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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ssociated with the Method of Feeding Preterm Infants after Hospital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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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nvestigate factors that may affect the method of feeding among preterm infants at 4 weeks after discharge. Methods:
This study included 222 mother-infant dyads born before a gestational age of 37 weeks. The feeding method and general med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were assessed at 4 weeks after discharge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which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breastfeeding at home. Results: Of the 222 infants 
who qualified for the study, 71 (32.9%) continued to receive breastmilk at 4 weeks post-discharg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breastfeeding at 4 weeks post-discharge was associated with higher breastfeeding self-efficacy, vaginal de-
livery (experience), direct breastfeeding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gestational age between 30 and 34 weeks, and
breastmilk consumption in the NICU. The following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mixed feeding at 4 weeks post-discharge: being
employed, having higher breastfeeding self-efficacy, and direct breastfeeding in the NICU. Conclusion: NICU nurses should pro-
vide opportunities for direct breastfeeding during hospitalization and support breastfeeding to enhance breastfeeding 
self-efficacy. These factors may help to ensure the continuation of breastfeeding after discharge. Moreover, factors that affect 
breastfeeding should be considered when providing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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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생후 6개월까지

의 영아의 건강에 모유수유가 최상의 방법이며 이유식을 시작한 

이후에도 최소한 24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 모유수유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의학적, 발달적 이점을 가

지고 있고, 최고의 식품이라고 불리는 모유는 미숙아에게 더 큰 가

치가 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기간 동안 모유를 공급받은 미

숙아에게서 괴사성 장염[2,3], 패혈증[4]과 미숙아 망막증[5]의 발

생이 감소하고, 완전 장관영양으로 더 빨리 진행하여 총비경구영

양 사용을 줄이며[5], 이로 인해 입원기간을 단축시킨다[6]. 또한 

모유수유는 장기적으로 영아의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운동 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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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발달에 도움을 주며[3,6,7], 모성 발달을 촉진시키며[8], 어머

니와 영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장점[3]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모유수유는 만삭아보다 미숙아에게 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기간뿐 아니라 퇴원 후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주

로 유축한 모유를 젖병수유 하였던 것에서, 퇴원 후 어머니와 미숙

아는 가정에서 피부접촉을 통한 직접 모유수유로 이행하게 된다. 

이 기간은 퇴원 후 평균적으로 2주 1일[8]이 소요되며, 어머니들은 

이 시기 동안 많은 도전과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미숙아는 퇴원 후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기간이 만삭아에 

비해 짧은데[9], 그 이유는 출생 이후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

여 어머니와 분리되고[3], 빠는 힘이 약하여 수유 기술의 발달이 느

리며[9],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 어머니의 수유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한 지지 체계가 부족할 수 있고, 모유수유에 대한 개인의 지식

이나 능력의 차이에 의해 모유수유를 중단하게 되기 때문이다[10]. 

또한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낮은 교육수준, 어머니의 흡연, 어머니

의 직장 복귀, 노리개 젖꼭지의 사용, 모유량이 적다고 인식하는 경

우, 어머니의 피로 등이 퇴원 후 모유수유 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10].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퇴원 후 모유수유율은 신

생아집중치료실 퇴원 이후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며

[9,11], 국내 만삭아의 생후 4주의 완전모유수유율이 55.8% 인데 

반해[12], 재태 연령 32주 미만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국외의 연

구에서 모유수유율은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 6주에 48%, 퇴원 

6개월 후 19.9%로 보고되었다[12]. 또한 심리사회적 변수로서 모

유수유 자기효능감과 모유수유 태도는 모유수유 시작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며[13],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수유 유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14]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퇴원 후 미숙아의 수유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퇴원 후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모유수유 경험, 퇴원 후 수유 결과, 퇴

원 후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것이었다. 신생아집중

치료실 입원기간 동안 진행된 연구들에 비하여 퇴원 후 미숙아의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는 적으며, 모유수유 중재 또한 신생아집중

치료실 퇴원 후에는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모유수유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들에

서는 단지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

어 비교하거나[15], 혼합수유를 모유수유에 포함시켜 분유수유와 

비교한 연구가 많았다[11]. 하지만 미숙아의 경우 여러 가지 경구

약이나 보충제 투여와 관련하여 완전 모유수유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혼합수유는 모유와 분유의 비율에 따라 모유수유

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신

생아집중치료실 퇴원 4주 후의 수유 유형을 모유수유, 혼합수유, 

분유수유로 나누어 확인하고 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퇴원 후 미숙아와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

는 모유수유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여러 중재를 

통해 아기와 어머니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미숙아의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4주 후 수유 유형과 

그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며 자녀

가 재태 연령 37주 미만으로 출생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퇴원

한 지 4주 경과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유수유를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약물 복용 또는 건강상의 이유를 가진 어머니와 

선천성 이상 또는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영아의 경우는 제외하

였다.

대상자 수는 선행 연구에서 모유수유 기간과 유의한 관계를 나

타낸 변수 중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을 기준 변수로 하여 오즈비 

1.53,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로 G*Power 프로그램 3.1을 이용하

여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는 220명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자료 수집을 완료한 대상자는 총 223명

이었으며, 응답이 무성의한 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22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은 엄마가 자신의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

는데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하여 개인이 지각한 자신

감이다[16]. Wheeler와 Dennis [16]는 아기의 수유 요구와 행동

이 건강한 만삭아와 달라서 직접 모유수유가 어려운 미숙아 어머

니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총 18문항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도구

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reastfeeding Self-Efficacy Scale 

for Mothers of Ill and/or Preterm Infants를 Jang [17]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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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한 도구를 저자의 승인 후 사용하였다. 도구는 5점 척도

의 총 18문항 도구로써 ‘전혀 자신 없다(1점)’에서 ‘항상 자신 있

다(5점)’로 평가하며, 총점의 범위는 18점에서 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16] Cronbach’s ⍺는 .88이었고 Jang [17]의 연구에서는 .9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2) 모유수유 태도

본 연구에서는 De la Mora와 Russell [18]이 개발한 Iowa In-

fant Feeding Attitude Scale을 Ra와 Chae [19]가 한국어로 번역

한 도구를 저자의 승인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척도의 총 17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5점)’으로 응답이 가능하다. 총점의 범위는 15~85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18] Cronbach’s ⍺는 .86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63이었다.

3) 수유 유형

수유 유형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영아 영양분류

체계[20] 기준을 사용하였다. 1단계는 100% 완전 모유수유를 나타

내고, 2~4단계는 부분 모유수유이며, 5단계는 모유수유 중단, 즉 

분유수유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2단계는 모유수유를 분유수유

보다 많이 하는 것이고, 3단계는 모유수유와 분유수유를 같은 빈도

로 하는 것이며, 4단계는 모유수유를 분유수유보다 적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는 이와 같은 5단계로 분류하여 모

유수유 실천을 확인하였으며, 자료 분석 시 1단계를 모유수유, 2~4

단계를 묶어 혼합수유, 5단계를 분유수유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자료 수집 전 연구자가 S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No. 1701/001-006).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1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였으며 연구 대상자

는 D포털사이트와 N포털사이트의 이른둥이 까페를 이용하여 모

집하였다. 먼저 인터넷 까페에서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연구 대상

자 모집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연구자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연락을 취한 대상

자가 선정기준에 맞는지 확인 후 연구 목적과 방법, 익명성, 자료 비

보장, 연구 중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대상자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작성하

도록 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0~15분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설문 완료 후 소정의 상품교환권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TATA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어머니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 임

상적 특성, 수유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에 따른 수유 유형의 차

이를 알아보기위해 x2 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하였고 

ANOVA결과에 따른 사후검정은 Scheffé 검정을 사용하였다. 미

숙아의 퇴원 후 수유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로 수유 유형을, 독립변수로는 선행 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수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수를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미숙아 자녀를 둔 어머니 222명의 연령은 평균 

32.5±3.9세로 35세 미만이 67.6%였고,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자

가 76.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머니가 58.6%로 직업이 있는 어머니 41.4%보다 많았고, 가정의 

월수입은 200~399만원이 57.2%로 가장 많았으며, 400~599만원

이 23.4%, 600만원 이상 10.4%, 200만원 미만 9.0%, 순으로 나타났

다. 평균 체질량지수는 22.6±3.6 kg/m2로, 전체 대상자 중 21.6%

는 체질량지수 25.0 kg/m2 이상으로 비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1).

출생 순위는 첫째가 55.9%로 가장 많았으며, 분만 형태는 제왕

절개(61.7%)가 자연분만(38.3%)보다 많았다. 평균 재태 연령은 

31.5±3.0주, 평균 출생 체중은 1,641.9±558.3g였으며 대부분의 

어머니가 분만 관련 합병증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으며(86.9%),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시 합병증이 있었던 영아는 12.2%,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시 수술을 받았던 영아는 12.6%였다(Table 2).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의 문항 평균은 3.20±0.92, 모유수유에 대

한 태도 문항 평균은 3.40±0.24로 나타났다. 분만 전 모유수유를 

계획하였던 어머니는 68.9%였으며, 대부분의 어머니가 출산 후 유

축기를 사용하여 모유를 유축하였다고 응답하였다(97.3%). 자녀

의 입원 시 수유 유형은 혼합수유가 60.8%로 가장 많았으며, 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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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22)

Variables Categories n (%) M±SD Min~Max

Age (year) ＜35
≥35

150 (67.6)
 72 (32.4)

32.5±3.9 20~44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Graduate school

 28 (12.6)
169 (76.1)
 25 (11.3)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220 (99.1)
 2 (0.9)

Employed Yes
No

 92 (41.4)
130 (58.6)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200~399
400~599
≥600

20 (9.0)
127 (57.2)
 52 (23.4)
 23 (10.4)

BMI Not obese (＜25 kg/m2)
Obese (≥25 kg/m2)

174 (78.4)
 48 (21.6)

22.6±3.6 16.4~33.7

BMI=Body mass index.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and Their Infants (N=222)

Variables Categories n (%) M±SD Min~Max

Number of children 1
2
≥3

124 (55.9)
 80 (36.0)
18 (8.1)

1.53±0.67 1~4

Type of birth Vaginal delivery
C/sec

 85 (38.3)
137 (61.7)

Gestational age (week) ＜30
30~33+6

34~36+6

 59 (26.6)
104 (46.8)
 59 (26.6)

31.5±3.0 22+3~36+5

Birth weight (g) ＜1,000
1,000~1,499
1,500~2,499
≥2,500

 34 (15.3)
 59 (26.6)
112 (50.4)
17 (7.7)

1,641.9±558.3 490~3,590

Maternal complications Yes
No

193 (86.9)
 29 (10.1)

Medical complications at discharge Yes
No

 28 (12.2)
195 (87.8)

Surgical operation Yes
No

 28 (12.6)
194 (87.4)

C/sec=Cesarean section.

수유가 32.4%, 분유수유가 6.8%으로 나타났고, 퇴원 후 가정에서

의 수유 유형은 혼합수유가 44.6%, 모유수유가 32.0%, 분유수유가 

6.7%로 나타났다. 자녀의 입원 시 모유수유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전체의 76.1%로 개별 지도를 통한 모유수유 교육이 

26.1%로 가장 많았고, 직접 모유수유를 한 적이 있는 어머니가 

35.1%, 퇴원 후 노리개 젖꼭지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가 46%로 

나타났다(Table 3).

수유 유형과 일반적, 임상적 특성 및 모유수유 관련 변수의 비교

수유 유형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및 모유수유 관

련 변수와의 관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입

원 시 모유를 공급받았던 영아(x2=43.79, p<.001), 자녀의 입원 시 

직접 모유수유의 경험이 있는 경우(x2=15.57, p<.001), 질식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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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reastfeeding-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Their Infants (N=222)

Variables Categories n (%) M±SD Min-Max

Breastfeeding efficacy 3.20±0.92 1~5

Breastfeeding attitude 3.40±0.24 1~5

Prenatal feeding plan Breastfeeding
Mixed feeding
Formula
Unsure

153 (68.9)
 57 (25.7)
 6 (2.7)
 6 (2.7)

Breast milk pumping during 
child's hospitalization

Yes
No

216 (97.3)
 6 (2.7)

Feeding method in NICU Breastfeeding
Mixed feeding
Formula feeding

 72 (32.4)
135 (60.8)
15 (6.8)

Feeding method at home Breastfeeding
Mixed feeding
Formula feeding
Other

 71 (32.0)
 99 (44.6)
 51 (23.0)
 1 (0.4)

Breastfeeding education during 
child's hospitalization

Yes
No

169 (76.1)
 53 (23.9)

Breastfeeding education method Video
Individual
Group
Hands-on

 36 (16.2)
 58 (26.1)
 38 (17.1)
 39 (17.6)

Kangaroo care in NICU Yes
No

128 (57.7)
 94 (42.3)

Direct breastfeeding in NICU Yes
No

 78 (35.1)
144 (64.9)

Professional support Yes
No

153 (68.9)
 69 (31.1)

Most helpful health care provider Nurse
Doctor
Lactation consultant

 26 (11.7)
 1 (0.5)

126 (56.8)

Family support Yes
No

160 (72.1)
 62 (27.9)

Pacifier use Yes
No

102 (46.0)
120 (54.0)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

을 한 경우(x2=10.70, p<.01), 가족이 모유수유에 지지적이었던 

대상자(x2=21.95, p<.001), 퇴원 후 노리개 젖꼭지를 사용하지 않

은 영아(x2=8.82, p=.012)가 퇴원 후 4주에 모유수유를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자기효능감

은 모유수유, 혼합수유, 분유수유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유 유

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F=54.04, p<.001).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도 모유수유 군이 혼합수유군과 분유수유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1.92, p<.001). 

2. 퇴원 후 수유 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 

수유 유형에 따른 영향요인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유수유와 비교한 모유수유와 혼합수유 요인에 대한 상대 

위험비, 95% 신뢰구간, 유의 수준을 확인하였으며(Table 5), 최종 

회귀모형의 -2 Log Likelihood는 -142.56이었으며, LR chi2는 

84.67, p<.001, Pseudo R2는 0.393이었다.

어머니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퇴원 4주 후 분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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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Feeding Methods at 4 Weeks Post-discharge among the General and Clinical Sub-groups (N=221)

Variables Categories
Breastfeeding 
groupa (n=71)

Mixed feeding
groupb (n=99)

Formula feeding
groupc (n=51) x2 or F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Breastfeeding efficacy 3.82±0.74 3.16±0.76 2.38±0.76  54.04 (＜.001)
 a＞b＞c

Breastfeeding attitude 3.60±0.27 3.44±0.23 3.30±0.35  11.92 (＜.001)
 a＞b, c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200~399
400~599
≥600

 3 (15.0)
41 (32.3)
22 (43.1)
 5 (21.7)

11 (55.0)
51 (40.1)
21 (41.2)
16 (69.6)

 6 (30.0)
35 (27.6)
 8 (15.7)
2 (8.7)

13.69 (.033)

Employment Yes
No

21 (23.1)
50 (38.5)

54 (59.3)
45 (34.6)

16 (17.6)
35 (26.9)

13.27 (.001)

Prenatal feeding plan Breastfeeding
Mixed feeding
Formula feeding
Unsure

60 (39.5)
 9 (15.8)
 2 (33.3)
0 (0.0)

62 (40.8)
30 (52.6)
 2 (33.3)
 5 (83.3)

30 (19.7)
18 (31.6)
 2 (33.3)
 1 (16.7)

15.61 (.016)

Gestational age (week) ＜30
30~33+6

34~36+6

18 (30.5)
30 (29.1)
23 (39.0)

21 (35.6)
55 (53.4)
23 (39.0)

20 (33.9)
18 (17.5)
13 (22.0)

 8.88 (.064)

Feeding method in NICU Breastfeeding
Mixed feeding
Formula feeding

43 (60.6)
28 (20.7)
0 (0.0)

17 (23.9)
74 (54.8)
 8 (53.3)

11 (15.5)
33 (24.4)
 7 (46.7)

43.79 (＜.001)

Breastfeeding education during 
child's hospitalization

Yes
No

51 (30.4)
20 (37.7)

81 (48.2)
18 (34.0)

36 (21.4)
15 (28.3)

 3.33 (.189)

Direct breastfeeding in NICU Yes
No

30 (39.0)
41 (28.5)

41 (53.2)
58 (40.3)

6 (7.8)
45 (31.2)

15.57 (＜.001)

Type of birth Vaginal delivery
C/sec

38 (45.2)
33 (24.1)

30 (35.7)
69 (50.4)

16 (19.1)
35 (25.5)

10.70 (.005)

Family support Yes
No

62 (38.8)
 9 (14.8)

73 (45.6)
26 (42.6)

25 (15.6)
26 (42.6)

21.95 (＜.001)

Pacifier use Yes
No

24 (22.5)
47 (39.5)

47 (46.1)
52 (43.7)

31 (30.4)
20 (16.8)

 8.82 (.012)

C/sec=Cesarean section;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

유에 비해 혼합수유(RR 4.37, p=.001) 또는 모유수유(RR 12.00, 

p<.001)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유 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을 가지고 있

는 어머니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분만 4주 

후 분유수유보다 혼합수유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R 

3.72, p=.007). 

질식 분만을 한 어머니에 비해 제왕절개를 한 어머니는 분유수

유에 비해 모유수유를 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RR 0.31, 

p=.041), 재태 연령이 30주 이상 33주 6일 사이인 경우 30주 미만의 

주수에 출생한 영아들에 비해 분유수유보다는 모유수유(RR 6.08, 

p=.009)와 혼합수유(RR 5.06, p=.003)를 할 확률이 높았다. 신생

아집중치료실에서 모유수유에 비해 혼합수유를 한 그룹은 퇴원 후 

모유수유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R 0.19, p= 

.009). 또한 입원 시 직접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영아의 어머니들은 

경험이 없는 어머니들에 비해 퇴원 후 분유수유에 비해 모유수유

와(RR 6.70, p=.010) 혼합수유를(RR 7.05, p=.002) 할 확률이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시 모

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에 비

해 퇴원 후 분유수유보다 모유수유를 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RR 0.23, p=.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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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dictors of the Feeding Method at 4 Weeks Post-discharge (N=221)

Variables Categories
Breastfeeding (n=71) Mixed feeding (n=99)

RR (95% CI) p RR (95% CI) p

Breastfeeding efficacy 12.00 (5.05~28.53) ＜.001 4.37 (2.21~8.65) .001

Breastfeeding attitude  4.77 (0.51~44.91) .172 1.70 (0.30~9.82) .551

Age, years ＜35
≥35 

1.00
2.20 (0.65~7.52) .207

1.00
1.65 (0.61~4.48) .323

Employment No
Yes

1.00
2.04 (0.64~6.52) .230

1.00
3.72 (1.43~9.70) .007

Prenatal feeding plan Formula, mixed feeding
Breastfeeding

1.00
2.45 (0.67~8.94) .177

1.00
0.87 (0.33~2.34) .785

Type of birth Vaginal delivery
C/sec

1.00
0.31 (0.10~0.95) .041

1.00
0.96 (0.37~2.46) .931

Gestational age (week) ＜30
30~33+6

34~36+6

1.00
 6.08 (1.57~23.58)
 3.91 (0.90~17.05)

.009

.069

1.00
 5.06 (1.71~14.99)
1.65 (0.52~5.26)

.003

.398

Feeding method in NICU Breastfeeding
Formula feeding
Mixed feeding

1.00
1.76e-07 (-)

 0.19 (0.05~0.66)
.989
.009

1.00
 4.69 (0.80~27.32)
1.62 (0.53~4.91)

.086

.394

Direct breastfeeding in NICU No
Yes

1.00
  6.70 (1.59~28.29) .010

1.00
 7.05 (1.99~24.91) .002

Breastfeeding education during 
child's hospitalization

No
Yes

1.00
 0.23 (0.06~0.86) .027

1.00
0.74 (0.25~2.16) .581

Family support No
Yes

1.00
 2.46 (0.70~8.64) .161

1.00
2.02 (0.79~5.14) .140

Pacifier use No
Yes

1.00
 0.41 (0.13~1.31) .133

1.00
0.40 (0.16~1.03) .058

Cons 6.81e-06 (1.14e-08~4.17e-03) ＜.001 0.988e-03 (7.13e03~0.137) .006

RR=Relative risk; CI=Confidence interval; C/sec=Cesarean section;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 Base outcome: Formula feeding.

논 의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4주 후 미숙아 어머니들과 그 

자녀의 수유 유형을 알아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고자 시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22명으로 대상자의 자녀인 미숙아의 평

균 출생 주수는 31.5주, 평균 출생 체중은 1,641.9 g이었다. 전체 대

상자 중 혼합수유와 모유수유를 하는 비율은 신생아집중치료실 입

원기간 중 93.2%였지만, 퇴원 4주 후에는 76.6%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수유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4주 후 32.0%(71명)의 영아가 모유수유를, 44.6%(99명)가 혼

합수유를, 23.0%(51명)가 분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orag, Harel [12]의 연구에서 퇴원 후 6주의 모유수유율이 48%

였던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는 좀 더 낮은 모

유수유를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퇴원 4주 후 수유 유형에 따른 영향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난 변수로는 어머니의 높은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신생

아집중치료실에서의 직접 모유수유 경험,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시 모유 섭취, 자녀의 30주에서 33주 6일 사이의 재태 연령, 어머니

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였다. 

먼저, 높은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을 가진 어머니들은 분유수유

에 비해 모유수유 또는 혼합수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

유수유 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Ra와 

Chae [21]의 연구에서는 이전의 직접 모유수유 경험, 신생아집중

치료실에서의 직접 모유수유 경험, 어머니가 인지한 가족의 직접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미숙아 어머니의 직접 모유수유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신생아집중치

료실 입원 시 직접 모유수유를 경험했던 어머니들은 분유수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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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모유수유 또는 혼합수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으며[22],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직접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 간호사에게 모유수유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자세 교정을 받을 수 있어 퇴원 후 모유수유에 더 

쉽게 적응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퇴원 후 혼합수유를 하

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 후 복직을 계획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복직 이후 자녀와의 분리로 인해 모유수유 지

속에 장애가 생기므로 복직 전 혼합수유를 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

해 볼 수 있으며 직장으로의 복귀가 모유수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 결과[23]를 토대로 직장에 다니는 수유모들이 직장 복

귀 이후에도 유축을 할 수 있도록 근무 일정 조정 또는 근무지 내 유

축 공간, 유축기나 냉장고 같은 기자재 확보, 기업 문화 정착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태 연령이 30주 미만 그룹, 제왕절개를 한 그룹에서 퇴원 후 모

유수유를 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태 연령과 모유수유 

지속과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Perrella 등[24]의 

연구에서는 33주 미만의 미숙아가 퇴원 후 모유수유를 더 많이 중

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Morag 등[11]은 32주 미만의 미숙

아에게서 재태 연령이 적을수록 퇴원 후 모유수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재태 연령과 퇴원 후 모유수유 지속은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교정주수 36주가 되면 영아들은 모

유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낮은 재태 

연령으로 태어난 영아는 완전 구강수유가 확립되기 전 퇴원을 하

거나, 빨고 삼키는 기능이 부조화되는 상황으로 인해[25] 퇴원 이

후에도 모유수유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재태 연령이나 출

생 체중 이외에도 미숙아의 다른 임상적 특성이나 어머니의 모유

수유에 대한 심리사회적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모유수유 실천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

는 출산 후 수술 부위 통증, 수술 시 마취제 사용 등으로 인해 모유

수유 시작과 지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26], 

선행 연구들[27]에서도 제왕절개를 한 군이 질식 분만을 한 군에 

비해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시 모유수유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입원기간이 긴 제왕절

개를 한 산모들에게 수술 후 적절한 통증 관리와 조기 이상을 도와 

어머니들이 빠른 시일 내에 모유 유축을 시작하여 모유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자녀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중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분

유수유보다는 모유수유를 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유수유 교육이 모유수유 실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11, 

13]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이는 출산 후 전체 기간이 아닌 자녀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중 모유수유 교육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직접 모유수유 시 간호사들이 자세교정

이나 적절한 코칭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 자녀와의 

직접 모유수유를 경험한 대상자가 전체의 35%로 낮은 수준이었으

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습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전체 

모유수유 교육 중 17.6% 밖에 되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모유수유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실제로 모유수유를 하

면서 교육을 받는 방법에 비해 교육의 효과가 적었을 가능성도 생

각해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간호

사는 입원 초기부터 어머니들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직접 모유수유를 통한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수유 교육을 개발

하여 입원한 모든 영아의 어머니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미숙아는 신체적인 미성숙함, 부모와의 분리 등의 원인으로 인

해 모유수유의 시작과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어머니들도 

자녀의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 모유수유에 적응해가는 기간에 

자녀의 작은 반응에도 놀라고 걱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모유수유

는 신체적 이점[3]뿐 아니라 어머니와 자식을 이어주고, 어머니에

게 모성 역할을 부여해준다[28]. 

어머니들은 모유수유의 장점뿐 아니라 어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3], 산과 병동과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은 모아의 최

선의 모유수유를 돕기 위해 어머니와 영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

지 일반적, 의료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개별화된 모유수유 프로

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로 확인

된 어머니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신생아집중치

료실 입원 시 직접 모유수유 수행이 포함된 모유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퇴원 이후에도 모유수유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모유수유 프로그

램은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초기부터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퇴

원이 예정된 시점, 퇴원 이후에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지

지, 격려, 상담을 통해 어머니와 영아가 모유수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미

숙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미숙아에게 적용하는 모유수유 프로그램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초연구로

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태아와 다태아는 퇴원 후 수

유 유형과 수유 관련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 

다태아가 단태아에 비해 모유수유를 중단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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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29]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사용

된 도구 중 모유수유 태도를 측정한 도구가 낮은 신뢰도를 보였는

데, 모유수유 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18]한 연구

에서 퇴원 후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측

정하였을 때 Cronbach’s ⍺가 .63으로 출산 후 입원 중에 측정한 

결과에 비해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퇴원 후 수유 

유형이 모유수유로 정해짐에 따라 관측 값들 간의 변동성이 작아 

나타난 결과로 설명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출산 며칠 이내가 

아닌 퇴원 4주 후 측정되어 이 점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라고 생각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 시점에 따른 모유수유 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차이를 확인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미숙아 퇴원 후 수유 유형과 그 영향요인을 확인함으

로써 미숙아 어머니와 영아가 경험하는 모유수유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퇴원 후 모유수유 적응을 증진하기 위한 

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직접 모

유수유로의 적응이 이루어지는 퇴원 4주 시기의 다항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4주의 모유수유율은 32.0%였다. 높은 

자기효능감과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직접 모유수유 경험, 30주

에서 33주 6일 사이의 재태 연령을 가진 대상자는 신생아집중치료

실 퇴원 4주 후 분유수유에 비해 모유수유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모유수유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혼합수유를 한 영아

는 모유수유를 했던 영아에 비해 퇴원 4주 후 모유수유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장을 가지고 있

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퇴원 4주 후 혼합수유를 할 확률이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는 신생아집중

치료실 입원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모유수유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입원 초기부터 교육을 수행하고,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중 아기가 구강 수유를 잘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직접 모

유수유를 하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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