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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모유는 생후 초기부터 영아에게 있어서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모방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식품으로써 신

비에 가까울 정도로 모아 양측에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

라 사회 정서적 측면으로도 충족효과와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건강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

소들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중요성이 있다

변수자 즉 모유는 성장이 빠른 영아에게 생물( , 1994). ,

학적으로 가장 적합한 영양 공급원이 되고 면역학적으로

도 그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모유수유가 모아애착,

의 형성을 증진시키므로 영아의 정서발달에서도 그 가치

가 인식되고 있다김혜숙( , 1992; Whaley and Wong,

1987).

모유의 생물학적 우수성에 대한 인식과 모유수유를 권

장하는 소비자 운동 등으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년1970

대 이후 모유수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Bergenvin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et. al., 1983). 1980

년대에 한국인구보건 연구원 에서68.9%( , 1982) 1990

년대에는 이경혜 로 매우 저하되었으며35.4%( , 1992) ,

최지윤과 김미원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유수유(1995)

실천율이 분만 주후에는 주후에는2 53.3%, 4 45.5%, 8

주후에는 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유수유 실천35.1%

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율이 저하되는 요인으로는 인공유가 모유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잘못된 선입관과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나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지지 체계의 결여

등의 가족구조의 변화 병원 분만시 모아의 분리입원이,

나 빈번한 제왕절개술 또는 모유수유에 대한 전문 의료

인의 무관심 등의 병원 환경적 요인 및 분유회사의 과대

선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김승조 김혜숙( , 1990; ,

따라서 모유수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기1995). ,

를 기르는 어머니의 인식과 노력뿐만 아니라 모유수유를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회환경 및 분위기 조성이 무

엇보다 필요하며 모유량의 부족은 더 이상 절대적인 장,

애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최영희( ,

김혜숙 박현경 및 이은희. , 1996).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정확성은 모유수유의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모유수유에 대한 정,

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념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

게 되며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부족은(Kearney, 1988),

모유수유를 하려는 동기와 직접적인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영희 김혜숙 박현경 및 이은희( , . , 1996).

그러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저절로 터득되,

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만 습득되

어지므로 간호사를 포함하는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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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신생아의 수유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산전간호에서 제

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때 간호사가 전달하는,

모유수유에 대한 권유와 도움은 임산부에게 상당한 영향

을 주어 간호사가 헌신적인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

히 정보를 제공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으므로하영수( ,

간호사는 임산부들에게 모유수유를 선택할 수1987),

있도록 정보를 주어야 하며 임신 초기부터 산욕기간까지

각 단계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유수유 실패요인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서 모유수유

실천의 주체자인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를 알

아보고 산모가 인지한 간호사의 모유수유 간호활동 정도

를 파악하여 모유수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간호중재,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2.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를 파악한다1) .

산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2)

도 차이를 파악한다.

산모가 인지한 간호사의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을3)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3.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수준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1) :

지식정도이며 정문숙 등 이 개발한 지식측정, (1994)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모유수유 간호활동 산모가 인지한 간호사의 모유수2) :

유 관련 간호활동을 말하며 정문숙 등 이 개, (1994)

발한 문항의 간호활동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30

의미한다.

Ⅱ 문헌 고찰.

모유의 성분과 우유성분의 차이는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과거에 비해 영아의 영양학적 생리적 요구에 대,

한 지식과 기술적 측면의 발달로 좀 더 나은 인공영양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모유는 영아의 성장 및 건강을 위해

가장 적합한 영양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출산후 일간. 5

분비되는 초유는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을 더 많이, ,

함유할 뿐 아니라 항체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질병

에 대한 저항력을 높게 해준다김혜숙( , 1992).

미국 및 스웨덴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사회 경제적 수

준이 높은 계층을 선두로 모유수유 빈도가 증가하고 있

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모유수유의 중요성이 점차 새롭게

인식되면서 몇 몇 병원을 중심으로 모자동실제도를 실시

하는등 모유수유 확산 분위기가 크게 조성되어 가고 있

는 실정이다.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부족은 어머니들이 모유수유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며김혜숙 모유수( , 1992),

유에 대한 지식정보의 깊이와 정확성은 모유수유의 성( )

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

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념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며 신념과 태도는 모유수유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화숙 은 모유(Kearney, 1988). (1991)

수유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하며

모유수유를 향한 어머니의 신년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고 하였다.

송지호 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임부들은 초(1989)

유의 면역성과 정서적 유대감 영양학적 우수성 등의 지,

식정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그 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서는 잘 모르고 있으며 산모는 퇴원하게 되면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지의

부족으로 인해 모유수유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해 산모와 가족 구성,

원 모두 모유수유를 쉽게 중단하기로 결정해 버리는 경

향이 있다(Chapman, Macet, Keegam, Boru &

방매륜Beronet, 1985; Graef & Broosten, 1988).

의 연구에 의하면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은 모유(1983)

수유와 긍정적인 상관이 있지만 대부분의 어머니가 병,

원에서 분만함에도 불구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요원

으로부터 모유를 먹이는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설명은

거의 받지 않았으며 퇴원시에도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말조차 듣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자형 변수자 및( ,

한경자 정문숙 등 또한 박공례와 김정, 1994; , 1993). ,

효 에 의하면 임신중 모유수유에 관한 교육을 제(1991)

공한 사람은 스스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은 경우가 대

부분이고 친모 시모 기타 친지로부터 받은(87.5%), , ,

경우가 라고 하여 모유수유와 관련된 교육활동이20.5%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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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 도움이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유수유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산전관리시 모유의 장점을 교육하고 산후

에는 모유수유를 지지하며 병원 당국에서는 모자동실제

도를 실시하고 임산부를 간호하는 병동에서는 모유수유

프로토콜이나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복되거나

빠짐없이 모유수유교육을 시켜나가야 하며 배우자나 가,

족의 지지를 위해 양친교실을 운영하거나 의료계에서는

모유수유 간호사제도를 확립하고 출산한 여성에게는 개3

월 이상 산후 휴가를 법적으로 장착시키며 직장 탁아소,

제도등의 직장여성을 위한 모유수유실의 설치 같은 좀

더 실질적인 모유수유 권장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조미(

영, 1992).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사의 지지를 살펴보면 유연자,

는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간호활동과 저해요인(1997)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모유수유를 권장하

기 위한 교육이나 상담경험은 대부분 이 간단히(75.4%)

말로만 모유수유를 권장하였고 간호사가 모유수유 저해,

요인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도 간호활동 수행정도는 높지

않았다고 하였다 김영혜 도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1997)

대한 지식정도가 모유수유 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 및 간,

호활동 수행정도는 전반적으로 낮다고 하였으며 간호사,

가 모유수유 간호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과다,

병원행정 정책등을 들고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이유로는

모유수유가 좋고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안하기

보다는 임상실무에서 헌신하려는 간호사의 태도가 결여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신생아의 수유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산전간호에서 제

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때 간호사가 전달하는

모유수유에 대한 권유와 도움은 임산부에게 상당한 영향

력을 가져다주는데 간호사가 헌신적인 태도와 신념을 가

지고 열심히 정보를 제공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이며 특히 모유수유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 때는 큰 도

움이 된다하영수 한편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 , 1987). ,

적 지지의 부족은 임산부들이 인공수유를 결정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모유(Freed, Jones & Shanler, 1992),

수유에 대한 자신감은 모유수유를 하려는 의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모유수(Coreil & Murphy, 1988),

유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는 모유수유의 조기중단과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Moore, Bianchi-Gray &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자Stephens, 1991)

신감이 모유수유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으로 모유수유는 가장 자연스러운 수유방법으로서

모아 모두에게 최대의 건강 이익을 가져다주며 모유수,

유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산모가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모유수유를 향한 태도와 신

념이 있어야 하며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사의 정보제공,

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원에서의 모자동실제.

도 실시 및 직장 탁아소등의 직장 여성을 위한 모유수유

실의 설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산모가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사회적 지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연구 설계1.

본 연구는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산모가

인지한 간호사의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 정도를 알아보

기 위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2.

본 연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서울1999 12 1 12 31

에 소재한 개 대학병원과 시에 소재한 개 대학병원1 P 1

에서 아기를 분만한 산후 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대상3

으로 서울에서 명 시에서 명인 총 명이었다, 50 , P 50 100 .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본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을 의뢰하였으며 간호사들은 직접 산모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산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입하게 한 후 직접 회수하였다 총.

응답자 명중 불성실하게 답한 명을 제외한 명100 23 77

을 실제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3.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정문숙 등 이 개발한(1994)

모유수유 지식 및 간호활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도구의 문항은 문항으로서 대상 산모의 일반적 특57

성 문항 산모의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 문항 및 산모7 , 20

가 인지한 간호사의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 정도를 묻

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30 .

산모의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정도는 예 아니오로 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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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게 하여 문항별로 정답율 오답율 을 측정하(%), (%)

였고 개별 산모에 대한 정답 문항수를 계산하여 점수화,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모유수유의 지식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였다Cronbach's =.7039 .α

산모가 인지한 간호사의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은 간

호사가 산모를 대상으로 실제 간호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항상한다 자주한다 가끔한다 거의 안한다 전혀‘ ’ ‘ ’ ‘ ’ ‘ ’ ‘

안한다의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 5

유수유에 대한 간호활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모유수유 간호활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이었다Chronbach's =.9670 .α

자료분석방법4.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PSS PC+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는 각 문항별 정답자와 오답자

의 평균 점수와 응답자수의 빈도를 보았으며 산모가 인,

지한 간호사의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의 수행정도는 각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산모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정도의 차이는 와t-test ANOVA

로 보았으며 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Tukey test .

Ⅳ 연구결과 및 논의.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표 연령은 평균< 1>,

세로 세가 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정30.3 30-34 44.2% ,

도는 고졸과 대졸이 각각 로 대부분이 고졸 이상46.8%

이었으며 경제상태는 중정도가 로 가장 많았다90.9% .

자녀수는 명이 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없는1 51.9%

경우가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42.9% .

업주부가 로 대다수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72.7%

고 모유수유 경험은 없는 경우가 로 있는 경우59.7%

보다 높게 나타났다40.4% .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2.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를 보면 점 만20

점에 최소 점 최고 점으로 평균 점표준편차7 , 16 11.56 (

였으며 전체 항목의 최대점수 점에 대해 전체 평1.65) , 1

균 문항수로 나눈 점수가 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0.58 <

표 이는 정문숙 등 의 평균 과 김영혜2>. (1994) 12.80

와 김미정 의 평균 점보다 낮은 것으로 산(1009) 13.55

모를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문항별 정답율은 였50.46%

으며 항목별 지식정도에서 가장 높은 정답율을 보인 항,

목은 초유에는 면역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97.4%)

였으며 그 다음에는 모유수유는 산후의 체중조절에 도, ‘

움을 준다 초유는 아기의 뇌발달을 자극시킨’(89.6%), ‘

다 수유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발생율이 낮’(89.6%), ‘

다 순으로 송지호 의 초유의 면역성과 영’(81.8%) (1989)

양학적 우수성을 들고 있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 2>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평점

11.56 1.65 7 16～ 0.58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77)

특 성 구 분 대상자수 %

연 령 세20 - 24

세25 - 29

세30 - 34

세35 - 39

4

29

34

10

5.2

37.7

44.2

13.0

평균 세30.3

교육정도 중졸

고졸

대졸

5

36

36

6.4

46.8

46.8

경제상태 중

하

70

7

90.0

9.0

자녀수 없음

명1

명2

명이상3

8

40

27

2

10.4

51.9

35.1

2.6

종 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없음

19

17

8

33

24.7

22.1

10.4

42.9

직 업 유

무

21

56

27.3

72.7

모유수유경험 유

무

31

46

40.3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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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를 측

정한 연구 등김영혜와 김미정 정문숙 등( , 1997; ,

에서 가장 낮은 정답율을 나타낸 항목은 초유는1994) ‘

성유보다 수용성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우유는’, ‘

모유보다 비만예방에 도움이 된다로 산모를 대상으로한’

지식측정에서 낮은 정답율을 보인 항목과 일치하여 모,

유수유에 대한 교육시 보충 또는 강화해야 할 부분임을

암시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부족은 모유수유를 하.

려는 동기와 직접적인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며최영희( ,

김혜숙 박현경 및 이은희 지식정보의 깊이와, , 1996), ( )

정확성은 모유수유의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므

로 정답율이 낮은 항목을 보강하여(Kearney, 1988),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정도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정도의 차이를 보면

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연령별< 4>,

로는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3.99, P<0.001

로 사후검정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지식이tukey-HSD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와 의. Beske Gravis(1982)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높고 실시율

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상

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군에서 지식이 낮게 측정되었으므

로 모유수유 교육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교.

별로는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F=4.30, P<0.05

으며 로 사후검정을 한 결과 불교군에서 다tukey-HSD

른 군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대상 지역이 불교 문화권에서 전반적으로.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

종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믿음과 사랑이 깊어 모

유수유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에 따라 지식수준도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정 등 의 연구에서는 연령(1994) (F=4.19, P<0.05),

직급 자녀수 등(F=3.11, P<0.05), (F=4.53, P<0.05)

표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문항의 순위별 평점< 3>

문 항 순 위
정답

N(%)

오답

N(%)
M SD

초유는 분만후 약 일주일동안 분비된다*1. . 6 58(75.3) 19(24.7) 0.25 0.43

초유는 성유보다 수용성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2. . 18 13(16.9) 64(83.1) 0.83 0.38

초유는 아기의 뇌발달을 자극시킨다3. . 2 69(89.6) 8(10.4) 0.90 0.31

초유에는 면역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4. . 1 75(97.4) 2( 2.6) 0.97 0.16

모유의 단백질 함량은 아기의 성장에 약간 부족하다5. . 7 57(74.0) 20(26.0) 0.74 0.44

우유먹고 자란 아기는 알레르기등의 이환률이 낮다*6. . 12 37(48.1) 40(51.9) 0.48 0.50

우유에는 모유보다 콜레스테롤이 많다7. . 11 50(64.9) 27(35.1) 0.65 0.48

우유는 모유보다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8. . 17 14(18.2) 63(81.8) 0.18 0.39

수유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낮다9. . 4 63(81.8) 14(18.2) 0.82 0.39

모유수유는 산후의 체중조절에 도움을 준다10. . 2 69(89.6) 8(10.4) 0.90 0.31

출생후 한 시간 이내에 젖을 물리는 것이 이상적이다11. . 15 24(31.2) 53(68.8) 0.31 0.47

부적절한 수유자세는 유두균열을 발생시킬수 있다*12. . 9 54(70.1) 23(29.9) 0.30 0.46

유즙의 분비는 대개 분만후 일부터 시작된다*13. 5-6 . 8 55(71.4) 22(28.6) 0.29 0.46

젖은 계속적으로 자주 빨리면 수년 동안 분비된다14. . 13 27(35.1) 50(64.9) 0.35 0.48

유방이 작으면 젖의 분비량도 충분치 못하다*15. . 20 4( 5.2) 73(94.8) 0.95 0.22

아기에게 황달이 나타나면 반드시 모유수유를 금해야 한다*16. . 14 25(32.5) 52(67.5) 0.68 0.47

모유를 먹는 아기는 우유를 먹는 아기보다 변이 묽다17. . 5 60(77.9) 17(22.1) 0.78 0.42

모유수유는 어머니의 골다공증을 예방한다*18. . 10 52(67.5) 25(32.5) 0.33 0.47

인공 수유아는 모유 수유아보다 언어능력이 높다*19. . 19 8(10.4) 69(89.6) 0.10 0.34

모유 속에는 백혈구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기의 충치를 예방한다*20. . 16 18(23.4) 59(76.6) 0.77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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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지식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

공례와 김정효 의 연(1998) 구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수유

방법 에 따라 지식정도의 차이가 있(F=3.33, P<0.05)

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

한 규명을 위해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산모가 인지한 간호사의 간호활동 정도4.

산모가 인지한 간호사의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 정도

는 점 만점에 최소 점 최고 점으로 평균150 30 , 146

점 표준편차 였으며 전체 항목의 최대점100.05 ( 27.65) ,

수 점에 대해 전체 평균 문항평균으로 나눈 점수가5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이는 정 등3.35 < 5>. (1994)

의 점 만점에 평균 점으로 김영혜와 김미정120 65.50 ,

의 점 만점에 점보다 높은 것으로 대(1997) 145 92.38

상 병원이 임산부 교실을 통한 산전 산후 교육을 실시,

한 결과라 생각되며 와 에, Graffy(1992) Calvo(1992)

의하면 임신중이나 분만후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의료인들

로부터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가술 원조 및 지지를 구, ,

해보았으나 놀랍게도 에서 오히려 인공수유를 권고42%

받았다고 하여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산모가 인지한 간호사의 간호활동 정도< 5>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점

100.05 27.65 30-146 3.35

박옥희와 권인수 의 연구결과에서도 임신중 모(1991)

유수유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 사람은 스스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친모 시모(87.5%), , ,

기타 친지로부터 받 은 경우가 라고 하여 의료20.5%

인들에 대한 모유수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 수행정도를 보면 표 가장 높은 수행정도를< 6>,

보인 항목은 초유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4.05±1.02),

산후 유방 맛사지 방법을 교육한다 모유‘ ’(3.79±1.15), ‘

수유는 아기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됨을 설명한

다 모유는 아기에게 가장 완벽한 식품임’(3.76±1.22), ‘

을 설명한다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3.75±1.13) ,

수행정도를 보인 항목은 분만후 시간 이내에 브레지‘ 24

어로 유방을 잘 지지하도록 교육한다 유’(2.75±1.39), ‘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의 차이< 4> (N=77)

특성 구분 대상자수 평균 표준편차 t or F

연령 세20-24

세5-29

세30-34

세35-39

4

29

34

10

20.25

20.28

20.68

22.50

1.62

1.64

2.12

2.74

3.99**

교육정도 중졸

고졸

대졸

5

36

36

20.00

20.81

20.81

1.23

1.67

1.62
0.59

경제상태 중

하

70

7

20.73

20.00

2.11

1.97 1.34

자녀수 없음

명1

명2

명이상3

8

40

27

2

20.25

20.60

20.78

22.00

2.10

2.17

2.19

1.98

0.71

종교 불고

기독교

천주교

없음

19

17

8

33

21.53

21.00

20.38

20.06

1.88

1.72

2.12

2.02

4.30*

직업 유

무

21

56

21.00

20.53

1.41

1.64 1.15

모유수유경험 유

무

31

46

20.70

20.63

1.67

1.54 0.21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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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를 뺄때 아기의 양볼을 눌러서 빼는 법을 교육한

다 유두가 함몰되었는지를 사정해준’(2.90±1.35), ‘

다 유두가 함몰되었을 때 그 관리법을’(2.93±1.40), ‘

교육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 등’(2.96±1.40) .

과 김영혜와 김미정 의 연구결과와 부분적(1994) (1997)

으로 일치되는 결과이지만 모유수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향후 산모가 평가하는 간호사의 간호활동과 간호사

자신이 평가하는 간호활동간의 견해를 좁히는 노력이 필

요하리라 본다.

한편 개의 간호활동 항목중 평균치 이하의 점수를, 30

보인 항목이 개 항목으로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 수19

행시 이를 고려하여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시스템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

지고 있는데 건강 전문가들과 건강전문 기관이 모두 산,

모에게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과 현존하는

기관의 경우 산후 즉시 또는 그 후에 모유수유를 하기에

불편하고 산전 산후시기에 모유수유에 관심이 주어지지, ,

않는다는 것이다김혜숙 또한 대부분의 어머니( , 1995).

표 산모가 인지한 간호사의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 문항의 순위별 평점< 6> (N=77)

문 항 순 위 M ± SD

임산부에게 모유수유를 묻는다1. . 5 3.74±1.16

모유수유를 안하는 이유를 묻는다2. . 26 2.98±1.34

산모의 건강상태가 모유수유에 적합한지를 사정한다3. . 25 3.01±1.27

직장여성도 모유수유가 가능함을 설명한다4. . 18 3.23±1.23

모유는 아기에게 가장 완벽한 식품임을 설명한다5. . 4 3.75±1.13

모유수유는 산후 자궁복구에 도움이 됨을 설명한다6. . 5 3.74±1.21

모유수유는 아기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됨을 설명한다7. . 3 3.76±1.22

모유수유는 모아애착을 증진시킴을 설명한다8. . 10 3.58±1.22

초유의 필요성을 설명한다9. . 1 4.05±1.02

모유분비의 생리적 기전을 설명한다10. . 22 3.09±1.25

모유수유에 관한 교육책자를 산모에게 제공한다11. . 21 3.10±1.34

수유부가 약물복용시 주의할 점을 알린다12. . 20 3.11±1.27

충분한 수분섭취가 유즙분비에 중요함을 설명한다13. . 16 3.24±1.27

수유부에게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설명한다14. . 8 3.64±1.23

아기 입원시 초유를 받아 오도록 하여 아기에게 수유해 준다15. . 14 3.28±1.43

병원에서 산모에게 수유할 기회를 제공한다16. . 7 3.70±1.28

유두가 함몰되었는지를 사정해 준다17. . 28 2.93±1.40

유두가 함몰되었을 때 그 관리법을 교육한다18. . 27 2.96±1.40

유방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교육한다19. . 11 3.45±1.28

분만후 시간 이내에 브레지어로 유방을 잘 지지하도록 교육한다20. 24 . 30 2.75±1.39

유방울혈의 증세에 대해서 설명한다21. . 12 3.35±1.35

유방울혈이 있을 때 더운 물로 찜질하도록 교육한다22. . 8 3.64±1.28

산후 유방 맛사지 방법을 교육한다23. . 2 3.79±1.15

수유시 아기 아는 법을 교육한다24. . 23 3.05±1.33

수유시 산모의 편안한 자세 유지법을 교육한다25. . 23 3.05±1.30

수유시 젖을 유륜까지 깊이 물리도록 교육한다26. . 16 3.24±1.33

수유시 아기의 코가 눌리지 않도록 교육한다27. . 18 3.23±1.28

적당한 회 수유시간을 알려 준다28. 1 . 13 3.31±1.35

유두를 뺄 때 아기의 양 볼을 눌러서 빼는 법을 교육한다29. . 29 2.90±1.35

수유후 남은 젖은 짜버리도록 교육한다30. . 14 3.28±1.37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6 1

- 85 -

가 병원에서 분만함에도 불구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의

료요원으로부터 모유를 먹이는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설

명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퇴원시에도 모유수유를 권장,

하는 말조차 듣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하였다이 변 및( ,

한 정 등, 1994; , 1994).

는 병원에서 출산을 앞둔 임부에게Winikoff(1980)

의료전문가가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한 결과 모유수유

율이 극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의사와 간호사

가 모유수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태도를 보이

면 산모들의 모유수유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

여 의료진 특히 산모의 간호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간

호사의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이 모유수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결론1.

본 연구는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와 산모가

인지한 모유수유 관련 간호활동 수행정도를 알아보기 위

해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산후 일 이내1999 12 1 12 31 3

의 산모 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해서 자료를 수77

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정등 의 모유수유 지식측정. (1994)

도구와 간호활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를 이용하여 빈도 로 분석SPSS PC+ , t-test, ANOVA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세가 로 가장 많았고1) 30-34 44.2% ,

교육정도는 고졸과 대졸이 각각 로 대부분이46.8%

고졸이상이었으며 경제상태는 중정도가 로, 90.9%

대다수였으며 자녀수는 명이 로 가장 많았, 1 51.9%

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로 가장 많았으며 직. 42.9% ,

업은 가 없는 경우로 대부분이 전업주부였으72.7%

며 모유수유 경험은 없는 경우가 로 가장 많, 59.7%

았다.

2)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는 점 만점에 평균20

점 표준편차 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11.56 ( 1.65) ,

문항별 정답율은 로 나타났다50.46%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정도의 차이에서3)

연령 종교(F=3.99, P<0.001), (F=4.30,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별로.

는 연령이 높은 경우 지식정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F=3.99, P<0.001).

교별로는 종교가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지식정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4.30, P<0.05).

산모가 인지한 간호사의 간호활동 정도를 보면 점4) 150

만점에 평균 점표준편차 로 비교적100.05 ( 27.65)

높게 나타났지만 개의 간호활동 항목 중 평균이하, 30

의 점수를 보인 항목이 개 항목으로 나타났다19 .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비교적 낮았으며 연령에 따라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증대를

위해 간호사는 물론 모유수유에 경험이 있는 여성을 활

용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제언2.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산모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1)

타나 산모를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보급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모유수유관련 간호활동 정도가 비교적 높게2)

나타났지만 개 항목중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인30

항목이 개 항목으로 간호활동이 일부 내용에 집중19

되어 있으므로 간호활동 수행정도가 낮게 나타난 모

유수유 증진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간호활동에 포함시

킬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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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Breast feeding, Nursing activities

Study on Mother's knowledge

level of Breast feeding and

Nursing Activities related to

Breast feeding perceived by

Mother

Sung, Mi H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ther's knowledge level of breast feeding

and nursing activities related to breast feeding

perceived by mothers.

The subjects were 77 mothers who within 3

days after child birth in 2 Obstetric Clinic in

Seoul and P city from Dec 1 to 31, 1999.

Data were collected by a questionnaire

developed Jung et al.(1994).

This study was statis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Frequency, t-test and ANOVA.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 The majority

of subjects were aged 30-34 years(44.2%),

high school & college graduate(93.6%), had

one child(51.9%), had no religion(42.9%),

jobless(72.7%) and had no experience of

breast feeding(59.7%).

2) Mean score of mother's knowledge level of

breast feeding was ranged from 7-16.

Mean score of breast feeding was 11.56

points out of possible 20 points meaned that

it was a low level.

3)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mother's knowledge level of breast

feeding as follow : age(F= 3.99, P<0.001)

and religion(F= 4.30, P<0.05).

4) Mean score of nursing activities related to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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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st feeding by mothers was ranged from

30-146.

Mean score of nursing activities related to

breast feeding perceived by mothers was

100.05 points out of 150 points meant that

it was a high lev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