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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infant's feeding method. M ethod: The
participants were 257 mothers of infants aged 5 7～
months. 145 breast-feeding mothers and 112 bottle-
feeding mothers participated. The Maternal Role
Confidence Scale and Parenting Stress Index(PSI) were
used. Results: The score of maternal role confidence
of breast-feeding mothers (3.28)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bottle- feeding mothers(2.84). In
addition, the parenting stress level of breast-feeding
mothers(1.80) was lower than that of bottle-feeding
mothers(2.97). However, the scores of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the parenting stress level were not
different according to the mother's and infa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core of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levels(r=-.55, p<.001).
Conclusion: Breast feeding mothers had more
confidence of their maternal role, and a lower
parenting stress level. Therefore, nurses must encourage

infant mothers to breast feed since it is the best
option for mothers as well as inf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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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에게 인간의 젖을 먹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당연한 것이다 모유수유는 아기의 영양학적인 측면 면역이. ,

나 항알러지 및 질병 이환 감소 신체발달 인지발달 어머니, , ,

의 신체 회복 난소암과 유방암 발생 저하 산후 비만증과 산, ,

욕기 우울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도움.

이 되며 우유물 준비 젖병 소독이나 감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성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모유수유를 통.

해 어머니와 아기의 접촉이 늘면서 모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어머니에게는 모성애를 아기에게는 신뢰,

감과 안정감을 발달시키며 모아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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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모유수유는 모든 어머니가 출산 후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양육행동으로 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

유수유 실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간호 문제로 인식한 간

호학자들은 모유수유 감소 현상에 대한 요인을 찾거나(Choi,

산욕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Lee, Youn, Sim, & Choi, 1996)

식과 태도 산모의 모유수유 경험을 확인하거나(Lee, 2003),

모유수유 실천을 도와주기 위한 간호(Kim & Yang, 1997)

중재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Jang, 2005; Jeong,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1997) .

어머니의 모유수유 저해 요인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모유 수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높이고 모,

유수유를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함으로써 긍극적으로는 모유수

유 실천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계속적인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로서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유수유를 위한 여건

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년부터1995

엄마 젖먹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

회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모유15 44～
수유율은 년 에서 년에는 년에는1985 59% 1994 11.4%, 2000

로 매우 염려할 수준이었으나 년에는10.2% 2003 16.5%(Kim,

로 약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유수유2003) .

는 어머니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이라 할 수 있으며

아기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수유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유모

가 아기에게 완전히 귀속되어야 하므로 자유와 독립성이 상

실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였으며 시간마다 이, 2 3～
루어져야 하는 모유수유는 수유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Wong, Hockenberry, Wilson, Winkelstein, & Kline,

2003).

부모가 육아과정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행동

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인으로 인식하면서 성장(Abidin 1992),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생후 개월의 영아를 가진 어머니3 4～
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

었다 탁아방법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Kim, 1998).

아토피 피부염 환아 어머니의 양(Yoo, Lee, & Chae, 1998),

육스트레스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Yoo & Kim, 2004), (Kim,

산후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관계et al., 2005), (Ahn & Oh,

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주요 양육행위2006) .

인 수유방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모유수유는 어머니의 양육 행위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단순

히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양육 행동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영양 공급 방법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아기와 어머니

사이에 사랑스럽고 친밀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독특한 의,

사소통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어머니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어머니로서 역할.

수행이나 모아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Calandro, 2000).

모유수유가 모아애착 간에는 명백한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

으나 이것이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에 직접적(Bang, 1984),

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어머니 역.

할 수행 자신감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산욕초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역할 수행 자신감이 인지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는 것이었으며 신생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

와 영아모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한(Koo & Moon 1998)

영아기질이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보는 연구가

있었다(Lee, Kang, Park, Hwang, & Mun,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모의 수유방법에 따른 어머니 역

할 자신감과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를 통하

여 영아모의 역할 자신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

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1.
본 연구의 목적은 모유 수유모와 조제유 수유모의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하는 것으로 구체,

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모유 수유모와 조제유 수유모의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모유 수유모와 조제유 수유모의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

육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확인•

한다.

용어의 정의2.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1)

어머니로서의 능력에 대해 어머니 스스로가 지각하고 있는

자기 효능감 으로써(Lederman, Weingarten, & Lederman, 1981) ,

본 연구에서는 등 이 개발한 산욕기 자가평가Lederman (1981)

도구 중 모성발달과업 대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척도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양육 스트레스2)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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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 개발한Abidin(1990) Parenting Stress Index/Short

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Form(PSI/SF) .

연구 방법

연구 설계1.
본 연구는 개월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모유수유모와5 7～

조제유수유모를 대상으로 어머니 역할 자신감과 양육 스트레

스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2.
모유 수유모는 년 경상남도 간호사회 제 회 건강한2005 4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개월 영아의 어머니를5, 6, 7

대상으로 하였고 조제유 수유모는 경남 시와 시의 보건소, J K ,

종합병원의 소아과 외래에 예방접종이나 건강증진 목적으로

내원한 개월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5, 6, 7 .

수는 회수된 자료 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모유수유모

명 조제유수유모 명으로 총 명이었다145 , 112 257 .

연구 도구3.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1)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등 이Lederman (1981)

개발한 개 척도 총 문항의 모성 적응 측정을 위한 산욕기8 87

자가평가 도구 중 제(Postpartum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척도인 모성 발달과업 대처 능력에 대한 자신감5 (Mother's

confidence in Her ability to Cope with the tasks of

척도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측면Motherhood) ,

에서 자신감을 측정하는 개 문항이다 이는 가 번14 . Lee(1992)

안하여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측정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산모의 부모 역할 및 영아 행동을 해석할 수 있거나

영아 요구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어머니

스스로 의심스러워하는 정도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Likert

유형의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점 약간 그렇다4 , ‘ ’ 1 , ‘ ’ 2

점 많이 그렇다 점 매우 많이 그렇다 점으로 평정하여, ‘ ’ 3 , ‘ ’ 4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에는 산후 일째 되는 산모3 91

명과 산후 주째 되는 산모 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을 때6 58

는 였고 가 번안하여 산욕기Cronbach's alpha .62, .82 , Lee(1992)

초산모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60 Cronbach's alpha .94

였으며 개월에서 개월 육아상담실에 방문한 영아모를 대, 1 12

상으로 한 등 의 연구에서는 였다 본 연구에서의Lee (2003) .79 .

는 이었다Cronbach's alpha .80 .

양육 스트레스2)

의 은Abidin(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된 부모용 자가보고식 질문지

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이 번역과 수정36 . Kim(1998)

보완한 후 개월 영아모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측3 4～
정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

트레스의 근원에 따라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부모3

의 스트레스부모 영역 문항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 ) 12 , -

작용부모자녀관계 영역 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아동( - ) 12 , (

영역 문항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영역 마) 11 .

지막 문항인 당신 아이가 성가시게 만드는 일들을 잘 생각2 ‘

해보고 몇 가지 정도인지 계산해 보십시오예 운다 칭얼댄( : ,

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등 여러분이 생각한 숫자가 포함, . ).

되어 있는 번호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와 아이를 양육하면서’, ‘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있는 데로?

적어주십시오라는 개방형 질문을 제외한 문항을 사용하였' 34

다 유형의 점 척도로 정말 그렇지 않다 점 대체. Likert 5 , ’ ’ 1 , ‘

로 그렇지 않다 점 잘 모르겠다 점 대체로 그렇다’ 2 , ‘ ’ 3 , ‘ ’ 4

점 정말 그렇다 점으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 ‘ ’ 5

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의 개월 영아모를 대상으로Kim(1998) 3 4～
한 연구에서는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가.90 , Cronbach's alpha

부모영역 부모자녀 관계영역 자녀영역 이었고.72, - .85, .89 ,

전체는 이였다.91 .

자료 수집 방법4.
모유수유모 대상 자료수집은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당일인 년 월 일에 이루어졌다 대회 접수 시에 연구자2005 9 8 .

와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

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회수하였

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응답 내용이 모유수유아 선발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연구보조원은 대. G

학교 병원 신생아실에 간호사로 근무하는 간호학전공 석사과

정 대학원생으로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

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조제유 수유모 대상 자료수집은 년 월 일부터2005 11 1 2006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다 대상자가 보건소 소아과 외래1 31 . ,

대기실에 있는 동안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게 한

다음 바로 회수하였다 대상자에게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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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분이었다10 .

자료분석방법5.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SPSS WIN-12.0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2 로 분석하였다test .

모유 수유모와 조제유 수유모의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모유 수유모와 조제유 수유모의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로 검증하였다t-test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

육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와 로 검증하였다t-test ANOVA .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로 검증하였다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모유수유모 명과 조제유수유모 명의 일반적 특성은145 112

다음과 같다 모유수유모 조제수유모 모두 세가 가장. , 26 30～

많았으며 세 이상 세 이하(53.1%, 54.5%), 31 (42.1%, 41.1%), 2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명의 가(4.1%, 4.5%) . 257 86.0%

전업주부였고 취업주부는 였으며 두 집단간의 취업상태, 13.2%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유수유모 집단은 이후 출산 계획.

이 있다고 한 경우가 조제유수유모는 로 모유수57.2%, 43.8%

유모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아기=5.69, p<.05).

를 처음 만져본 시기는 산후 일 이내가 모유수유모1 56.6%,

조제유수유모 로 모유수유모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44.6%

으로 나타났다( 2 육아 정보를 구하는 곳은 모유=4.05, p<.05).

수유모와 조제유수유모 간에 책( 2 의사=15.2), ( 2 간호=3.52),

사( 2 대중매체=25.5), ( 2 에서 조제유수유모가 유의하게=2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모와 조제유수유모의(p<.01).

연령 취업여부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출산계획 아기, ,

를 처음 만져본 시기 육아 정보를 구하는 출처에서는 두 집,

단간에 차이가 있었다<Table 1>.

명 영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대상자257 . 257

명 중 남아는 여아는 였으며 영아의 개월수는52.1%, 47.9% , 5

개월 개월 개월 로 두 집단 간에 유(30.4%), 6 (35.8%), 7 (33.4%)

의한 차이가 없었다 출생 순위도 첫째 둘째. (48.6%), (44.8%),

셋째 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유수유(5.8%) .

하는 영아는 알러지가 없다가 조제유를 수유하는 영아87.6%,

는 로 조제유를 수유하는 영아에게 알러지가 유의하게69.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아의 일반적 특성 중=36.5, p<.01).

에서 성별 개월 수 출생 순위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 ,

었으나 알러지 유무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Table 1> Mother's general characteristics f(%)
Characteristics

Breast fed mother

(n=145)

Formula fed mother

(n=112)
χ2

Age(yrs) Below 25 6( 4.1) 5( 4.5)

.05
26-30 77(53.1) 61(54.5)
31 and older 61(42.1) 46(41.1)
No response 1( 0.7) 0

Employment Employed 18(12.4) 16(14.3)
.15Unemployed 125(86.2) 96(85.7)

No response 2( 1.4)
Wanting more child Yes 83(57.2) 49(43.8)

5.69*No 57(39.3) 62(55.4)
No response 5( 3.4) 1( 0.9)

First skin contact with Within the first day after delivery 82(56.6) 50(44.6)
4.05*infant Over 1day after delivery 61(42.1) 62(55.4)

No response 2( 1.4)
Resources Internet 123(84.8) 88(78.6) 3.56
(multiple responses) Book 74(51.0) 82(73.2) 15.2**

Doctor 18(12.4) 48(42.9) 3.52**
Nurses 7( 4.8) 31(27.7) 25.5**
Parents or Neighbors 86(59.3) 61(54.5) 4.04
Mass media 7( 4.8) 28(25.0) 22.7**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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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Table 2>.

수유방법에 따른 어머니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2. ,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비교

어머니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점 만점에 모유수유모4

는 평균 평점 점 조제유수유모는 점이었고3.28(.42) , 2.84(.35) ,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t=8.80, p<.01)

났다 즉 모유수유모가 유의하게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이.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영역별로 보면 모유수유모는 점 만점에5

부모영역 점 부모자녀관계 영역 점 자녀영2.28(.77) , - 1.36(.34) ,

역 점 전체 점이었고 조제유수유모는 부모1.75(.53) , 1.80(.42) ,

영역 점 부모자녀관계 영역 점 자녀영역2.86(.67) , - 2.83(.64) ,

점 전체 점으로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3.28(.71) , 2.97(.48)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33, p<.01, t=-23.4,

즉 모유수유모가 조제유p<.01, t=-19.7, p<.01, t=-20.6, p<.01).

수유모보다 양육스트레스의 전체 점수 및 가지 하부 영역에3

서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영역별 점수는 모유수유모는 부모자녀관계영

역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자녀 영역 부모 영역 순이였으며, , ,

조제유수유모는 부모자녀관계영역 부모영역 자녀영역 순으로, ,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어머니역할 수행3.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전체 대상자의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차

이는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여부 영아성별 영아 개월, , ,

수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상관관계4.
전체 대상자의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정

도는 로 통계적으로 강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r=-.55(p<.01) .

즉 대상자의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

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역할 수행 자신감 정.

도는 양육스트레스의 하부영역 모두에서도 역상관관계를3

보였다<Table 5>.

논 의

<Table 2> Infant's general characteristics f(%)
Characteristics

Breast feeding mother

(n=145)

Bottle-feeding mother

(n=112)
χ2

Sex Boy 82(56.6) 52(46.4)
2.55

Girl 63(43.4) 60(53.6)
Age 5 month 49(33.8) 29(25.9)

3.28
6 month 48(33.1) 44(39.9)
7 month 48(33.1) 38(33.9)
No response 1( 0.9)

Birth order First 79(54.5) 46(41.1)

5.87
Second 58(40.0) 57(50.9)
Third 7( 4.8) 8( 7.1)
Over 3 - 1( 0.9)
No response 1( 0.7)

Allergy Yes 3( 2.1) 34(30.4)
36.5**No 127(87.6) 78(69.6)

No response 15(10.3) -
** p< .01

<Table 3> Comparison of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mother's feeding method
Breast feeding mother

Mean(SD)

Formula feeding mother

Mean(SD)
t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3.28(.42) 2.84(.35) 8.80**

Parenting Stress

Total 1.80(.42) 2.97(.48) -20.6**
Parent 2.28(.77) 2.86(.67) -6.33**
Parent-Child 1.36(.34) 2.83(.64) -23.4**
Child 1.75(.53) 3.28(.71) -19.7**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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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두 집단간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 어머니 역할 자신,

감과 양육스트레스 정도 어머니 역할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

을 주는 대상자의 변수 어머니 역할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관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영아의 알러지는 조제유수유 영아보다 모유수

유 영아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영아에서 알.

러지 아토피 발생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

실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

는 점 범위으로 나타났다 초산모를 대상으로 연구3.06(1 4 ) .～
한 의 연구에서는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로 이루어Lee(1998)

졌으며 실험 전에는 실험 후에는 로 본 연구보다는3.2, 3.19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개월 영아모를 대상으로 한 등. 1 12 Lee～
의 연구에서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가(2003) 2.89,

와 의 연구에서 출산 후 주 후 산욕모의Koo Moon(1998) 4 6～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는 문항 과2.88(40.38/14 ), Yang

의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는Kim(2003) 2.78,

과 의 연구에서는 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Chung Han(1999) 2.60

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

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

정도가 약간 높거나 낮은 결과였으나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

감 정도는 보통보다는 높은 결과로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2.38(1 5～
점 범위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영아모를 대상) .

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월 이하 첫 아. 6

기 영아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등 의 연구에서는Kim (2005) 2.4

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 3 4～
월 정상아 어머니와 퇴원 후 개월 된 저출생체중아 어머3 4～
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 에서 전체 영아(Kim, 1998)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는 조금 낮게2.16

나타났다 영아모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월. 105 4 6～
영아모는 개월 영아모는 개월 영아모는2.79, 7 9 2.90, 10 12～ ～

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다3.32 (Shin,

영아모 대상 연구 결과를 통한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1997).

정도는 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도 이 범위에2.16 3.32～
속하고 있다 하지만 영아의 월령과 양육스트레스는 상관관계.

가 있다는 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월령에 따른Shin(1997)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

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영역별 점수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영역에서 부모2.57,

자녀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부모자녀 관계 영역에서-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2.09,

아동영역이 로 나타났다 등 의 연구에서는 부2.51 . Kim (2005)

모영역 부모자녀관계영역 아동영역에서2.77, - 1.95, 2.56,

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영역이 부모 자녀영Kim(1998) 2.62,

<Table 4> Differences of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mother's and infan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Parenting stress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aternal Age Below 25 3.11(.45)
.07 .93

2.22(.77)
.10 .9126-30 3.08(.47) 2.32(.70)

31 and older 3.09(.43) 2.32(.78)
Employment Employed 3.04(.35)

-.58 .56
2.41(.73)

.77 .44
Unemployed 3.09(.46) 2.30(.74)

Infant's sex Boy 3.10(.46)
.45 .66

2.31(.81)
-.19 .85

Girl 3.07(.44) 2.32(.65)
Infant's age 5 month 3.06(.44)

.74 .48
2.26(.71)

.41 .666 month 3.13(.46) 2.31(.70)
7 month 3.06(.45) 2.37(.79)

Birth orders First 3.09(.45)
.41 .75

2.21(.67)
1.96 .12Second 3.08(.47) 2.43(.77)

Over third 3.17(.29) 2.35(.86)

<Table 5> Correlations to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and parenting stress
Parenting stress

Parenting stress subscales

Parent Parent-Child Child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54** -.39** -.53** -.4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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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아동영역이 으로 본 연구 결과와 거의 유사한1.76, 2.06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양육스트레스 전체 중에서 부.

모 영역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아동 영역 부모자녀관계,

영역 순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수유방법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 모유수유모의

양육스트레스 영역별 점수는 부모 영역 아동 영역(2.28),

부모자녀 관계 영역 순이였으며 조제유수유모는(1.75), - (1.36) ,

아동영역 부모영역 부모자녀 관계 영역 순(3.28), (2.86), - (2.83)

으로 나타나 조제유수유모가 아동영역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제유수유모가 모유수유.

모보다 아동 행동 상의 문제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하며 조제유수유모가 모유수유모보다 자신의,

아기를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 영아의 성별 영아개월 수 출생 순, , , ,

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 의 연. Kim (2005)

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 아기의 개월수 직업 유무에 따른, ,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

하였으나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와 의 연구에서는. Yoo Kim(2004)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평균 세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3.6

연구에서 어머니의 연령 학력 환아의 나이와 성별은 양육스, ,

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

치하였다 과 의 신생아 어머니 대상 연. Kang, Kim Son(2004)

구에서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은 출생 순위를 제외한 어머니

연령 직업 유무 아기 성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

서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Lee, Lee, Kim,

과 의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Kim Park(2004)

서는 직업이 없거나 자영업을 가진 여성이 신생아 양육 자신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 유형이 어머니 양육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생각한 것은 본 연구 결과와 다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은 고학력 전문직 여성은 보육형태, Kang(1998)

에 대한 만족과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아서

실제 양육스트레스는 높지 않다고 본 견해와도 다르다.

은 여아를 둔 취업모가 남아를 둔 취업모보다 양Kang(1998)

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 결과와 다르

며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활동력과 행동 반경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 영아는 남녀 행.

동 특성이 두드러지는 시기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제

외하여도 좋을 것 같다 대상자 특성 중에서 어머니 취업유.

형 출생 순위가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국내 연구는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는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어머니의 수유방법에 따른 어머니 역

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유수유모 는 조제유수유모 보다 어머. (3.28) (2.84)

니 역할 수행 자신감이 유의하게 높고 모유수(t=8.80, p<.001),

유모의 양육스트레스 는 조제유수유모 보다 유의하게(1.80) (2.97)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t=20.6, p<.001) .

감은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역상관관계 를 보여(r=-.55, P<.001)

주고 있다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은 어머니 역할 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자신감이 부족한 어머니는 자신의 과업을

실제보다 어렵게 판단할 수 있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러므로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이 높아지면(Lee, 1992).

양육스트레스는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는 조제유 수유를 하는 어머니보다

수유와 관련된 양육 행동에서 영아와 상호작용 양을 증가시

키며 이는 어머니의 영아 행동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감 증가

와 동시에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신감이 높아진

어머니는 영아 돌보기 활동을 통한 부담감은 있으나 만족감

이 크고 영아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으로 하면서 양육스트레

스가 적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은 양육행동을 통해 어머니와 영아가 보낸 시간

의 양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지지하는 연구로

과 의 연구가 있다 와Moon Koo(2000), Kim(2005) . Koo Moon

의 연구에서는 간호중재로 캉가루식 돌보기를 시행한(2000)

어머니군이 대조군보다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은 마사지 교육 프로그램을 받, Kim(2005)

은 미숙아 어머니는 퇴원 전보다 퇴원 주후 대조군보다 어4

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이 유의한 차이로 증가하였음을 제시

하였다 양육행동 중 모유수유는 어머니의 의도와 실행 의지.

만 있다면 분만 후 자연스럽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모유

수유를 통한 생리적 심리적 이점에다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

감을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

으므로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이러한 점을 좀 더 강조하여

모유수유 권장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대상자 개월 영아모 명의 어머니 역할5, 6, 7 257

수행 자신감은 점 범위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3.06(1 4 )～
으며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점 범위로 나타나 보통, 2.38(1 5 )～
보다 조금 낮았다.

모유수유모는 조제유수유모보다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이

유의하게 높고 모유수유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조제유수유모보,

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수유방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영역별 점수에서 모유수유모는 부모 영역 아동 영역 부모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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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관계 영역 순이었으며 조제유수유모는 아동영역 부모영, ,

역 부모자녀 관계 영역 순으로 나타나 조제유수유모가 아동, -

영역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은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역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 영아의 성별 영아, , ,

개월 수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영아기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 전체 중에서 부모 영역 점수

가 가장 높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제유수유모는 양육스트레스 전체 중에서 아동영역에서 스•

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므로 수유방법에 따른 영아모 간호

중재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수유방법에 따른 어머니 역할 획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

수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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