경우 정상분만보다 모유수유실천율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희선과 전미양 또한 박천만( , 1996).

은 이전의 모유수유경험이 있는 산모의 가 모유수(2002) 38.5%

유를 하고 있었으며 이주영 박순우와 박정한 은 과거,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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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배8.15 (95%,

모유수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이전의 모CI; 3.33-19.90)

유수유경험이 모유수유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모유수유 기간은 개월 미만김효진 등 이 가장. 1-3 ( , 1993)

많아 모유수유를 계획한다고 해도 조기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고 이주영 등 도 개월 미만인 경우가, (2000) 3

로 나타났다고 하였다15.7% .

모유수유 지식에 있어서도 김화숙 은 모유수유에 대한(1991)

지식이 모유수유실천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모유수유과,

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전준비가 부족하게 되면 임

신 중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던 사람도 모유수유를 포기한

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은숙과 서영숙 은 모유수유에 대. (1996)

한 산모의 자신감이 모유수유실천율을 높이고 변수자 등,

은 모유수유를 할려는 의지나 자신감의 부족은 모유수(1994)

유를 어렵게 만들거나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송.

지호 등 은 모유를 실천하는 어머니에게서 모유수유시(1993)

정서적 만족감과 사랑을 느낀다고 한 문항에서 가장 높은‘ ’

점수를 보인 것은 모유수유에 대한 만족감이 모유수유실천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후 첫주간의 모유수유문제에 관한 연구문길남 등( , 1998)

에서 모유수유실천군의 모유수유 문제점수는 점이었고10.20 ,

비실천군은 점으로 비실천군이 모유수유문제가 더 많음15.11

을 보고하였다 그 외 분만 후 아기와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

수록 모유수유실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r=-0.2428, p=.004)

고권숙희 등 하였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모유( , 1993) ,

수유실천과 모유를 먹인 기간이 짧았다고 보고변수자 등( ,

하여 모유수유실천에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1994)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모유수유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

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이전 모유수유 경험 모유수유, , , ,

기간 분만형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 , ,

감과 만족도 모유수유문제 모자동실시간 경제적 수준 등 다, , ,

양한 요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요인을 단변량적 접근으.

로 평가되어왔으나 다변량적 접근으로 어떤 요소가 모유수유

실천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지 예측한 논문은 적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

고 출생 후부터 전적으로 모자동실의 환경하에 있는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조사 분석함으로서 모유수유의 효과적인 실천과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모유수유 관련 특성에 따른 모유∙

수유실천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모유수유 문제수 모유수, ,∙

유 자신감 첫 모유수유 만족도 모유수유실천 정도를 파, ,

악한다.

대상자의 모유수유 관련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모유수유실천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시 개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한 산B 1

모 중 모유수유를 원치 않거나 의학적 이유로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자를 제외한 재태기간 주 주의 산모 명을, 37 42 139～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임신기간 동안 연구 대상.

병원에서 교육과장이 실시하는 체계적인 모유수유 교육프로그

램을 어머니 교실을 통해 교육받았고 분만 후 모두 모유수유,

를 시도하였으며 퇴원당일 교육실에서 여분 동안 모유수유40

비디오 교육용 괘도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모유를 먹이기로 계획한 자들

이다.

자료수집은 분만직후 산후 첫 주 산후 개월 째에 각각, , 3

설문지와 전화상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신,

생아를 분만하여 산과 병동에 입원한 산모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를 수락한 명의 산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하139

여 일반적 및 분만관련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산후.

첫 주에는 차 연구대상자에게 모유수유 관련 문제에 대한1

질문지를 반송봉투를 함께 넣어 우편을 이용하여 가정에 보

내어 회수하였고 산후 개월 째는 전화상담을 통해 모유수유, 3

실천 현황을 질문하였는데 이 때 응답자는 명으로 의114 82%

참여율을 보였다.

연구도구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는 와 가 개발하고 김혜Williams Hammer(1995)

숙 연구에서 번역 사용한 의료요원의 모유수유지식 측정(1995)

도구를 이용하여 산모 명에게 예비조사하여 내용 타당도를10

확인하였다 총 문항으로 문항은 맞다 틀리다 모르겠. 56 47 ‘ ’, ‘ ’, ‘

다로 구성되었고 문항은 선다형으로 구성되었다 지식 문항’ , 9 .

중 정답은 점 오답은 점으로 계산하여 총합을 구하였으‘1 ’, ‘0 ’

며 점수범위는 점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0 - 56 ,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이었다. Cronbach's = .63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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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

본 연구에서는 와 가 개발하고 김혜Williams Hammer(1995) ,

숙 연구에서 번역 사용한 도구 중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1995)

감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점 척도로 매우 자1 . 5 ‘

신 있다 점 에서 매우 자신 없다 점으로 구성되었고 점’ 5 ‘ ’ 1 ,

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첫 모유수유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와 가 개발하고 김혜Williams Hammer(1995)

숙 연구에서 번역 사용한 도구 중 첫 모유수유 만족도를(1995)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점 척도로 매우 만족한다1 . 5 ‘ ’

점에서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점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5 ‘ ’ 1 ,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모유수유 문제수•

본 연구에서는 가 개발Kearney, Cronenwett & Barrett(1990)

한 도구를 번역하여 인의 모성간호학 교수와 인의 산과 전2 1

문병원 간호부장 및 교육감독의 자문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고 산모 명에게 예비조사를 한 후 도구를 확정하였다, 10 .

총 문항으로 모유수유 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점22 ‘ ’ 0 ,

모유수유 문제를 경험한 경우 점으로 계산하여 총점을 구‘ ’ 1

하였으며 점수범위는 점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 0 -22

유 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81α＝

이었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SPSS/Win 10.0

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모유수유 관련 특성에 따른 실천∙

정도의 차이는 χ2 를 이용하였다- test .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모유수유 문제수 모유수, ,∙

유 자신감 첫 모유수유 만족도 모유수유실천 현황은 평, ,

균과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

대상자의 모유수유 관련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으로 분석하였다correlation .

∙ 대상자의 모유수유실천에 미치는 예측요인은 logistic regression

로 분석하였다analysis .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모유수유 관련 특성에 따른 모∙

유수유실천 대상자의 연령은 세가 로 가장 많25-29 51.1%

았으며 직업은 전업주부가 로 많았고 교육수준은, 82.7% ,

대졸이상이 였고 가족월수입은 만원 미만44.6% , 100 200～

이 로 가장 많았다50.4% .

대상자의 모유수유 관련 특성으로 모유수유 계획기간은 4-6

개월이 로 가장 많았고 모유로 자녀를 키워 본 경험은43.8% ,

경험이 없는 사람이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산경험은71.9% .

초산이 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분만형태는 정상분만61.9%

이 제왕절개가 를 차지하였다49.6%, 50.5% .

모유수유실천은 가족월수입(χ2 모유수유 계=5.152, p<.05),

획기간(χ2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12.273, p<.01)

보였다 즉 대상자의 가족월수입에서는 만원 미만일 때. , 100

모유수유실천율이 만원 미만일 때 만원53.7%, 200 48.3%, 200

미만일 때 로 현저히 감소하여 가족월수입이 높을수록 모20%

유수유실천이 낮게 나타났다 모유수유계획기간에 있어서는.

개월일 때 모유수유실천율이 로 가장 높았고 개월4-6 57.4% , 7

이상 일 때 개월 이하일 때 로 모유수유 계획51.4%, 3 16.0%

기간이 개월 이상으로 길게 계획할 때 모유수유실천율은4

이상으로 나타났다50% .

그러나 대상자의 직업 모유양육 경험 분만형태 모자동실시, , ,

간 젖병수유횟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 1>.

모유수유 지식 모유수유 문제수 첫 모유수유 만족도, , ,•

모유수유 자신감과 모유수유실천 정도

산후 첫 주에 측정한 산모의 모유수유 지식은 평균 22.83

점을 보였고 지식범위는 최저 점에서 최고 점(SD=5.19) , 10 36

으로 나타났다 이를 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100

평균점수는 점으로 나타나 산모들의 모유수유 지식수준은41

표 일반적 특성 및 모유수유관련 특성< 1> (N=114)
특성 구분 N(%)

실천군 비실천군 χ2

N(%) N(%)

전체 114(100.00) 53(46.5) 61(53.5)

산모연령 세 이하24 59(100.00) 2(40.0) 3(60.0) 3.963

25-29 63(100.00) 31(49.2) 32(50.8)

30-34 38(100.00) 25(65.8) 13(34.2)

세 이상35 8(100.00) 3(37.5) 5(62.5)

학력 고졸이하 68(100.00) 34(50.0) 34(50.0) .834

대졸이상 46(100.00) 27(44.3) 1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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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문제점수의 평균은.

점으로 나타났고 문제경험 범위는 전혀 모유수9.04(SD=3.59) ,

유 문제가 없는 경우부터 최고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17

나 개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첫 모유수유를 마친.

후 만족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났고 모유수유 자3.58(SD=.93) ,

신감은 평균 점을 보여 중간수준 이상의 자신감3.78(SD=.90)

과 만족도를 보였다 산후 개월 째 모유수유실천현황을 조사. 3

한 결과 모유수유실천군은 명 이었으며 모유수유비실53 (46.1%)

천군은 명 으로 이 중 혼합수유가 명 분유61 (53.5%) 27 (23.7%),

수유가 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4 (29.8%) < 2>.

표 모유수유지식 문제수 자신감 만족도과< 2> , , ,
모유수유실천 정도

특성문항수( ) 평균 표준편차± 가능범위 실제범위

모유수유 지식(56) 22.83±5.19 0-56 10-36

모유수유 문제수(22) 9.04±3.59 0-22 0-17

모유수유 자신감(1) 3.78±.90 1-5 2-5

첫모유수유 만족도(1) 3.58±.93 1-5 1-5

모유수유 관련변수간의 상관관계•

모유수유 관련변수간에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모유양육경험

이 있을 때 모유수유 지식이 높게 나타났고 모(r=.27, p<.01),

유수유 자신감은 모유수유 계획기간이 길고 모(r=.22, p<.01),

유양육경험이 있으며 모유수유 지식이 많을 때(r=.26, p<.01),

높게 나타났지만 모유수유 문제수가 많을 때 낮(r=.26, p<.01)

게 나타났다 그리고 첫 모유수유 만족도가 높(r=-.25, p<.01).

을 때 모유수유 자신감이 높았다 모유수유실천(r=.26, p<.01).

율은 모유수유 계획기간 모유수유 자신감(r=.20, p<.01), (r=.27,

과 첫 모유수유 만족도 와는 긍정적인 상관p<.01) (r=.29, p<.01)

관계를 보였지만 모유수유 문제수 와는 부정적인(r=-.27, p<.01)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모유수유실천율은 모유수유 계획기간. ,

이 길고 모유수유 자신감과 첫 모유수유 만족도가 높은 산모,

에서는 실천율이 높았지만 모유수유 문제수가 많은 산모는

실천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3>.

모유수유실천 예측요인•

모유수유실천을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을 실시하였다 예측 변수로는 문헌에서 지지된 모regression .

유수유 관련요소인 가족월수입 모유수유 계획기간 모유양육, ,

경험 모자동실시간 젖병수유횟수 모유수유 문제수 첫 모유, , , ,

수유 만족도 모유수유 자신감을 삽입 방식으로 투입하, (enter)

였다 분류표를 살펴보면 모유수유를 하는 사람을 모유수유실.

천군으로 예측한 비율은 이고 혼합수유 또는 분유수유66.0% ,

를 하는 사람을 비실천군으로 예측한 비율은 로 나타나78.0%

분류의 정확도 평균치는 였다72.8% .

입력된 개의 변수들이 모유수유실천을 예측하는데 보인8

설명력은 Cox & Snell R
2 으로 총 의 설명력을 보였= .23 23%

고 예측요인에는 모유수유 문제수 첫 모유수유 만족도 모유, , ,

수유 자신감으로 나타났다.

각 예측요인을 교차비로 평가해보면 모유수유 문제수가 많

을수록 모유수유실천을 배 더 적게 실천 하는 것으로 나타.88

났고 첫 모유수유 만족도가 높을수록 모유(Wald=4.58, p<.05),

수유를 배 모유수유 자신감이 높을수1.89 (Wald=4.96, p<.05),

표 일반적 특성 및 모유수유관련 특성 계속< 1> < > (N=114)
특성 구분 N(%)

실천군 비실천군 χ2

N(%) N(%)

전체 114(100.00) 53(46.5) 61(53.5)

가족월수입 만원 미만100 41(100.00) 22(53.7) 19(46.3) 5.152*

만원 미만200 58(100.00) 28(48.3) 30(51.7)

만원 이상200 15(100.00) 3(20.0) 12(80.0)

직업 유 19(100.00) 6(31.6) 13(68.4) 2.038

무 95(100.00) 47(49.5) 48(50.5)

모유수유 계획기간 개월 이하3 25(100.00) 4(16.0) 21(84.0) 12.273**

개월4-6 54(100.00) 31(57.4) 23(42.6)

개월 이상7 35(100.00) 18(51.4) 17(48.6)

모유양육 경험 유 31(100.00) 15(48.4) 16(51.6) .062

무 83(100.00) 38(45.8) 45(54.2)

분만형태 질식분만 59(100.00) 25(42.4) 34(57.6) .834

제왕절개분만 55(100.00) 28(50.9) 27(49.1)

모자동실시간 시간 이하0-12 34(100.00) 12(35.3) 22(64.7) 2.442

시간 이상12-24 80(100.00) 41(51.2) 39(48.8)

젖병수유횟수 회0-2 80(100.00) 35(43.7) 45(56.3) .810

회3-10 34(100.00) 18(52.9) 16(47.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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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모유수유를 배 잘 실천하는 것으로1.89 (Wald=3.84, p<.05)

나타났다 즉 모유수유 문제수가 적을수록 첫 모유수유 만족. ,

도가 클수록 모유수유 자신감이 높을수록 모유수유를 더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분류표*
구분

모유수유실천산후 개월( 3 )
확률

혼합 인공수유+ 모유수유

혼합 인공수유+ 48 13 78.0%

모유수유 18 35 66.0%

전체 72.8%

논 의

본 연구대상자들의 출산 후 개월 째 모유수유 실천율은3

로 나타나 년대의 변수자 등 의 연구에서 보46.5% , 1990 (1994)

고한 년대의 박천만 의 연구에서 제시한26.1%, 2000 (2002)

에 비해 훨씬 높은 모유수유율을 보였다 이는 다른 연35.0% .

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사지역 방법 및 조사대상자가,

달라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대상 병원이 전 병동 모자동실,

관리 출생초기의 모유영양 및 모유수유 권장 정책에 따라 개,

개인에게 비체계적인 교육을 포함하여 퇴원당일 교육실에서

여분 동안 산모수첩 모유수유비디오 교육용 괘도 등을 통40 , ,

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입.

원동안 아기가 체온조절이 되면 즉시 모유수유를 시행하고

모자동실시간이 평균 시간으로 산모가 잠자는 시간 이외15.5

에는 거의 아기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으며 젖병 수유횟수

도 평균 회로 대부분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1.7

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희선과 전미양 의 연구에서 분만. (1996)

후 아기와의 초기 접촉시기는 분만 시간 이내가 분24 4.4%,

만 일이후가 분만후 한번도 안아보지 못한 경우가3 28.1%,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모아조기접촉 지연이 모유수유를54.8%

시작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모유수유실천의 예측요인으로 모유수유 문제수가 적을수록

모유수유실천을 배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88 , Chan

등 은 홍콩에서 산모의 모유수유 실패에 관한 종단적 연(2000)

구에서 산후 개월에 수유를 중단한 경우가 를 넘었고3 50% ,

중단이유로는 모유의 부족한 느낌 유방의 충혈과 통증 피로, ,

등과 같은 수유상의 문제들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뒤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현이 등 도 모유수유를 중단한 가. (1994)

장 큰 이유로 모유량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모유가 부족한 산모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

로 산모가 모유수유를 실천하는데 있어 정확한 지식부족과

모유수유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모유수유실천을

어렵게 한다고 볼 때 임신 기부터 유두관리를 서서히 하여3

신생아의 강한 흡철자극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인,

모유수유로 이완반사 를 유도하기 위해 분만후(let-down reflex)

표 모유수유 관련변수간의 상관관계< 3>
구분 1 2 3 4 5 6 7 8 9

모유수유 계획기간1. -

모유양육경험2. .13 -

모자동실시간3. -.01 -.17* -

젖병수유 횟수4 . -.08 -.04 -.08 -

모유수유 지식5. .15 .27** .06 -.06 -

모유수유 문제수6. -.06 -.09 -.09 .08 -.11 -

모유수유 자신감7. .22** .26** .02 -.14 .26** -.25** -

첫모유수유 만족도8. -.06 .01 -.05 -.00 .09 -.13 .26** -

모유실천율9. .20* .23 .15 .04 -.01 -.27** .27** .29** -

** p<.01, * p<.05

표 모유수유실천 예측요인< 4>
구분 B SE Wald OR

95% CI

Low High
p

가족월수입 -.49 .34 2.05 .61 .31 1.20 .15

모유수유 계획기간 .38 .29 1.76 1.46 .83 2.56 .18

모유양육 경험 .02 .54 .00 1.02 .36 2.95 .96

모자동실 시간 .70 .50 1.92 2.01 .75 5.37 .17

모유수유 문제수 -.13 .06 4.58 .88 .78 .99 .03

첫모유수유 만족도 .64 .29 4.96 1.89 1.08 3.32 .03

모유수유 자신감 .55 .28 3.84 1.89 1.08 3.32 .03

모유수유 지식 -.08 .05 2.74 .88 .78 1.11 .06

* Model summary: Cox & Snell R squar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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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동실과 모유영양 모유수유의 정확한 방법과 수유문제 해,

결을 위한 정보제공 격려 추후관리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 ,

이다.

첫 모유수유 만족도가 높을수록 모유수유를 배 잘 실천1.81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송지호 등 의 연구에서 수(1993)

유모의 모유수유 만족도가 높은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겠

다 또한 모유수유 자신감이 높을수록 모유수유를 배 더. 1.84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

적 태도 이전 모유수유 성공에 대한 지각 모유수유 정보 등, ,

이 모유수유실천에 중요한 요소로 지시된 것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등 는 역할수행에 있어서(Duckett , 1993). Bandura(1982)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즉 자신감(self efficacy)

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자신감이 부족한 어머니는 자신의

과업이 실제보다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높은 정도의 스트레

스를 인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은숙과 서영숙 은 모유. (1998)

수유 증진 프로그램이 분만전과 분만 직후에 적용했을 때 모

유수유군이 비모유수유군보다 분만 주 및 분만 개월 시점1 1

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된다고 보고하였으므로,

간호사들은 첫 수유를 하는 산모들에게 구체적인 수유방법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수유문제 해결 능력을 키,

워주어 모유수유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증대시켜 장기간

동안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김선애 의 연구에서 모유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모(1999)

유수유를 선호하고 실천율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지식이 모유수유실천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

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대상자들이 산전부터 어머니.

교실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유수유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알고 있는 지식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아 모유수유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시 지식만 강화.

하기 보다는 실제 산모가 당면하는 문제해결 중심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등 은 모유수유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Macaulay (1990)

결과에서 산모의 연령이 모유수유 선택과 유의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모유수유율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김승권 박인화와 황나미 오현이 등( , 2000; , 1994; ,

와 학력이 높을수록 모유수유율이 높다고 보고신희선과1994) (

전미양 이주영 등 한 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본, 1996; , 2002)

연구에서는 산모의 연령과 학력은 모유수유실천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인에 대해서는 반.

복연구를 통한 검증이 더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한편 모유수. 유

자신감과 만족도를 묻는 문항이 문항으로서 그 내용을 평가1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적절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모유수유실천과 지속기간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는 산전부터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여 정보나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두관리 구체적인 모,

유수유 방법 및 기술을 교육하여 수유에 대한 자신감과 문제

해결 능력 모유수유실천에 대한 신념을 심어주는 등 모유수,

유지속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결 론
본 연구는 모유수유실천에 대한 예측요인을 파악하고자 시

도되었으며 시 개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한 산모 중 모유B 1

수유를 원치 않거나 의학적 이유로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자

를 제외한 재태기간 주 주의 산모 명을 자료수집하였, 37 ~42 114

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 하였다, SPSS WIN10.0 .

대상자의 모유수유 관련 특성으로 모유수유 계획기간은 4-6

개월이 로 가장 많았고 모유로 자녀를 키워 본 경험은43.8% ,

경험이 없는 자가 로 대부분을 차지했다71.9% .

모유수유실천율은 로 나타났고 이는 모유수유 계획기46.5% ,

간이 개월 이상일 때 모유수유실천율이 이상으로 높았4 50%

고 가족월수입이 만원 이상일 때 실천율이 로 낮게, 200 20%

나타났고 산모들은 중간수준의 모유수유에 대한 만족도와 자,

신감을 보였다.

모유수유 실천에 관련된 예측요인을 을 통logistic regression 해

살펴본 결과 수유문제수 첫 모유수유 만족도 모유수유 자신, , ,

감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수유문제수가 많을수록.

모유수유실천을 배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88 (Wald=4.58,

첫 모유수유 만족도가 높을수록 모유수유p<.05), 를 배1.89 (Wald

모유수유 자신감이 높을수록 모유수유를=4.96, p<.05), 1.89

배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d=3.84, p<.05)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모유수유실천율을 높이기 위하여

임상현장에서 산모들에게 산전부터 모유수유 기간을 길게 계

획하도록 권장하고 병원에서 분만후 모유수유 강화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출산 후 첫 모유수유 만족감과 자신감을 증대시

키도록 해야겠고 퇴원후 간호사는 전화를 통해 모유수유 문,

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에 적극 지원해 주어야겠다.

제 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모유수유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통합적

인 모형을 구축하여야 한다.

∙ 산모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산욕초기의 모유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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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들을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익힐 수 있는 교육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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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rate of breastfeeding practice at 3 months and to examine

predictors for breastfeeding practice. Method: Study subjects were 114 mothers who gave birth at one hospital in

Busan area. Data regarding breastfeeding practice and potentially related factors to breastfeeding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aire at 1 weeks and a telephone survey at 3 months.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iy significant the predictors on breastfeeding practice. Result: Rate of breastfeeding practice was

46.5% at three months of postpartum. The significant predictors for performing breastfeeding were lower the

experience of breastfeeding trouble problem(OR=.88 compared with breastfeeding women, 95% CI; 78-.99), higher

first breastfeeding satisfaction (OR=1.81 compared with non-breastfeeding women, 95% CI; 1.08-3.32), higher

breastfeeding confidence(OR=1.84 compared with non-breastfeeding women, 95% CI; 1.08-3.32).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of support program for mothers during the positive postpartum period to provide

correct information about breastfeeding knowledge and attitude and to teach problem-solving skills for any

breastfeeding problems for highere rate of breastfeed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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