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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both infant-related and maternal-associated with pressure to eat as a feeding 
practice among mothers with infants. Methods: This study used a cross-sectional design and included 163 mothers of infants aged 
2~12 months. Of the 180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at were distributed, 163 (91%) were included in the data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pressure to eat as a feeding practice among the mothers. 
Results: Infant’s temperament (β=-.17, p=.035), mother’s body mass index (β=-.16, p=.048), and concern about the infant being 
underweight (β=.30, p=.001) were associated with pressure to eat as a feeding practice among mother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in the predictive model was 19.2%. Conclusion: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improving 
mother’s awareness of cues from infants with difficult temperament. In addition, educational interventions regarding the correct 
evaluation of infant’s weight are needed to relieve mother’s concern about their infant’s being underweight. These interventions 
might be helpful to reduce the prevalence of pressure to eat as a feeding practice among mothers with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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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어머니의 수유 행위는 어머니 자신의 특성과 영아 특성의 영향

을 받는 어머니와 영아 간 상호작용 행위이다[1]. 즉, 영아의 건강

증진과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수유를 위하여 어머니는 과거 경험을 

통해 영아가 선호하는 수유 패턴과 현재 수유 요구도 평가를 통해 

영아의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어머니

의 단독으로 수유 시기와 수유량을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3]. 이를 통해 어머니와 영아는 긍정적이고 민감한 상호작용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3].

또한 어머니의 수유 행위는 영아의 체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어머니 단독의 수유 의도에 기반한 수유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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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과도한 체중 증가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었다[4]. Farrow와 

Blissett [5]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수유량을 단독으로 결정하

여 수유하는 경우 영아의 체중 증가 속도가 가속화된 반면, 어머니

가 영아의 수유 시작 및 중단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유량을 

조절한 경우에는 체중 증가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와 관

련하여, 어머니가 정한 수유량을 모두 수유하고자 하는 과도한 수

유(pressure to eat feeding practice)는 영아가 요구하는 에너지 

요구량보다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여 양적(positive) 에너지 균형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4]. 또한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는 배고픔과 포만감 여부에 따라 수

유를 시작 및 중단하고자 하는 영아의 자기조절 능력을 떨어뜨린

다[6].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진 영아는 포만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수유를 지속하게 되며 이로 인해 영아는 신체 요구량보다 많은 에

너지를 섭취하게 된다[6]. 따라서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는 영아의 

과도한 체중 증가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관련 요인의 

탐색이 우선 필요하다. 

아동의 과체중 또는 비만 발생과 관련된 다층적 요인을 설명하

는 가족 생태학적 모델(family ecological model)에 의하면, 아동

의 비만 발생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 행위는 아동 및 어머니 특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유지된다[7]. 선행 연구에 의하면, 영아 어머

니의 과도한 수유는 영아가 남아이거나 재태기간 32주 미만의 미

숙아로 출생한 경우[8], 출생체중이 저체중인 경우에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9]. 또한 현재 영아의 체중이 저체중 상태일 때 정상 또는 

과체중인 경우에 비해 어머니가 과도한 수유를 행할 가능성이 높았

다[10]. 이에 더하여,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수유 행위를 결정하는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잘 울

고 달래기 어려운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

은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에 한 유의한 예측 요인이었다[11]. 

또한 어머니의 특성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나이가 어릴수록[9], 

최종 학력 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12], 가계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7], 직장에서 근무를 하며 영아 양육을 하는 어머니인 경

우[13], 어머니의 체중이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인 경우[14]에 과도

한 수유를 행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영아의 현재 체

중 상태를 저체중으로 인지하고 있거나 미래 저체중 발생 가능성 

한 걱정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도 증가하였다[15]. 영

아가 보내는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를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해 영

아가 우는 부분의 이유가 배고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14], 

영아가 보내는 배고픔 또는 포만감 신호를 무시하고 정해진 수유 

일정에 따라 수유를 제공하는 경우[11] 역시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통통한 아기가 건강하고, 성장 수준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16]. 따라서 서구뿐만 아니라 우

리나라 어머니 역시 영아에게 과도한 수유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어머니의 수유 행위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형성된 것이므

로[17], 그 관련 요인이 국외의 선행 연구 결과와 다를 수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 어머니를 상으로 과도한 수유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 관련 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

아를 양육하는 우리나라 어머니를 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와 관련된 요인을 영아 및 어머니 특성을 바탕으로 확인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영아기 과체중 예방을 위한 어머니 수유 교육의 

주요 목표와 방향성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

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산전부터 영아기까지 시행할 수 

있는 부모 교육 간호중재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영아 및 어머니의 특성을 바탕으로 영아 어머니의 과

도한 수유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

음과 같다. 

 영아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 수준을 확인한다.

 영아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 수준과 영아 및 어머니의 특성을 

확인한다.

 영아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아 어머니의 특성을 바탕으로 영아 어머니의 과도

한 수유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표본추출방법으로 연구 상자를 선정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상자 선정기준은 1)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의 1

차 양육자인 어머니, 2) 젖병으로만 수유하고 있는 어머니, 3)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 4) 도움 없이 설문지를 읽고 답할 수 있는 어

머니였다. 또한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는 영아는 1) 출생체중이 

2,500 g 이상이며 재태기간이 37주 이상인 영아, 2) 단 태아로 출생

한 영아, 3) 어머니의 수유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및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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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소아과 의사로부터 진단받지 않은 영아(예: 당뇨, 위장 관계 

질환, 신장질환, 심질환, 내분비계 질환)일 때에 상자로 선정하

였다.

본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18]을 이용하

였다.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15, 유의 수

준 .05, 검정력 .80, 독립변수 13개로 하였을 때 131명이 필요하였

다. 영아의 어머니를 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약 90%의 설문지 

회수율 및 불성실한 응답 가능성을 고려하여[19], 총 180부의 설

문지를 배포 후 회수하였고, 이 중 무응답 문항이 전체 문항의 40% 

이상인 17부를 제외하고 163부(91%)가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되

었다. 

3. 연구 도구

한국어로 번역되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외 개발 도구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 영아의 저체중에 한 걱정, 영아의 배고픔

과 포만감 신호에 한 인식, 영아의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따른 

수유 방식)에 하여 Guillemin, Bombardier와 Beaton [20]이 제

시한 도구 번역 및 적용 과정에 따라, 동료 연구자와 함께 반복 번역

을 실시하였다. 다음 연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번역 문항을 1차 

완성하였고, 전문 번역자를 통해 역 번역을 실시하여 문항 번역을 

완료하였다. 이후 이중 언어가 가능한 아동 간호학 전공 교수 3인

과 소아과 병동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간호학 박사 과정 중인 간

호사 5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평가를 통해 언어적 표현의 적절성

과 안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사용된 모든 도구는 도구 개발자로

부터 도구 사용에 한 승인을 받았다.

1) 결과변수

(1)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는 Dinkevich 등[10]이 개발한 과도한 수

유의 수준을 측정하는 6개문항으로 평가하였다. 원 도구의 8개 문

항 중 “당신의 아기는 곡물을 젖병에 담아 먹여야 밤에 오래 잘 수 

있는가?”, “당신의 아기는 곡물을 젖병에 담아 먹여야 포만감을 오

래 유지할 수 있는가?”의 2문항은 우리나라 수유 상황과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Likert scale로 측정하였으며, 문

항의 범위는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이다. 과

도한 수유의 수준은 문항 평균 점수로 산출하며, 문항 평균 값이 클

수록 과도한 수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Dinkevich 등[10]의 연

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는 .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5였

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88이었다.

2) 독립변수

(1) 영아 특성

 성별

영아의 성별을 묻는 단일 문항으로 질문하였고, 남아 또는 여

아로 분류하였다.

 재태기간

영아의 재태기간은 영아가 임신 몇 주에 출생하였는지 묻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출생 시 체중

영아의 출생 시 체중은 영아가 몇 g으로 출생하였는지 묻는 단

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비만도

영아의 비만도는 어머니가 자가 보고한 영아의 현재 체중(kg)

과 신장(cm)을 바탕으로 계산한 신장별 체중 백분위수(weight 

for length percentile)로 평가하였다. 영아의 신장별 체중 백분

위 수는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기준으로 “저체중”(5 백분

위수 미만), “정상 체중”(5 백분위수 이상, 95 백분위수 미만), 

“과체중”(95 백분위수 이상)으로 분류하였다[21]. 

 영아의 기질

영아의 기질은 Pridham, Chang과 Chiu [22]가 개발하고 Bang 

[23]이 수정 ․ 번안하고 타당도를 확인한 What My Baby is Like 

(WBL)로 평가하였다. 본 도구는 온순성 및 지속성(7문항), 활동

성(4문항), 반응성(4문항), 적응성(3문항)의 4개 하위 척도, 1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9점 Likert scale로 측정

하였으며, 문항의 점수 범위는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9점

(매우 그렇다)이다. 영아의 기질은 전체 문항의 합산으로 산출하

며, 총 점수의 분포는 최솟값 18점, 최댓값 162점이다. 점수가 높

을수록 적응을 잘하고, 쉽게 달래지며, 어머니의 신호에 잘 반응

하는 긍정적인 기질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23]. Bang [23]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5

였다.

(2) 어머니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현재 연령, 어머니의 최종학

력 수준, 가계의 경제 상태, 어머니의 취업 상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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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도 

어머니의 비만도는 어머니가 자가 보고한 체중(kg)과 신장

(cm)으로 계산한 체질량지수(kg/m2)로 평가하였다. 체질량

지수는 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저체중

(<18.5 kg/m2), 정상체중(≥18.5 kg/m2, <23 kg/m2), 과체중(≥

23 kg/m2, <25 kg/m2), 비만(≥25 kg/m2)을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24].

 영아의 저체중에 한 걱정

어머니의 영아 저체중에 한 걱정은 기존에 개발된 Infant 

Feeding Questionnaire (IFQ) [12] 도구 중 어머니의 영아 저체

중에 한 걱정에 한 문항을 Dinkevich 등[10]이 수정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Dinkevich 등[10]은 IFQ 도구[12]의 영아 저체

중에 한 걱정을 측정하는 기존 4문항에 영아 과소 섭취(under-

eating)에 한 어머니 걱정을 측정하는 3개 문항을 추가하여 7

개의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Likert scale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의 점수 범위는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

점(매우 그렇다)이다. 영아의 저체중에 한 걱정 수준은 문항의 

평균점수로 산출하며, 문항 평균 값이 클수록 영아의 저체중에 

한 걱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Dinkevich 등[10]의 연구에

서 도구의 Cronbach’s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8이

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VI는 1.00이었다. 

 영아의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한 인식

영아의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한 어머니의 인식은 IFQ 

[12] 도구 중 영아의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한 어머니의 인식

을 묻는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Likert 

scale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의 점수 범위는 1점(매우 그렇지 않

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이다. 영아의 신호에 한 어머니의 인

식은 문항의 평균 점수로 산출하며, 문항 평균 값이 클수록 영아

의 신호에 한 어머니의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Baugh-

cum 등[12]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는 .7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5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VI는 .88이었다. 

 영아의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따른 수유 방식

영아의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따른 수유 방식은 IFQ [12] 도

구 중 영아의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따른 수유 방식을 묻는 2문

항으로 측정하였다(첫 번째 문항: ‘아기가 원할 때마다 수유를 하

셨나요?’, 두 번째 문항: ‘시간을 정해두고 정해진 시간에만 수유

를 하셨나요?’). 또한 IFQ [12]에서 제시한 문항 응답 방법과 그에 

따른 문항 응답 별 수유 방식 분류 방법에 따라 수유 방식을 구분

하였다. 문항에 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거의 그렇지 

않았다’,’가끔 그렇게 했다’, ‘자주 그렇게 했다’, ‘항상 그렇게 했

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질문 문항에 한 응답을 ‘자주 그

렇게 했다’, ‘항상 그렇게 했다’라고 응답한 어머니는 영아의 요

구에 따라 반응적으로 수유하는 방식으로 분류했다. 한편 첫 번

째 질문 문항에 한 응답을 ‘전혀 그렇지 않았다’, ‘거의 그렇지 

않았다’라고 응답하고, 두 번째 질문 문항에 한 응답이 ‘자주 그

렇게 했다’, ‘항상 그렇게 했다’라고 응답한 어머니는 영아의 신

호와 무관한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유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응답은 혼합된 수유 방식(영아의 요구에 따른 반응적 수유 

방식과 영아의 신호와 무관한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유 방식의 

혼합)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VI는 .75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전

광역시 소재 2개 보건소에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전 연구자와 

아동간호학 전공 박사 과정 중인 2명의 연구 보조원이 보건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관리, 담당하는 보건직 공무원 및 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예방접종 기실에서 자료 수

집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얻었다. 이후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 2명

은 영아의 어머니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 방

법, 연구 상자 선정기준, 자료 수집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

사와 연구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영아의 어머니 중 연구 

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며,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어머니에게 연

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후 영아의 어머니에게 설문지

를 배부하였고, 자기기입방식으로 완성 후 회수하였다. 또한 설문

에 한 문의 사항은 연구자 및 연구 보조원이 직접 응답하였고, 설

문을 마친 연구 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모든 연구의 절차는 충남 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 

Review Board, IRB)의 승인(201903-SB-026-01)을 받아 진행되었

다. 연구 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 중 연구 참

여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과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

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연구 목적

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철저하게 비 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였으며, 작

성된 설문지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였고, 연구

자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다. 모든 자료는 코드화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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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nal Application of Pressure to Eat as a Feeding Practice and Infant-related and Maternal Factor (N=163)

Variables Categories n (%) M±SD Range

Outcome variable Pressure to eat applied as a feeding 
practices

 3.21±0.63 1~5

Independent variables
(Infants' factors)

Sex Boys
Girls

 76 (46.6)
 87 (53.4)

Gestational age (week) 38.7±1.5 33~42

Birth weight (g) 3,260.6±366.8 2,920~4,300

Adiposity (weight for length 
percentile)

Under weight
Normal weight
Over weight

 21 (12.9)
109 (66.9)
 33 (20.2)

 54.12±33.13 0~100

Temperament 108.33±13.84 18~162

Independent variables
(maternal factors)

Age (year) 33.3±3.6 20~4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Junior college 
University or higher

12 (7.4)
139 (85.2)
12 (7.4)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High
Middle
Low

 8 (4.9)
139 (85.3)
16 (9.8)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Employed 

Part-time
Full-time 

118 (72.4)
 45 (27.6)
 8 (4.9)

 37 (22.7)

Adiposity (body mass index) Under weight
Normal weight
Over weight
Obesity

 18 (11.0)
108 (66.3)
 20 (12.3)
 17 (10.4)

21.44±3.24 16.51~34.12

Concern about infant being 
underweight

 2.41±0.72 1~5

Awareness of hunger and satiety 
cues from the infant

 4.12±0.53 1~5

Feeding style according to infant's 
hunger and satiety cues

Responsive
Mix of non-responsive 

and responsive
Non-responsive

 34 (20.9)
111 (68.1)

 18 (11.0)

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 수준과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와 관련된 

영아 및 어머니의 특성은 기술 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 수준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 수준 및 영아와 어머니의 특성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 수준은 평균 3.21±0.63점이었다(Table 1).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와 관련된 영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아가 87명(53.4%)이었고, 평균 재태기간은 38.7±1.5주이었다. 

영아의 출생 시 평균 체중은 3,620.6±366.8 g이었으며, 영아의 평

균 비만도는 54.12±33.13 백분위수이었으며, 33명(20.2%)의 영아

가 과체중이었다. 영아의 기질 수준은 평균 108.33±13.84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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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Associated with Pressure to Eat as a Feeding Practice among Mothers with Infants (N=163)

Variables Categories
Model I Model II

β t p β t p

(Constant) 2.91 3.80

Infants' 
factors

Sex* Boys -.02 0.26 .793 -.08 0.97 .334

Gestational age (week) .01 0.13 .898 -.01 0.12 .907

Birth weight (g) .04 0.48 .635 .09 1.05 .297

Adiposity (weight for length percentile) -.07 0.89 .377

Temperament -.18 2.22 .028 -.17 0.72 .035

Maternal 
factors

Age (year) .02 0.30 .767

Education level† Junior college .12 1.36 .175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Middle
High

-.07
.04

0.48
0.27

.633

.787

Employment status§ Employed -.09 1.04 .301

Adiposity (body mass index) -.16 1.88 .048

Concern about infant being underweight .30 3.48 .001

Awareness of hunger and satiety cues 
from the infant

.07 0.78 .435

Feeding style according to infant's 
hunger and satiety cuese‖

Mix of non-responsive and responsive
Non-responsive

-.08
-.13

0.80
1.36

.425

.178

R2 .080 .253

Adjusted R2 .040 .192

F (p) 1.65 (.001) 1.95 (＜.001)
*Reference group for sex (girls); †b=Reference group for education level (high school); ‡Reference group for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low); 
§Reference group for employment (unemployed); ‖Reference group for feeding style according to infant's hunger and satiety cues (responsive).

다(Table 1). 

다음으로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와 관련된 어머니의 특성을 살

펴보면 연령은 평균 33.3±3.6세이었다. 최종학력 수준은 전문

학 졸업이 139명(85.2%)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의 경제 상태는 중

간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9명(85.3%)로 가장 많았으며, 취

업 상태 중 미취업 상태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118명(72.4%)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비만도는 체질량지수 21.44±3.24 kg/m2

로, 37명(22.7%)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다. 영아의 저체중에 한 

걱정의 수준은 평균 2.41±0.72점이었고, 영아가 보내는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한 인식 수준은 평균 4.12±0.53점이었다. 영아의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따른 수유 방식 중 혼합된 수유 방식으로 

수유하는 어머니가 111명(68.1%)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의 관련 요인

다중회귀분석은 총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는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와 관련된 영아 특성(성별, 재태기간, 출생 시 

체중, 비만도, 기질)을 투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는 첫 번째 단계

에 투입한 영아 특성에 더하여 어머니 특성(현재 연령, 최종학력 수

준, 가계의 경제 상태, 취업 상태, 비만도, 영아의 저체중에 한 걱

정, 영아의 배고픔과 포만감에 한 인식과 수유 방식)을 투입하였

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다중회귀분석 시, Durbin-Watson 

검정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 1.66, 두 번째 단계에서 2.10으로 자기

상관성(autocorrelation)은 없었다. 또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은 첫 번째 단계에서 1.17~2.30, 두 번째 단계에서 

1.01~3.48으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었다. 

첫 번째 단계로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와 관련된 영아의 특성만

을 투입하여 분석한 Model 1의 결과,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과

도한 수유는 부적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β=-.18, p=.028). 즉, 어머

니가 영아의 기질이 다루기 쉽고, 어머니의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

하는 긍정적 기질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의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Model 1의 설명력은 4%였

다(Table 2). 

두 번째 단계로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와 관련된 영아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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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어머니 특성을 투입하여 분석한 Model 2의 결과, 영아의 

특성 중 어머니가 영아의 기질이 다루기 쉽고, 어머니의 신호에 적

절하게 반응하는 긍정적 기질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어머

니의 과도한 수유의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β=-.17, p=.035). 

또한 어머니 특성 중 어머니의 비만도(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

록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의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β=-.16, 

p=.048). 반면, 어머니가 영아의 저체중에 한 걱정이 많을수록 

과도한 수유의 수준이 증가하였다(β=.30, p=.001). 이들 변수의 최

종 설명력은 19.2%였다(Table 2). 

논 의

본 연구는 영아 및 어머니 특성을 바탕으로 영아를 양육하는 어

머니의 과도한 수유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우

리나라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 수준은 5점 만점 중 평균 3.21점이었

다. 국외 선행 연구에서 영국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 수준은 5점 만

점 중 평균 2.92점으로[25] 본 연구에 참여한 우리나라 어머니의 과

도한 수유 수준보다 약간 낮았다. 이는 영아기 과체중 또는 체중 증

가에 한 우리나라 어머니의 믿음과 인식의 결과로 여겨지며, 관

련 선행 연구 결과 우리나라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통통한 아기가 

건강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성공적인 육아의 지표로써 통통한 체

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16]. 또한 영아기 과체중은 시간이 

지나 신장이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16], 시급히 중재하거나 예방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

는 경향이 높다[17]. 또한 우리나라에서 영아에게 수유를 하는 것

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 외에 어머니의 사랑을 제공하는 하

나의 방식이라 여겨져, 수유량을 제한하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양

을 수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26].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핵가

족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가 남아 있어 전통적

으로 자녀 양육에 조부모가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태도가 영아의 부모에게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27]. 

우리나라의 근 기 동안 경제적 빈곤을 직, 간접으로 경험했던 조

부모는 가능한 많은 양을 수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며, 영아의 

어머니도 이와 같은 수유 행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따라서 우리나라 어머니가 과도한 수유를 행위 가능성은 매우 높

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한 영아의 과도한 에너지 섭취와 과체중 발

생 위험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여겨진다. 실제로 Haszard 등

[2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아기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는 영아

기뿐만 아니라 제공한 음식을 모두 먹이고자 하는 어머니의 식이 

제공 방식이 지속됨에 따라 추후 학령전기 과체중, 비만 위험 증가

와도 관련성이 있었다. 이에 산전과 신생아기 자녀가 있는 어머니

에게 영아기 과체중과 과도한 수유의 문제점, 영아의 에너지 요구

에 적합한 수유 방법에 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영아의 기질이 다루기 쉽고 적응을 잘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 수준이 감소하였

다. 관련 선행연구 결과, 다루기 어렵고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는 영아의 어머니에게서 과도한 수유의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11]. 이에 McMeekin 등[11]은 영아

의 기질이 어머니와 영아 간 초기 수유 관계를 수립하는 데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수유는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유를 시작하고 종료하기 위하여 영아는 

어머니에게 배고픔 또는 포만감 신호를 명확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하고[1], 어머니는 영아가 보내는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를 정확하

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1]. 그러나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는 영아는 배고픔 외에 다른 불편한 상황에서도 비특이적으로 

자주 울고 보채는 경향이 높아 어머니는 영아의 배고픔 또는 포만

감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다[11]. 따라서 수유 중 영아

가 포만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지속적으로 울고 보

채는 경우, 어머니는 영아가 배고픈 상태라고 오인하여 수유를 지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11]. 또한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는 자신의 

욕구를 비특이적인 울음과 보챔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영아가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으며

[11], 어머니의 부분이 영아가 울고 보채는 이유를 배고픔이라고 

생각하고 있어[14], 영아를 진정시키고 달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수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는 영아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아가 울

고 보채는 다양한 상황에 한 어머니의 이해도를 높이고, 영아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신호에 한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중재가 필요

하다. 또한 수유 외에 영아를 달래는 방법에 한 정보와 교육이 어

머니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실제로 Crockenberg와 Leerkes [29]

는 영아의 성장발달을 위한 수유 행위에 어머니의 수유 의도와 영

아의 요구도 간의 조율을 강조한 mother's feeding working 

model에 기반하여, 영아의 요구에 반응하는 수유를 하기 위해 어

머니는 영아의 과거 수유 경험, 수유 요구도와 선호를 민감하게 인

식하고 평가하는 데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어머

니의 과도한 수유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영아의 저체중

에 한 걱정이 많을수록 과도한 수유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과체중 또는 비만인 어머니는 자녀 역시 비만을 갖

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경향이 높아 식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반면, 정

상 또는 저체중인 어머니는 자녀의 체중을 과소평가하여 현재 영

아의 정상체중을 저체중으로 인식하거나 추후 저체중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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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걱정으로 과도한 식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아의 체중을 과소평가하거나 추후 저체중 

가능성을 걱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자주 많은 양

을 수유하고자 하는 과도한 수유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11,14]. 

이와 관련하여 Lucas 등[30]은 영아의 체격이 왜소하거나 수유량

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 어머니는 현재 또는 미래 영아의 저체중 발

생을 걱정하게 되며, 결국 이는 과도한 수유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아의 체중 상

태에 한 정확한 인식 확립과 어머니 스스로 영아의 체중을 객관

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능력을 교육하는 부모 교육이 지

역사회와 소아과 병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영아기 과도한 체중 증가와 관련된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 수준을 확인하고, 그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추후 어머니 상 

수유 교육의 목표와 방향성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

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어머니의 과도한 수유와 관련 요인 간의 인

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 상자 선정에 

있어 일개 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만을 상으로 편의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가기

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일부 문

항(예: 체중, 영아의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한 어머니의 인식)

에 하여 주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머니가 선호하

는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수유와 

관련된 요인을 영아와 어머니의 특성만으로 제한하여 어머니의 과

도한 수유와 관련된 유의한 변수가 적고, 그 설명력이 낮은 편이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수유 행위와 관련된 가족, 사

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과도한 수유에 관련된 다층적 요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결 론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까다로운 기질을 갖고 있는 영아 어머니

의 과도한 수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아가 보내는 신호 이해에 

한 민감성을 높여 반응적 수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수유 시작과 중단을 원할 때

마다 영아가 특징적으로 보여 왔던 행동 특성을 회상하여 이를 다

른 요구가 있을 때의 영아가 보여왔던 행동 특성과 구분해 볼 필요

가 있다[2]. 또한 영아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수유의 패턴을 기억하

여 이를 바탕으로 영아의 행동 특성을 평가하여 수유 시기와 수유

량을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2]. 따라서 간호사는 어머니에게 

일반적인 영아의 배고픔과 포만감 신호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머니가 구분하기 어려운 비특이적인 행동에 해서는 영아의 행

동 특성을 이해하도록 어머니의 민감성을 강화시켜 주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영아의 과도한 수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영아 저

체중 발생에 한 염려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이

를 위해 간호사는 어머니에게 영아의 체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영아기 월령별 정상 체중 범위에 한 정보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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