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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여 모유수유율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간호대학생 1, 2, 3, 4학년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유수유 지식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 대상자의 성장
기 수유형태, 모유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유 교육받은 경험, 바람직한 정보제공자, 교육요구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다. 모유수유 태도는 성별, 학년, 모유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유 교육받은 경험, 교육요구
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r=.237, p<.001)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체계적이며 다양한 모유수유교육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주제어: 모유수유, 지식, 태도, 간호대학생,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o promote breastfeeding

by understanding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04
students in the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grades.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using SPSS/WIN
20.0 version. Knowledge of breastfeed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gender, grade, subject,
breastfeeding experience, breastfeeding experience, desired information provider, and educational
needs(p<.05). Nursing attitud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gender, grade, breastfeeding
experience, breastfeeding experience, and educational needs(p<.05).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of breastfeeding(r=.237, p<.001). On the basis of this, we need
a systematic and diverse breast feeding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 Key Words : breastfeeding, knowledge, attitude, nursing students,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이주영(jylee@gch.ac.kr)
Received September 12, 2017
Accepted November 20, 2017

Revised October 28, 2017
Published November 28, 2017

224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11호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중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 즉 유년기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어릴 때의 건
강상태가 전 생애에 걸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경쟁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1]. 새롭게 탄생한 한 생명의 건강한 출발을 위해
신생아와 영유아기의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은 예로부
터 강조되어 지고 있으며 모유는 탄생한 신생아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갖추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음
식으로 인지되어 왔다.
모유수유는 모성이 아이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
기 위한 최상의 수유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며 아
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모유수유는 아기의 성
장과 발달을 증진시키며 면역학적으로도 우수하고 급성·
만성 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낮은 질환 발병률
로 인해 영아 사망률을 줄일 수 있으며, 학령기, 청소년
및 성인기에 나타나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충치예방, 만
성질환예방, 대사증후군의 예방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
가 보고되어지고 있다[1,2,3,4,5]. 모성에게도 모유수유는
자연피임, 빠른 산후회복, 유방암과 난소암, 제 2형 당뇨
를 감소시키고 산후 비만증 및 산후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모
유수유를 통해 원만한 모자관계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6].
이러한 모유수유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
구하고 20세기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모유의
대체 식품인 조제분유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이후 조제
분유의 과대광고로 모유에 대한 중요성이 쇠퇴되고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모유수유율이 급속히 감소하
였다. 전국규모로 이루어진 모유수유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이 1970년대 90%정도였
으나 2000년에는 생후 1년까지의 모유수유율이 10.2% 까
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모유수유의 우수성

hospital initiative: BFHI) 지정사업, 모유수유의 보호와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직장여성의 여건개선[6] 등의 다양
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전국표본조사에서 생후 6개월까지의 모유
수유율은 2006년 39.3%, 2009년 48.3%, 2012년 47.1%,
2015년 42.9%로 서서히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고령
임신 및 초산모의 연령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7,8].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 및 환경요인
으로는 모성의 취업여부, 모유수유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모자동실 운영, 모유수유실 확보 등의 제도 및 지지적 환
경,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 및 분만의 형태 등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정보부족에 따라 모유수유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의료인이 모유수유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모유수유전문가 부족, 모유수유
개별지도활동미흡, 모유수유경시 풍조 및 관심부족 등으
로 나타났다[9,10,11].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을 해결하고 모유수유에 대
한 여성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모유
영양 및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전달이 중요하다[12,13,14].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는 임신, 수유부 뿐만 아니라 육아와 관련된 주변인 및
의료인에 대한 모유수유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임상 및 지역사회에서 임산부, 수유부 및 그 주변
인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간호
학과 학생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
유수유에 관한 연구와 임상간호사 및 의대학생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15].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유수
유에 대한 경험, 태도 및 지식을 파악하고 모유수유의 실
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모유수
유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하여 모유수유의 장점이 밝혀지
고 모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면서 1980년대부
터 모유수유 캠페인을 벌였고, 모유수유 보호를 위한 조

2. 연구방법

제분유에 대한 판매규제와 광고의 입법화를 촉구하였으
며 1989년 ‘성공적인 모유먹이기 10단계’를 권장하였고
1992년 ‘아기에게 친절한 병원 만들기’(Baby-friendly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융합연구

한 지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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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긍정적 문항은 11개, 부정적 문항은 9개로 구성되어
있어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호의적임을 의미한다.

D시와 K시 4년제 간호학과 2곳을 대상으로 간호학과

본 도구의 신뢰도는 정금희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윤리적 고려에 대해

는.746˜.7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94로

설명하고 설문 허락을 받았다. 각 대학의 간호학과 1, 2,

나타났다.

3, 4학년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참여와 철회의 자율성, 개인정보 비밀

2.4 자료분석

유지 및 조사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

다는 사항을 모든 대상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모유수유 지식과

받았다. 연구의 목적과 설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으로 설문에 참여한 504명의 자료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

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나 불성실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486부(96.4%)의 자료

관련 지식과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t-rest와 ANOVA를

를 최종분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1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모유수유 관련 지식과 태도간의

월까지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2프

상관관계를

로그램을 이용해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검정력 .90, 유의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수준 .05, 효과크기 .30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최소 표본수
112명을 근거로 하였다.

3. 연구결과
2.3 연구도구
• 모유수유지식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Williams와 Hammer가 개발한 도구를 김혜숙
(1995)[16]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체 56문항으로 ‘수
유의 해부와 생리’, ‘모유수유의 이점’, ‘모유수유 금기 및
저해 요인’, ‘모유수유 시도’, ‘유두 동통의 예방 및 관리’,
‘모유수유 신생아의 사정’, ‘모유수유 보조기구의 사용’,
‘특별한 상황관리’, ‘모유 짜기와 보관’의 9개영역으로 구
분되어 있으며 47문항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
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9문항은 여러 개의 보기 중
정답을 하나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범
위는 0~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정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9로 나타났
다.
• 모유수유태도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금희(1997)가 개발한 모유수유 태도에 관한 측정도구
사용하였다[17].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20문항으로 ‘아
니다’, ‘모르겠다‘,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20문항(인지
적 관점: 7문항, 정서적 관점: 6문항, 실제적 관점: 7문항)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88.9%가 여자였고, 2학년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1학년이 26.4%, 4학년이 25.9%, 3학년이 20.2%
순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58.2%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22.8%, 불교 10.1%, 천주교 8.8%로 나타났고, 가족의 형
태는 87.4%가 핵가족이었다. 대상자의 성장기 수유형태
는 혼합수유는 36.2%이고, 모유수유는 30.9%이였으며,
대상자의 분만형태는 정상분만이 72.0%로 제왕절개분만
28.0%보다 많았다. 모유수유 관찰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73.3%였고 모유수유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
자는 35.6%였다. 바람직한 모유수유 정보제공자는 의료
인 43.2%, 보건교사 24.9%, 부모 및 가족은 24.3% 대중매
체는 5.6%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유수유 교육
의 적기는 임신 전후가 44.2%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가 20.8%로 조사되었다. 모유수유 교육의 필요성은
57.1%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36.4%가 상황에 따라,
5.8%가 필요없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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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86

Characteristics
Gender

Grade Level

Religion

Family type

Categories
Male

54(11.1)

Female

432(88.9)

1st

130(26.7)

2nd

132(27.2)

3rd

98(20.2)

4th

126(25.9)

protestant

111(22.8)

Catholic

43(8.8)

Buddhism

49(10.1)

Non

283(58.2)

Nuclear family

425(87.4)

Extended family
breastfeeding

Subject-own feeding type

Formula feeding
Mixed feeding
Non-memory

Subject-own delivery type

breastfeeding observation experience

Previous breastfeeding information

Normal Delivery

73(15.0)
350(72.0)
136(28.0)
356(73.3)

No

130(26.7)

Yes

173(35.6)

No

313(64.4)
27(5.6)
121(24.9)

Parents and Family

118(24.3)

Health care provider

210(43.2)

Other

10(2.1)

Elementary school

11(2.3)

Middle school

31(6.4)

High school

101(20.8)

University

77(15.8)

Before and after pregnancy
Before and after delivery

Education Required

87(17.9)
176(36.2)

Yes

Health Teacher

Time of breastfeeding education

61(12.6)
150(30.9)

Caesarean section

Mass media

Desirable for Information provider

n (%)

215(44.2)
51(10.5)

Necessary

281(57.1)

Situationally

177(36.4)

Unnecessary

3.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 및 태도

28(5.8)

제공자, 교육요구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보다는 여자가(t=-4.618, p<.001), 4학년이

본 연구 대상자의 모유수유 지식은 총 56점 만점에 평

(F=82.047, p<.001), 성장기 수유형태에서는 분유수유가

균 17.55(±8.62)점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지식은 일반

(F=4.223, p=.006), 모유수유 관찰 경험이 있는 경우

적 특성 중 성별, 학년, 대상자의 성장기 수유형태. 모유

(t=2.507, p=.013),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

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유 교육받은 경험, 바람직한 정보

우(t=12.042, p<.001), 의료인이 바람직한 모유수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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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in Breastfeeding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ender

Grade Level

Religion

Family type

Subject-own feeding type

Subject-own delivery type

breastfeeding observation experience

Previous breastfeeding education

Desirable for Information provider

Best Time of breastfeeding education

Education Required

Categories

M±SD

Male

12.54±8.81

Female

18.18±8.40

1st

11.81±7.42

2nd

14.59±8.20

3rd

20.21±6.70

4th

24.49±5.37

Protestant

18.13±8.27

Catholic

18.30±1.28

Buddhism

18.42±8.43

Non

17.00±8.79

Nuclear family

17.30±8.69

Extended family

19.27±8.01

breastfeeding

18.45±8.38

Formula feeding

19.29±8.84

Mixed feeding

16.94±8.38

Non-memory

14.98±8.87

Normal Delivery

17.28±8.06

Caesarean section

18.23±8.68

Yes

18.16±8.31

No

15.83±9.28

Yes

22.80±6.41

No

14.65±8.32

Mass media

18.59±8.20

Health Teacher

22.06±6.68

Parents

18.46±7.45

Health care provider

23.96±6.20

Other

21.59±6.80

Elementary school

18.36±9.78

Middle school

14.22±8.22

High school

18.53±8.14

University

18.93±8.36

Before and after pregnancy

16.70±8.91

Before and after delivery

18.90±8.09

Necessary

19.79±7.80

Situationally

14.97±8.35

Unnecessary

11.26±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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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86

t or F

p*

-4.618

<.001

82.047

<.001

.948

.436

-1.673

.095

4.223

.006

-1.090

.277

2.507

.013

12.042

.000

3.515

.004

2.294

0.45

27.551

<.001

* 유위수준: p< .05

제공자로 생각하는 경우(F=3.515, p=.004), 모유수유 교육

성별, 학년 모유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유 교육 받은 경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F=27.551, p<.001)가 일반

험, 교육 요구 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적 특성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보다는 여자가(t=-3.655, p=.001),

본 연구 대상자의 모유수유 태도는 20점 만점에 평균

학년 중에서는 4학년(F=5.156, p=.002)이 모유수유 관찰

15.61(±2.98)점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F=2.136, p=.015), 모유수유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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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in Breastfeeding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ender

Grade Level

Religion

Family type

Subject-own feeding type

Subject-own delivery type

breastfeeding observation experience

Previous breastfeeding information

Desirable for Information provider

Time of breastfeeding education

Education Required

Categories

M±SD

Male

14.06±3.38

Female

15.81±2.87

1st

15.05±2.95

2nd

15.28±3.22

3rd

15.91±2.84

4th

16.34±2.69

Protestant

16.05±2.88

Catholic

15.63±2.62

Buddhism

14.89±3.26

Non

15.55±3.26

Nuclear family

15.57±2.93

Extended family

15.95±3.29

breastfeeding

15.61±3.07

Formula feeding

15.84±3.11

Mixed feeding

15.82±2.67

Non-memory

14.85±3.25

Normal Delivery

15.51±3.01

Caesarean section

15.88±2.89

Yes

15.82±2.91

No

15.08±3.11

Yes

15.97±2.97

No

15.42±2.97

Mass media

15.51±3.18

Health Teacher

16.19±2.71

Parents

16.11±2.97

Health care provider

16.10±2.90

Other

15.22±3.56

Elementary school

15.09±3.33

Middle school

15.19±3.39

High school

15.92±3.22

University

15.42±3.02

Before and after pregnancy

15.71±2.82

Before and after delivery

15.27±2.80

Necessary

15.87±2.87

Situationally

15.04±2.98

Unnecessary

14.42±3.67

N=486
t or F

p*

-3.655

.001

5.156

.002

1.528

.193

-.918

.359

1.975

.117

-1.257

.210

2.136

.015

1.967

.050

.753

.585

.650

.661

3.758

.024

* 유위수준: p< .05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F=1.967, p=.050), 모유수유 관
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F=3.758, p=.024)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3.3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상관계수 r=.237로 지식과 태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 <.001)(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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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breastfeeding Attitude,
breastfeeding Knowledge

이어진다는 것과 관심 분야에 교육 요구도가 높다는 당

Attitude for
Breastfeeding

Knowledge for
Breastfeeding

따라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한 모유수유 정보 제공에 대

Attitude for
Breastfeeding

1

.237(p<.001)

Knowledge for
Breastfeeding

.237(p<.001)

1

연한 결과이나 교육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령에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본 연구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20점 만점
에 평균 15.61(±2.98)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경우 평균 78.05점으로 선행연구

유위수준: p< .05

[18,23,24]와 유사하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 모유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
도를 파악하여 추후 모유수유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은 총 56점 만점에 평균
17.55(±8.62)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한 경우 평균점수는 31.34점으로 낮은 점수이나 이는 같
은 연구도구로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여대생의 모유수유
지식은 평균 17.51((±6.13)점, 보건계열 여대생의 평균은
18.76(±7.07)점[18]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했다. 그러
나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전공 여
대생의 경우 100점 만점 환산인 경우 평균 78.9점[19], 여
대생 대상의 경우 평균 49.70점[20]으로 본 연구의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결
과가 차이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모유수유
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35.6%에 불구
하고 선행연구[19,20]에서는 최소 60%이상의 대상자가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
대상자의 성장기 수유형태. 모유수유 관찰 경험, 모유수
유 교육받은 경험, 바람직한 정보제공자, 교육요구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 남학
생보다 여학생의 지식의 높은 것은 Song, Cho, Lee와
Kim[21]의 연구, Lee, Hyun과 Lee[22]의 선행연구 결과
와 유사한다. 모유수유 관찰 경험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
의 지식이 높았는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23]
의 연구와 대학생을 조사한 Lee, Hyun과 Lee[2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모유수유 관련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
는 경우에 모유수유 지식이 높았는데 이는 중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1,22,23,24]와 유
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군에서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정보가 지식으로

유 관련 정보를 받은 경험, 교육 요구 정도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22,23,24]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 관
련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는 모유수유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라는 선행 연구
[25,26]의 결과로 볼 때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를 갖도록 하는 노력해야 한다. 교육을 통한 태도의 변화
는 단기간의 교육으로는 어려우므로 모유수유에 대한 장
기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하다. 모유
수유관련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본 연구에서
는 35.6%인데 선행연구를 보면 남녀대학생을 조사한 경
우는 21.0%[21], 여대학생인 경우62.9%[18], 79.7%[20]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여학생만 조사한 연구에서 정보를
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모유수유 관련 교육이 남
학생보다는 여학생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초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Kim과 Park[27]의 연구에
서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모유수유 경
험이 있는 가족과 지인 외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남
편으로 나타났으며, Hur[28]의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시
남편의 지지와 어머니의 모유수유 적응은 정의 상관관계
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같
은 교육의 기회와 지식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
어 진다.
본 연구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유수유 정보제공자로는
의료인, 보건교사, 부모님, 대중 매체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학생, 고등학생,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20,23,24]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대중매체와 가족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가 69.8%였고 의료인에게 정보를 얻은 경우는 3.9%
에 불과했다[20]. 중학생은 의료인이나 보건교사에게 모
유정보를 받은 경우는 28.0%에 불과하고 72%는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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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받았다고 조사되었다[23]. 연구대

공자에 대한 생각, 모유수유 교육요구도에 따라 통계적

상자들은 의료인이나 보건교사와 같이 전문 지식을 갖고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있는 사람에게 모유수유 관련 정보를 받는 것이 바람직

에 따른 모유수유 태도는 성별, 학년, 모유수유 관찰경험,

하다고 생각은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험, 모유수유 교육요구

서 학교의 보건교사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건교사가 근무하지 않는 학교는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한 모유전문지식을 갖은 의료인이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

보여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는 모유수유의 지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

간호대학생의 모유수유 지식과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

로 생각되어 진다. 모유수유를 하는 장면을 본 경우와 모

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

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모유수

으로 한 Lee, Song과 Kang[18]의 연구, Kim과 Choi[20]

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점수가 모두 높은 결과가 나타났

의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3]와 일치하였다.

다. 모유수유 장면을 보기 어려운 현실과 가족보다는 전

간호대학생이 생각하는 모유수유 교육에 적당한 시기

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에게 교육받기를 원하는 결과를 종

는 임신 전후(44.2%), 고등학교(20.8%), 대학교(15.8%),

합해 볼 때 의료인 및 보건교사를 통해 체계적인 모유수

분만전후(10.5%)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선행된 연구에

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서 가장 높은 응답 시기는 중학생은 임신전후[23], 고등
학생은 고등학교[24], 여대생의 경우 고등학교[20] 등으

본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반복연구와 교육

로 대답하여 적당한 시기는 가치관이 정립되는 청소년
시기인 고등학교와 곧 모유수유를 실천해야 하는 임신

요구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에 모유수유교육을 진행할 간호대학생을 위

전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후 6개월의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모유수유 결정 시기

한 체계적인 모유수유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는 임신전이 72.9%로 가장 높았고, 분만 후 에 결정한 어
머니는 10.0%에 불과하였다. 70%이상의 대부분의 어머

셋째, 모유수유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니들이 임신 전에 모유수유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 모유
수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모유수유 교육은 임신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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