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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미숙아 어머니와 모유수유 교육

을 받지 않은 미숙아 어머니의 퇴원 후 지속적인 모유수유 실태와

효과를 비교 분석한 비동등성 대조군 반복 측정 유사 실험 연구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구 대상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서울 일개 대학병원의 신생아 중환

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편의 표출된 45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대상자 간 실험중재의 확산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조군 2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실험군 23명 대상으로 중

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중재는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지속을 위한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으

로 두 차례에 걸친 개별교육 및 퇴원 교육과 퇴원 후 1주 후의 전

화상담으로 이루어졌다. 실험군은 이 세 차례의 중재가 제공되었으

며 대조군에게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일상적인 교육과 중재만이

제공되었다.

중재 전, 모유수유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모유수유 태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중재 후 퇴원 직전에 모유수유에 대한 모유수유 자기

효능감, 모유수유 태도, 모유양, 하루 평균 모유 유축 횟수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퇴원 후 4주 후에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점수와 모유

수유 태도를 모유수유를 지속하는지의 여부, 하루 평균 모유 유축

횟수와 모유양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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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분석은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와 χ²-test, Fisher’s exact test, Shapiro-Wilk 검정, Re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미숙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6.92, p<.01).

2.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태도 점수는 실험군이 대조군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3.49, p=.04).

3. 모유 유축양은 집단과 시간의 경과 간의 교호작용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F=0.79, p=.38),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

어 퇴원 직전, 퇴원 후 4주 실험군의 모유 유축양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집단 간 유의하게 높았다(F=7.29, p=.01).

4. 퇴원 직전, 퇴원 후 후 4주에 모유수유 횟수와 직접수유 횟

수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모유수유 지속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χ²=4.50, p<.05),
퇴원 후 4주에 직접수유율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3, p=.03).

5. 퇴원 직전 측정한 하루 평균 모유유축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퇴원 4주 후에 측정한 모유

유축 빈도의 경우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4.15, p<.05).

이상의 결과는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기효능감을 높이

고 모유수유의 지속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미숙아의 어머니는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모유유축에

어려움을 가지며, 이이는 이후 모유양을 유지하고, 젖병수유에서 직

접수유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모유수유 전문가로서 미숙아 어머니들에게 미숙아의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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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미숙아에게 특성화된 모유수유 교육을 제공하고 직접수유

를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  미숙아 모유수유, 모유수유 지속,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태도

학  번 :  2012-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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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출생 신생아 중 미숙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3.8%, 2005년

4.8%, 2010년 5.8%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배종우, 2012). 그러나

최근 의료기술의 급진적인 과학화와 신생아학의 발전으로 생존 미

숙아 수는 점차 늘고 있다(박상기, 송창훈, 박송, 2000).

WHO에서 제시한 미숙아의 기준은 재태주수 37주 미만에 출생한

신생아인데, 미숙아의 생존율이 증가됨에 따라 미숙아 발달간호 요

구도 증가되고 있다. 또한 미숙아는 대부분 구강수유에 어려움을 겪

게 되고(Nyqvist, 2008), 흡수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와 영양

소의 필요량이 증가한다(박상기, 1995). 그러므로 이런 미숙아들이

적절히 성장하고 잘 발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양의 중요성이 무

엇보다 강조되고 있으며(김미순, 김정은, 안영미, 배상미, 김미진,

2003), 이러한 측면에서 모유수유는 미숙아에게 매우 중요하다.

비록 조제유가 과거에 비해 영양학적으로 향상되었다 할지라도 모

유는 여전히 신생아에게 가장 적합한 영양원이다(오진아, 최미향, 김

현희, 2008; Meedya, Fahy & Kable, 2010). 특히 미숙아에서의 모유

는 조제유에 비해 아미노산이나 지방의 흡수 및 소화가 좋고 항 감

염 및 영양인자를 가지고 있어 미숙아의 괴사성 장염을 예방하고

(Lucas & Cole, 1990; Friel, Martin, Langdon, Herzberg &

Buettner, 2002),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이환율을 낮춘다(Narayanan et

al., 1984). 따라서 모유는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면역체계를 가진 미

숙아들에게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침습적인 처치에 대한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킨다(Kosloske, 2001; Wheeler & Dennis, 201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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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는 발달에 중요한 cystine과 뇌 성장 및 성숙에 필요한 taurine

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뇌와 신경계를 잘 발달시키며

(Wright & Walker, 1983), 따라서 이후의 지능발달에도 이로운 효

과가 있다(Jedrychowski et al., 2012).

또한 모유수유는 영양학적, 면역학적 장점 외에도 애착형성과 긍

정적인 모아관계 증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김혜숙, 1995). 모유

수유는 어머니 스스로 아이의 간호에 참여한다는 정신적인 이득도

클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이에게도 애정적

접촉을 하는 횟수가 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아이의

인지적 발달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유수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유수유

율은 해 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미숙아는 특히 정상아에

비해 모유수유의 실시가 더욱 어려운데,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출생

과 동시에 신생아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에서의 간호를 필요로 하게 되고 NICU에 입원해 있는 동안 철저한

면회시간관리, 직접적인 포유 미실시 등으로 모유수유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병원에 입원하

는 기간이 길어지고 미숙아가 직접 빨지 못함으로써 모유분비를 자

극하는 기회가 줄어들어 모유량이 부족하게 되므로 분유 수유를 하

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 산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갑작스

럽게 미숙아를 분만한 어머니들을 위해 분만 후 모유수유에 대한

조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별로 체계적인 장․단

기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백영미, 2007).

특히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산후 초기에 모유수유율의 급속한 감소

가 나타나며 모유수유 중단이 가장 많은 시기는 퇴원 후 실제로 모

유수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첫 1개월

로 보고되고 있어 이 시기에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충고나 지지

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혜숙, 1995; 박인화, 황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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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 된 모유수유 증진을 프로그램은 대

부분 정상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미숙아에게서 실시한 모

유수유 교육 중재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미숙아를 대

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도 흡철능력이 있는 미숙아를 대상으로 프

로그램을 시행하였기에 좀 더 재태주수가 어린 미숙아에게도 적절

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으로 모유수유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적 중재 뿐 아니

라 모유수유의 장점과 가치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모유수유를 성공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초한 계속적인 자기 평가, 그리고 신념을

지속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Dennis, 2002). 또한 이렇게 미숙아 어머니들이 주체가 되어 모유수

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건강과 관련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완성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

효능감(Bandura, 1986)을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전략에 포함시켜 어

려움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모유수유를 지속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기효능 증

진 프로그램에 기초한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과 수유 지속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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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이 퇴원 후 4주까지 모유수유 지속에 미

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이 미숙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한다.

3)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이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연구 가설

1)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퇴원 직전 측정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점수와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2)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퇴원 직전 측정한 모유수유 태도 점수와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모유수유 태도점수가 높을 것이다.

3)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퇴원 직전 측정한 모유양과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모유

양이 많을 것이다.

4)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퇴원 후 4주에 모유수유와 직접수유를 지속하는 어머니

가 더 많을 것이다.

5)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

군보다 퇴원 직전 측정한 하루 평균 모유 유축 횟수와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하루 평균 모유 유축 횟수가 더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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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모유수유

모유수유란 어머니가 스스로 수유하는 자연영양법의 하나로 어머

니의 모유를 신생아, 영아에게 먹이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NICU 입원 미숙아의 특성상 직접수유의 어려움이 있어 유축한 모

유를 젖병이나 위관 영양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은 어머니가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는데 필

요한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하여 개인이 지각한 자신감(Dennis

& Faux, 2003)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에게 맞

게 수정· 보완한 Dennis의 Breast feeding Self-Efficacy Scale

(Short-Form) (Wheeler & Dennis, 2013)의 번역본(장세희, 2014)으

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한 자기효

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모유수유 태도

모유수유 태도는 모유수유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어머니가 스스로

내리는 긍정적· 부정적이거나 호의적·비호의적 평가의 정도를 의미

한다(정금희, 1997). 본 연구에서는 정금희(1997)가 개발한 모유수유

태도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6 -

4) 모유수유 지속률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영아 영양 분류체계(Helsing, 1985)

에서는 1, 2, 3, 4 단계는 모유수유 지속으로, 5단계는 모유수유 중단

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1단계는 100%완전 모유수유를 말하고, 2, 3,

4 단계는 부분모유수유를 말하는데, 2단계는 모유수유를 인공수유보

다 많이 하고, 3단계는 모유수유와 인공수유를 같은 빈도로 지속하

며, 4단계는 모유수유를 인공수유보다 적게 지속하는 단계를 말하

고, 5단계는 100% 완전 인공수유를 말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

에서의 모유수유 지속률은 퇴원 후 4주에 각 군의 대상자 중 모유

수유를 지속하는 1, 2, 3, 4 단계 미숙아 어머니의 백분율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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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1. 미숙아에 대한 모유수유의 장점

모유는 자연이 만들어 낸 아기에게 가장 완전한 영양식품일 뿐 아

니라, 초유에서 성숙유에 이르기까지 영아의 연령에 맞추어 성장요

구에 적응해서 생산되며, 최소 6개월 내지 12개월의 영아 영양에 있

어서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권장하고 있다(Gartner et

al., 2005). 더불어 아기의 출생 후 6개월 동안은 완전 모유수유를 하

는 것이 영아의 균형적인 성장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권고하고 있다(김미순, 김정은, 안영미, 배상미, 김미진, 2003;

Wojnar, 2004). 최근 조제유의 성분도 모유 성분에 맞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모유가 우유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 의해

증명되었으며, 영양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미숙아에게는 더욱 모유수

유가 중요하다.

특히, 미숙아에게 모유수유의 장점은 여러 가지 측면인 단기적, 장

기적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면역학적인 측면으로, 모

유는 광범위한 항 감염 인자들을 미숙아에게 제공한다. 미숙아에 있

어서 모유의 주 에너지 공급원인 탄수화물이 락토오즈로 되어 있어

미숙아가 수유하게 되면 90%이상을 흡수할 수 있고, 변을 묽게 할

뿐 아니라 미네랄의 흡수를 돕는다고 했으며(Magnus, Koletzko,

Poindexter & Uauy, 2014; Koletzko, Poindexter & Uauy, 2014), 과

당이 들어 있어, 장내 점막에 박테리아가 붙는 것을 막음으로써 괴

사성 장염을 예방한다(Schanler, 2014). 오래 전부터 모유는 미숙아

에게서 발병 위험성이 높은 괴사성 장염(Necrostizing enterocolitis;

NEC)의 발병 위험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Quigley &

McGuire, 2014). Quigley와 McGuire(2014)의 연구에서 자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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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축한 모유가 아닌 모유은행으로부터 기증받은 모유조차 미숙

아에게 발병 위험성이 높은 괴사성 장염(NEC)의 발병률이 낮았다고

나타났다. Lucas와 Cole(1990)의 연구에서도 1850g 이하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유수유군 에서 6배 이상 높은 괴사성 장염

발병률을 보였고, 특히 30주 이상 미숙아 집단 분유수유군이 모유

수유군에 비해 20배 이상의 발병률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Reisinger 등(2014)의 연구에서 장의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I-FABP 지표를 출생 후 12일에서 19일 사이에 측정한 결과, 분유수

유 군이 I-FABP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NEC에 효과적이라는 연

구 결과가 있다.

둘째, 영양학적인 측면으로, 모유는 분유보다 흡수가 용이하다. 지

방은 칼로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모유의 에너지원으로써(조수

진, 2010), 특히 미숙아에게 적합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모유의

소화력과 흡수는 지방의 복합구조(지방산의 형태, Triglyceride분배,

담즙산)에 의해 촉진되는데 모유의 지방산은 긴 사슬 불포화지방산

으로 되어 있어 흡수되기 쉽기 때문에 미숙아에게 많은 칼로리를

제공할 수 있다(Carnielli et al., 1998).

단백질의 구성 면에서 보면 분유에는 소화되기 쉬운 유당 단백질

이 18%인 반면 모유에는 70%이상으로 되어 있어 흡수가 빨리 되므

로 미숙아에게 더욱 적절하다(Hambraeus, 1977). 또한 모유에는 락

토알부민, 라이소자임, 면역글로불린 A등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많은

병원균에 노출되어 있는 미숙아들의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illeaud, Guillet & Sandler, 1990).

셋째, 발달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인지기능의 긍정적 효과를 가

지고 있다고 알려진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s)과 도코사헥사에

노산(Docosahexaenoicacids; DHA)을 포함한 긴 사슬 불포화지방산

은 미숙아에게 특히 부족하여 보충해주어야 하며(Senn, 2000), 지속

적으로 모유를 수유한 미숙아 군에서 모유를 수유하지 않은 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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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비하여 생후 18개월에 유의하게 높은 인지적 수행능력을 보였

다(Lucas, Morley, Cole, Lister & Leeson-Payne, 1992)는 연구 결

과가 있다.

또한 인지적인 발달 측면에서도 Quinn, O’Callachan, Williams,

Najman, Andersen 과 Bor(2001)의 연구에서 모유를 수유한 군이

분유를 수유한 군에 비해 인지발달 척도인 표준화된 아동 그림 단

어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혼동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분유수유군과 모유수유군에서 후기 아동발달에서 IQ점수를 측정한

결과, 모유를 수유한 군이 분유를 수유한 군에 비하여 IQ 점수가 높

게 나타났고(Morley, Cole, Powell & Lucas, 1988; Jacobson,

Chiodo & Jacobson, 1999), 이는 인지적 발달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산모의 사회계층과 교육 정도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유의하

였으며, 이러한 발달적인 장점은 초기의 경관영양과 관련이 있었고,

주어진 모유의 양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인지적인 발달측면의 장점 외에도 미숙아에게서 모유(기증된

모유은행 모유 포함)로 수유한 아이에게서 16년 후에 추적 조사한

결과, 대사성 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는 인자들인 혈압, 렙틴 저항성

(leptin resistance; 비만을 야기할 수 있는 예측 인자 중 하나), 인슐

린 저항성, 고지혈증에 대하여 추적 조사한 결과 분유수유군 보다

모유를 수유한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는 내용에 근거

하여(Singhal, Cole & Lucas, 2001; Singhal, Cole, Fewtrell &

Lucas, 2004), 미숙아에게 모유는 장, 단기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유수유는 미숙아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들은 난소암,

폐경 후 걸릴 수 유방암, 자궁암에 이환될 위험성이 감소하고, 자궁

의 회복이 빠르며, 산후출혈의 위험이 적고 산후 체중 감소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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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되었다(Hale & Hartman, 2007). 또한 이런 신체적 장점

외에도 Killerstreiter 등(2001)의 연구에서 미숙아를 분만한 산모들

은 모유 수유만이 자신이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

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모유수유를 한 어머니들에게 스트레

스 정도가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모유분비를 촉진시키는 프로락틴

의 분비도 촉진시켰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Carmurdan, Grimmer,

Buhrer, Dudenhausen & Obladen, 2007; Hale, 2007; Persad &

Mensinger, 2008)가 있다. Kavanaugh, Meier, Zimmermann과

Mead(1997)는 미숙아 어머니들은 모유수유 이점을 미숙아에게 적합

한 영양을 공급하며, 모아애착을 증진시키며, 어머니의 당연한 권리

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주로 임신 후기는 어머니가 출산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가 태아와

분리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기인데, 미숙아들을 분만한 어머니들

은 그런 시기를 겪지 못하고, 분만 직후 미숙아와 바로 분리될 뿐

아니라 출생 직후 NICU에 입원하게 된다. 이는 아기와 어머니와의

정서적인 교류를 단절시키며 주로 미숙아의 생리적인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미숙아의 상태 변화, 정보부족, 주변의 지지부

족 등으로 인해 어머니는 자신감 결여, 우울감 등으로 더더욱 스트

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어 후기의 애착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Coyne, 1995; Doering, Moser & Dracup, 2000). 이는

Bowlby(1969)가 애착이 초기의 모아 상호작용 경험의 결과이며, 애

착의 발달 경로에 대한 연구들은 생후 1년 동안의 어머니와의 관계

가 애착 형성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일치

한다(Wenar, 1972). 초기애착은 미숙아의 사회, 인지, 정서적 발달과

높은 관련이 있다고 하며, 모유수유 시 모아 애착을 중요한 가치로

보았다(Sroufe & Waters, 197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유수유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물질

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심리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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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이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모유수유율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미숙아 수유의 영향

을 주는 요인과 실태를 알아보고 그의 요구에 맞춘 의료 환경 조성

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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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숙아 모유수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

모유수유에 대한 주된 문제는 출생 직후 몇 분과 몇 주일 내에 일

어나며(Elsie & Gulick, 1982) 특히, 미숙아는 만삭아와 달리 출생

후 대부분 NICU에 입원하여 처치를 받게 되며, 미숙아의 신체 성숙

저하와 미숙아 출산에 따른 어머니 자신의 건강상 문제, 미숙아 출

산에 부합된 모유수유 교육의 부재로 미숙아의 모유수유 실천율은

전 세계적으로 만삭아에 비해 더 낮은 실정이다(Hurst & Meier,

2009; Nyqvist, 2008; Walker, 2008; 장군자, 이상락, 김현미, 2012).

미숙아와 만삭아의 모유수유율을 비교한 Killersteiter, Grimmer,

Dudenhausen 와 Obladen(2001)의 연구에 의하면 처음부터 모유수

유를 전혀 하지 않았던 비율은 만삭아가 6.2%인데 비해 미숙아는

22.5%로 월등히 높았고, 모유수유를 지속했던 평균일수도 만삭아는

112일, 미숙아는 단지 36일에 그쳤다. 또한 NICU에서 미숙아의 퇴

원 후 모유수유율은 23%로 보고되고 있다(Flacking, Nyqvist,

Ewald & Wallin, 2002). 따라서, 취약집단인 미숙아를 분만한 어머

니에게 해당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특성에 맞게 개별화된 모유

수유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미숙아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학적 특성, 산전관련 요인, 건강 체계

관련 요인, 산모의 건강과 관련된 변수, 그리고 사회적 지지 등의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Senn, 2002).

특히, 많은 연구에서 미숙아가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이유로 모유

양의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충분한 모유양을 유지하는 것이 모유수

유 성공의 핵심요소라고 보고하였다(김미순, 2003). 정상 신생아의

모유수유의 방해 요인으로 유두형태, 직장 등 이 저해요인으로 꼽힌

반면에 미숙아는 모유양의 부족, 갑작스런 분만, 아기의 상태변화가

모유수유를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정상 신생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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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Taveras, Capra, Braveman, Jensvold, Escobar & Lieu,

2003). 또한 미숙아들에게 대체로 모유수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퇴원 후 모유수유의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것

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미숙아의 입원기간 동안 모유를 짜 젖병

으로 수유하였던 미숙아들도 퇴원 이후에는 의료진의 모유수유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지지가 없었기 때문이다(채선미, 2001).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Coreil 와 Murphy(1992)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감과 모유수유 의지가 무엇보다도 모유수유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하였으며, 모유수유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실천율과 지속기간이

길고(최소영, 2002; Kronborg & Vaeth, 2004; Zachariassen, Faerk,

Grytter, Esberg, Juvonen & Halken, 2010), 모유수유 만족감도 높

다는 김선희(2009)의 연구에서 모유수유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모

유수유에 대한 만족감은 모유수유를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인자로

다음 출산시의 모유수유 실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영륜

(2008)은 임신 중 모유수유를 계획했던 산모 중 많은 수가 미숙아를

출산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급성기인 분만 후 즉각적으로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효능감

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중재방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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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숙아 모유수유와 관련된 중재

모유수유 자기효능감(Dennis & Faux, 1999)은 Dennis(1999)의 모

유수유 자신감의 이론적 토대에 근거하고 있는데, 특히 모유수유 자

기효능감은 사회적 학습이론을 기초로 한 Bandura(1977a)의 자기효

능이론을 근거로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동기와, 생각과 행동

의 기초틀을 제시하며(Bandura, 1977), 특히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은 새로운 행동 변화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며, 특히 교육 프로

그램을 시행할 때 교육 전략들이 직접적인 행동이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동변화에 목적이 있거나, 결과 기대에 대해 목적

을 둔 교육전략의 경우 매우 효과적인 교육 전략이라 할 수 있다

(Bandura, 1977b, 1986).

자기효능이 행위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는 지식이나 관련 기

술만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불충분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

고 있다고 해서 수행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이는 지식과 행위간의

관계를 자기준거적 사고(self-referent thought)가 중개해 주기 때문

이다. 즉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효능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지가 그들의 동기화와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Bandura는 인간이 행위를 하면 결과

가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자기효능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자기효능이

론에 의하면 행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두 종류의 기대가 있는

데 하나는 결과기대로서 어떤 특정한 행위가 어떤 특정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효능기대로서 자신이 특정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자기효능감 기대가

새로운 행위의 습득, 습관적 행위의 중단, 변화된 행동유지, 중단한

행위를 시작하는 것 등과 관련이 있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자기효

능이 결과기대나 과거 경험보다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해진 업무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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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직화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지각된 자기효

능이라고 한다. 자기효능은 행위의 선택과 변화된 행위의 지속, 사

고유형 및 정서반응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Bandura(1989)는 자기효능이 인지, 동기화,

정서, 환경이나 행위의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을 토대로 한 어머니와 모유수유와의 연구들을 살펴보

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사회심리학적 측

면에 이득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역할에 대

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anamaker &

Glenwick, 1998).

또한 Dennis(2006)의 연구에서는 정상아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점수

를 보인 군에서 모유수유 지속률과 만족감이 높았다고 나타났다. 이

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

차적 과제인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긍정적인 모유수유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간호중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였다. 또한,

수유형태와 관련된 예측요인을 연구한 김미영, 김선희와 이자형

(2011)의 연구에서도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의 모유수유 자기

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Meedy, Fahy 와 Kable(2010)의 연구

에서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문헌고찰을 한 결과 모유수유 자기

효능감이 산후 6개월 동안 모유수유 실천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오랜기간 동안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

기 위한 모유수유 중재 프로그램의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외국에서 시행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

을 바탕으로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에 대한 연구

(Ahmed, 2008)를 시행한 결과 3개월 후의 모유수유 지속률이 80%

로 40%의 지속율의 대조군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

가 있으며, 지속적인 미숙아 수유 상담프로그램과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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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Wajed(2006)는 Dennis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

를 두고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임신 제3

기에 모유수유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무, 시범을 포함하여 교육한 후

산후 2주에 사회적 지지와 방법적 조언을 제공하여 산후 6주에 이

르기까지 모유수유를 지속하는지 전화 평가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

군보다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모유수유 기간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내에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는

Dennis(1999)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분만 후 직장

으로의 복귀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산후 1일에서 2일에

모유수유 교육을 시행하고, 산후 7일에서 10일부터 직장 복귀 3주

후까지 지속적인 전화면담을 실시하여 직장복귀 4주 후 까지의 모

유수유의 지속율과, 만족도,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연구(윤

지원, 2006)가 있었으며, 산후 1-2일부터 산후 6일, 2주, 4주, 8주, 12

주까지 중재를 시행하여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실천, 모유

내 Na농도를 본 연구(연승은, 2012)가 있었다. 두 연구 모두 다 자

기효능감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모유수유 실천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시행되어진 NICU를 기반으로 한 모유수유 연구는 신

생아잡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모유수유 실태와 그와 관련된

요인분석 연구(김미순 등, 2003; 이춘희, 2006; 백영미, 2007; 장군자,

이상락, 김현미, 2012)가 있으며,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

램은 워크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스트레스, 모성역할 자신감, 모유

수유에 실천을 미치는 효과를 본 연구(장영숙, 2004), 초극소 미숙아

를 대상으로 한 조기퇴원프로그램 연구(이은정, 2007)가 있으나, 자

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시행한 국내의 연구로는 장세희(2014)의 연구

1건으로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시행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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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희(2014)의 연구에서 미숙아를 분만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자

기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을 시행

한 연구에서 미숙아 어머니의 산후 6주 동안 중재를 적용하고 그의

효과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과 모유수유 실천율과 모유 유축행위를

조사한 결과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을 적용받은 군에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외

에도, 지금까지 시행된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교육은 미숙

아의 흡철 능력이 가능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좀 더 모유

수유 수행에서의 문제가 높은 재태주수가 어린 미숙아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으며(장영숙, 2004; 이미화,

2005), 많은 어머니들의 직접모유수유의 요구는 높은데 반해, 퇴원

후 젖병수유에서 직접 모유수유로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 퇴원 후 직접 모유수유도 시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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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Bandura(1986, 1977)의 자기효능이론을

기초로 하였다. Bandura의 자기 효능이론(1977)은 자아에 대한 지각

과 인간의 행위간의 연결 관계를 제시한다. 자기효능이 행위에 중요

한 요소가 되는 이유는 지식이나 관련 기술만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불충분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수행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이는 지식과 행위간의 관계를 자기준거적 사고

(self-referent thought)가 중개해 주기 때문이다(Swanson & Power,

2005). 즉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효능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지가 그들의 동기화와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Bandura는 인간이 행위를 하면 결과

가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자기효능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자기효능이

론에 의하면 행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두 종류의 기대가 있는

데 하나는 결과기대로서 어떤 특정한 행위가 어떤 특정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효능기대로서 자신이 특정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자기효능감 기대가

새로운 행위의 습득, 습관적 행위의 중단, 변화된 행동유지, 중단한

행위를 시작하는 것 등과 관련이 있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자기효

능이 결과기대나 과거 경험보다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해진 업무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을 조직화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지각된 자기효

능이라고 한다. 자기효능은 행위의 선택과 변화된 행위의 지속, 사

고유형 및 정서반응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Bandura(1989)는 자기효능이 인지, 동기화,

정서, 환경이나 행위의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Bandura의 이론은 새로운 행동 패턴에 대한 습득

의 과정과 행동의 변화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행동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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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과정 또한 포함한다.

자기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성공

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인간의 건강행위를 변화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Bandura(1997)에 의하면 자기효능기대를 증가시키는 자원으로 4개

의 중요한 정보원, 즉 성공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갈등

을 통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에 대

해 이러한 근원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통해 작용한다고 하였다

<Figure 1>.

Figure 1. Self-efficacy framework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

탕으로 하였는데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과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4가지의 중요한 정보원인 성공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경험을 2일 이내 교육을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

로 유방마사지, 모유유축수행 등을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출산 후

부터 퇴원할 때 까지 모유수유 일지 작성을 함으로써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퇴원 전 수유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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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무호흡, 서맥 등의 문제가 없는 직접수유를 시행할 수 있는 미숙

아는 직접수유를 직접 수행 해 봄으로써 젖병에서 직접수유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대리경험은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경험자들로부터 성공

수기를 들려줌으로써 모델링 기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숙아의 입원기간 동안 면회시간 방문 시, 모유 유축 이행 시 어려

운 점에 대해 상담과 대안에 대해 교육하고 격려하며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어적 설득은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의 내

용인 미숙아의 특성과 NICU에 대해 소개하여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추후에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를 심어 줄 수 있

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미숙아의 모유수유 장점을 설명하고 모

유수유의 시작과 퇴원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유수유

지식과 기술, 유방관리, 마사지 방법 등의 교육 내용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상자에게

수행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격려하고 칭찬해 줌으로써 결과에 대

해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다.

휴대전화의 SMS(short message service)는 접근이 용이하며 핵심

메시지로 주기적인 정보를 주며 단순 반복 기억을 유도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SMS를 인지적 기억강화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본 선행 연구(이명해, 2008)에서 SM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혈압환자의 혈압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연구(유양숙, 조옥희,

박숙경, 정혜선, 김석일, 2005), 프로그램 순응도와 이행율이 높았다

는 선행 연구의 내용을 근거로 효과를 본 선행연구들 근거로 이에

따라 매일매일 미숙아의 상태와 사진이 담겨있고, 어머니의 유축 동

기를 부여하는 간단한 문구를 보내 유축 동기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정서적 각성의 이완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편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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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된 상태에서 성공적인 모유수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

게끔 한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적 각성은 이완을 위해 시각적 심상

요법의 이완요법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심상요법을 본 프로그램

책자에 제공하고, 교육 시 유축 전에 시행하게끔 지시하고 교육 시

직접 따라해 보도록 시행함으로써 모유유축에 효과를 보고자 하였

다. 또한 교육 시 개별적인 면담 시, 어머니의 미숙아의 상태에 따

른 걱정, 모유수유 수행 시 나타날 수 있는 걱정과 우려, 어머니의

현재 기분 상태에 대해 경청하고 공감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완

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기효능감은 질병과 치료에 대한 대

처나 적응 뿐 아니라 생리적 요소와 사회, 정신적 요소의 상호작용

으로 건강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므로 여러 학문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부은희, 2006). 본 연구

에서는 문헌고찰을 근거로 하여, 자기효능기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네 가지 자원을 이용하여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용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들은 직접적인 행동 또는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또는 결과예측이나 기대(outcome expectations)에 행

동의 촉발, 방향, 노력 지속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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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lf-efficacy framework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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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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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미숙아

퇴원

직전

퇴원

후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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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내

X: 2일 이내

X: 미숙아

입원기간

퇴원

직전

미숙아

퇴원 후

7일 이내

퇴원

후 4주

Figure 3. Research design

IV.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모유수유교육을 받은 미숙아 어머니와 모유수유교육을

받지 않은 미숙아 어머니의 퇴원 후 지속적인 모유수유 실태를 비

교 분석한 비동등성 대조군 반복 측정 시차 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

이다.

본 연구의 연구 설계도는 다음과 같다<Figure 3>.

E₁, C₁: 사전 조사 (연구목적설명 및 동의서 작성, 일반적 특성 설

문지 및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태도점수 측정)

X₁: 개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 적용(미숙아의 특성, 모유유축방법

교육)

X₂: 개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 적용(7일 이후, 미숙아의 입원기간

내 지속적으로 모유 유축 시 문제점 재사정 및 재교육)

X₃: 전화 상담을 통한 모유수유 지속의 지지, 재교육 및 문제별 상담

E₂, C₂: 퇴원 직전 (입원 기간 동안의 모유 유축 횟수, 모유수유 자

기효능감, 모유수유 태도, 모유수유 지속여부 조사

E₃, C₃: 사후 조사 (모유 유축 횟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태도, 모유수유 지속여부 조사



- 24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18병상의 K대학병원

NICU에 입원한 37주 미만인 미숙아를 분만한 산모와 보호자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어머니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서

면 동의를 얻었으며 신생아 특성 및 어머니 특성, 수유 관련 특성은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기록하거나 어머니에게 질문하여 조사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지금까지 보고된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인 Otsuka 등(2014)의 연구에서 효과

크기를 0.25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Repeated measure

ANOVA, between interaction에서 α=0.05, 검정력 1-β=0.8, 효과크

기 f=0.25, 그룹수 2, 측정횟수 3, 측정 변수간 상관관계 0.5로 설정

하여 G-power program 3.1 version으로 계산하였을 때, 각 군당 필

요한 대상자의 수는 14명 이므로 총 28명의 대상자가 요구되었다.

1) 미숙아 어머니 선정 기준

(1) 산후 합병증이 없는 미숙아 어머니

(2) 신생아 중환자실에 면회가 가능한 어머니

(3)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미숙아 어머니

(4) 약물 복용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장애 요인이 없는 어머니

2) 미숙아 선정 기준

(1) 재태기간 24주에서 37주 미만

(2) NICU 입원기간 1주 이상

(3) 건강상의 이유로 모유를 섭취하는 것이 금기되는 선천성 이

상아 또는 유전 질환이 없는 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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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일반적인 특성 설문지

일반적 특성 질문지는 미숙아 어머니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모유

수유 관련 특성 및 미숙아 특성을 포함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미숙아 어머니의 연령, 결혼기간, 학력, 직업, 가족형태 및 월

수입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미숙아의 특성은 성별, 출생 시 체

중, 재태주수, 분만형태, 쌍둥이 여부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

유수유 관련 특성으로는 모유수유 결정 시기, 모유수유 정보 접함의

유무, 모유수유 교육 여부, 모유수유 시 계획기간, 모유수유를 하기

로 결정한 이유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모유수유 지속률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 지속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영

아 영양 분류체계(Helsing, 1985)를 이용해서, 1, 2, 3, 4 단계는 모유

수유 지속으로, 5 단계는 모유수유 중단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1단

계는 100%완전 모유수유를 말하고, 2, 3, 4 단계는 부분모유수유를

말하는데, 2단계는 모유수유를 인공수유보다 많이 하고, 3단계는 모

유수유와 인공수유를 같은 빈도로 지속하며, 4단계는 모유수유를 인

공수유보다 적게 지속하는 단계를 말하고, 5단계는 100% 완전 인공

수유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실천 여부에 대해 설문지를 통해 하루에

총 모유수유비율을 조사하고, 1,2,3,4 단계는 모유수유는 “예”, 5단계

는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 26 -

3)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은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Dennis 의 Breastfeeding Self-Efficacy Scale for mothers

of Ill and/or Preterm Infants (Short-Form)(Wheeler & Dennis,

2013)을 사용하였다. 도구사용 전 개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

여 도구의 개발자로부터 도구 사용의 허가를 받았다. 후, 원 도구의

한국어 번역을 시행하여 도구 개발자의 승인을 받은 도구 번역자(장

세희, 2014)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는 미숙

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포함하고 있는 총 5점

Likert 척도의 총 18문항의 도구로 ‘전혀 자신이 없다’가 1점, ‘가끔

자신이 있다’가 2점, ‘보통이다’가 3점, ‘대체로 자신이 있다’가 4점,

‘항상 자신이 있다’가 5점으로 평가하여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모

유수유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의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39 이었다.

4) 모유수유 태도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정금희(1997)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도구 사용에 대한 허가를 위해 도구 개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였고 최종 승인을 받아 도구를 사용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인지적 영역(7문항), 감정적 영역(7문항), 행동적 측면(6문항)

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

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20~100점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모유수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7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0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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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

1)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 프로그램은 미숙아의 특성과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모유수유 증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만든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제모유수

유 전문가 2인과 소아과 의사 2인, 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개발하였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미숙아를 분만한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기효능의 효능기대를 증가시키는 4가지 자원을 토대로 하여 모유

수유에 대한 자심감과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증진시킴으로써 급

성기인 미숙아 출산 직후에 모유수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퇴원 후에도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 교육 프

로그램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구체적인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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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및 차수
교육내용 및 주제

교육

자원

방법

(소요시간)

자기효능감

증대 자원

1차:

출생 후

2-3일

이내

• NICU 안내

•미숙아의 특성 및 문제점

•모유의 장점

•모유유축의 지식과 기술

•모유유축 시 건강관리

교육

책자

개별교육

(30분)
언어적 설득

•미숙아 모유수유 성공 수기

소개

교육

책자

개별교육

(30분)
대리경험

•시각적 심상요법을 통한 이완

요법

교육

책자

개별교육

(5분)

정서적

각성의 이완

•모유유축 과정 수행

•모유 유축 일지 작성
-

대상자

직접시행

(하루8번 이상)

성공경험

2차:

입원기간

내

•모유유축 수행 시,

어려움에 대한 상담

•직접수유 수행

-
개별교육

(30분)

대리경험

성공경험

•입원 기간 내, 문자 메시지 입

원기간 동안 미숙아의 모습을

담은 문자, 격려하는 문구 전

송,

문자

메시지
하루 1회 전송 언어적 설득

3차:

퇴원 후

1주일

이내

•전화 상담을 통한 교육

•퇴원 후 수유와 관련한

어려움에 대한 상담

-
전화상담 1회

(10분)
언어적 설득

<Table 1> Content of breastfeeding program for preterm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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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공경험

성공경험은 자기효능을 증가시키는 가장 즉각적이고 강력한 자원

으로 개인의 성공 경험을 통해 효능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효능기대는 낮아진다. 본 연구에서 성

공경험을 증가시키기 위해 쉬운 과제로부터 점차 어려운 문제로 접

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함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만 후 24시간 이내,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2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였다. 첫 과제로 모유

수유 유축을 빨리 시작할수록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알리며 모유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상임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규칙적인 시간

에 유축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첫 과제로 유축 시행을 먼

저 유도하여 성공적으로 유축을 하도록 하였다. 유축하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손으로 유축하는 방법과 유축기를 이용하여

유축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시범해 보였다. 유축하는 방법 외에도 감

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축기를 소독하여 보관하는 방법, 모유 보관

법, 운반법에 대한 내용을 책자를 통해 교육을 하였다.

어머니가 직접 모유를 유축하여 가져온 모유에 대해서 아기가 수

유를 하였을 시 다음 면회시간이나 어머니 방문 시 섭취 내용에 대

해 피드백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모유가 부족한

어머니들이나 통증을 시행하는 어머니들을 바탕으로 유방 찜질과

유방 마사지를 시행하도록 교육하고 추후 유방 문제에 대해 지속적

으로 사정하고 교육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출산 후부터 퇴원할 때 까지 모유수유 유축양과 횟수를 기록

함으로써 자신의 모유양이 증가되는 양상과 수행한 횟수를 파악하

고 모유양이 변화되는 양상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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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퇴원을 하기 위한 미숙아와 어머니의 수유연

습을 시작하였을 때, 무호흡, 서맥 등의 문제가 없는 직접수유를 시

행할 수 있는 미숙아는 퇴원 전 면회시간에 직접수유를 직접 수행

하고 퇴원 후에 모유수유를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교육 하고 시범을 보였다. 수유 중 미숙아에게서 수유부족, 다

먹지 못하고 잠드는 경우, 탈수 등의 문제가 나타났을 시 대처 방법

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어머니에게 교육자가 감독 하에 대처방

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젖병에서 직접수유로 전환할 수 있

도록 자신감을 증가 시키고 숙달되도록 하였다.

(2) 대리경험

대리경험은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타인이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

로 수행하는 것을 접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미숙아의 입원기간 동안 면회시간 방문

시, 모유 유축 이행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상담과 대안에 대해 교육

하고 격려하고, 선행사례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상황

과 비슷한 타인의 사례를 드는 미숙아와 연관된 모유수유에 대해

오해와 궁금증을 모은 Q&A를 구성하였다.

모유수유 성공사례들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인구 보건복지협회

에서 모유수유 수기 공모집에서 미숙아를 분만한 어머니들의 모유

수유성공사례 부분을 발췌하여 본 연구대상자인 미숙아 어머니들에

게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타인이 주어진 과제를 성공

적으로 수행한 사례에 대한 바탕을 토대로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

을 갖도록 하였다.



- 31 -

(3) 언어적 설득

언어적 설득은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설득을 받은 사람은 그렇

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공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

어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모유수

유 교육을 시행 할 때에 본 연구자가 개발한 책자를 제공하여 교육

하였으며, 교육 책자의 도입부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미숙아의 특성

과 NICU에 대해 소개하여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추

후에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아기와 분리되어 모유수유를 할 수 없지만 미숙아에게 모유를

먹이는 것에 대한 장점과 모유 유축을 조기에 시작해야하는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여 교육하였다. 교육 책자에는 모유수유의 시

작과 퇴원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과 유축 방법, 유축기 소독과 관리 방법, 손으로 유축하는 방법을

포함하였다. 또한 유축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유방관리, 유축

전후의 마사지 방법에 대해 사진이 포함된 내용을 교육책자에 제공

하였다. 그 중 극소 저체중아인 경우인 미숙아 어머니에게서 실시하

는 모유 검사(거대세포 바이러스)에 대해 교육하고 거대세포 바이러

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미숙아가 35주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모유수유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교육하여 어머니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검사가 양성이 나오더라도 지속적이고 규칙적

으로 모유 유축을 하는 것에 대해 교육하였다. 또한 모유수유 중 잘

못 알려진 상식들과 모유수유 중 복용할 수 있는 약물과 음식, 주의

하여야 할 음식 등에 대해 표를 제공하여 찾아보도록 하였으며, 궁

금할 경우 본 연구자에게 질문하도록 하였다.

교육 책자 외에도 휴대전화의 SMS(short message service)를 전

송함으로써 이에 따라 매일매일 미숙아의 상태와 사진이 담겨있고,

어머니의 유축 동기를 부여하는 간단한 문구를 보내 유축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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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시키도록 하였으며, SMS를 보내면서 모유수유 방법과 문제점

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피드백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퇴원 후 1주일이 되는 시점에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는데, 이

는 퇴원 후 일주일 이내에 가정에서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전화 상담을 실시 할 때는 먼저 어머니와 미숙아의

안부를 먼저 묻고 퇴원 준비 시 모유수유 연습을 한 것을 바탕으로

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퇴원 직후 유축량과 모유수유 횟수 변화,

퇴원 후 탈수 등의 미숙아에서 나타 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

을 받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각 상담 시간은 약 5분에

서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정서적 각성의 이완

정서적 각성의 이완은 개인의 정서적, 신체적으로 불안이나 공포

상황에서 개인의 정서적인 흥분으로 생리적 흥분과 정서적인 각성

을 이완시켜 긴장하지 않고 각성의 이완을 통해 성공적인 경험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각성의 이완을 위해 시

각적 심상요법의 이완요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각성의 이완을 위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젖이 적게 나온다는 선행연구(김혜숙, 2001)의 내용을 근거로 스트

레스 완화를 위해 모유수유 교육 시, 대상자와 교육자 시범 하에 같

이 수행해 보도록 하며 모유일지 작성 시, 이완요법의 시행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개별적으로 교육 시 어머니와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어머니의 미숙아의 상태에 따른 걱정, 모유수유 수행 시 나타날 수

있는 걱정과 우려, 어머니의 현재 기분 상태에 대해 표현하도록 하

고, 그에 대해 경청하고 공감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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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9월부터이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NICU 18병상의 K대학병원에 입원한 미숙아 어머니에게 연

구자가 연구목적과 설명하여 동의를 한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효과의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실험

군과 대조군의 자료 수집시기를 달리하여 2013년 9월부터 대조군을

먼저 수집하고, 나머지는 실험군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 23명, 대조군 22

명으로 선정하였으나 탈락이 없어 총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

며 대조군의 어머니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K대학병원 NICU에서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 22명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실험군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미숙아를 출산

한 어머니 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구체적인 연

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조군 자료수집

대조군은 실험군에 대한 모유수유교육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NICU에 입원한 미숙아를 대

상자로 선정하여 출생 후 24시간 내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미숙아 퇴원 직전 1차 사후조사를 실시하며 퇴원

후 4주에는 미리 우편과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내고 외래진료 날짜

에 맞춰 회수하였거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을 경우, 우편 또는 설

문지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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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군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험군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NICU에 입

원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미

숙아 어머니로서, 실험군의 어머니에게는 출생 후 24시간 내 생리적

인 안정 상태를 확인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과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동의서 작성 후, 인구학적 특성, 산과적 특성, 직업적 특성 및 모

유수유 관련 특성, 자기효능감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실험군

의 교육은 실험대상자와 사전 약속을 정해 2일 이내 미숙아 어머니

가 입원한 병실이나 NICU 내의 수유실에서 개별 교육을 실시하였

다. 개별교육에 대한 내용은 미숙아의 특성과 수유 시 문제점, 유축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입원기간 내 지속적으로 모유 유

축 시의 문제점을 재사정하고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미숙아 별 재태

주수에 따라 입원기간이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차이가 나므

로 재원일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1차 사후조사

로 미숙아 퇴원 직전, 모유의 유축양, 모유수유 횟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2차 사후조사로 미숙아 퇴원 후 4주에 모유의 유축양,

횟수, 자기효능감을 재평가하는 설문지를 보호자 편의에 맞추어 외

래진료 날짜에 맞춰 회수하거나 우편으로 회수하였으며, 일정을 맞

추기 어려웠을 경우, 어머니로부터 설문지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 메

시지를 전송 받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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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 측면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소속 대학 연구윤리 심의 위원회

(IRB)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IRB No. 2013-77),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에 관

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

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자료정리는 연구자

가 단독으로 시행하였으며, 연구자만 자료를 열람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고 총 3차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1차, 2차, 3차의 설문지 작성 시에 자료수집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간단한 기념품을 각 각 설문지 작성 시 마다 다

른 매회 다른 기념품으로 함께 제공하였다. 이 후 연구 참여를 중단

할 경우 답례품을 돌려받지는 않으려 하였으나 탈락율이 없어 연구

를 진행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설문지를 회수 후 형평성을 위해 프로

그램 책자를 제공하고, 입원 중에 시행하는 다른 처치는 모두 실험

군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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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program

version 22.0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산과적 특성, 모유수유

관련 특성 그리고 미숙아 관련 특성의 빈도 및 분포는 기술통계

를 이용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과적 특성, 모유수유

관련 특성 및 미숙아 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독립표본

t-test와 X²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로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연구변수가 정규분포 하였다.

4)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 검정을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효능감 점수, 모유수유의 태도 점수,

모유 유축양, 모유 유축 빈도는 Repeated measure ANOVA,

between interac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모유수유 지속을 확인하기 위한 가설 검정을 위해 퇴원 후 4

주에의 직접 모유 수유 횟수는 t-test, 모유수유 실시 여부는

Fisher’s exact test 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6)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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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1) 미숙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과 대조군 미숙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즉 나이, 교육정

도, 직업, 가족 형태, 월수입, 계획임신 여부, 결혼기간에서 모두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연령에 관한 두 집단 간의 동질성 분석에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 33.30세, 대조군은 34.09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학력 또한 실험군에서 고졸은 6명(26.1%), 대조군 5명(22.7%)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군의 대상자의 직업유무는 실험군에서 무직(가정주부) 15명

(65.2%), 직업이 있는 경우 8명(34.8%), 대조군에서 무직(가정주부)

11명(50%), 직업이 있는 경우 11명(50%)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형태, 가정의 월수입, 계획임신 여부, 결혼기간에서도 실험군,

대조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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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Exp. (n=23) Cont. (n=22) χ² or t 

n(%) M±SD n(%) M±SD

Age (yr.) 33.30

±4.36

34.09

±4.69

0.58 .5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6(26.1) 5(22.7) 0.07 .56

>High school 17(77.9) 17(77.3)

Occupation

No 15(65.2) 11(50) 1.07 .37

Yes 8(34.8) 11(50)

Family type*

Nuclear family 19(82.6) 18(81.8) 0.01 10.0

Extended family 4(17.4) 4(18.2)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8(34.8) 11(50) 1.07 .30

>300 15(65.2) 11(50)

Planned pregnancy*

Yes 19(82.6) 20(90.9) 0.67 .41

No 4(17.4) 2(9.1)

Marital duration

(month)

3.17

±2.92

3.08

±2.26

0.12 .90

*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test of the mother’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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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숙아의 일반적 특성

미숙아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에서 출생순서, 성별, 몸무게, 재태주

수, 재원 기간, 분만 형태, 쌍둥이 여부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첫째 아이인 경우는 실험군은 13명(56.5%), 대조군은 12명(54.5%),

둘째 또는 그 이상인 경우 실험군은 10명(43.5%), 대조군 10명

(45.5%)으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숙아의 성별은 실험군에서 남아 15명(65.2%), 여아 8명(34.8%), 대

조군은 남아 11명(50.0%), 여아 11명(50.0%)으로 두 군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미숙아의 분만 형태는 실험군의 제왕절개

17명(73.9%), 대조군 15명(68.2%), 쌍둥이 여부는 실험군에서 단태아

21명(91.3%), 대조군 17명(77.3%)으로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미숙아의 몸무게는 실험군 평균 1,889.1(±659.94)g, 대조군

1,917.3(±505.42)g, 각 군의 미숙아의 재태주수는 실험군 평균

32.3(±2.93)주, 대조군 32.5(±3.05)주로 두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숙아의 재태주수 별 입원기간이 짧게는 1달, 길게는 3달이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두 군간 입원기

간은 실험군 평균 34.6(±25.7)일, 대조군 평균 34.7(±28.2)일로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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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Exp. (n=23) Cont. (n=22)
χ ²
or t 

n(%) M±SD n(%) M±SD

Birth order

First 13(56.5) 12(54.5) 0.02 .89

≥Second 10(43.5) 10(45.5)

Gender of baby

Male 15(65.2) 11(50) 1.07 .30

Female 8(34.8) 11(50)

Delivery type

Vaginal

delivery

6(26.1) 7(31.8) 0.18 .67

Cesarian

section

17(73.9) 15(68.2)

Number of

newborns

Twin 2(8.7) 5(22.7) 1.69 .24

Single 21(91.3) 17(77.3)

Baby’s

weight(g)

1,889.1±659.9 1,917.3±505.4 0.16 .87

Gestational age 32.3±2.9 32.5±3.1 0.29 .77

Duration of

hopitalization

(day)

34.6±25.7 34.7±28.2 0.99 .99

*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of newborn’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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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와 연관된 특성

대상자의 모유수유와 연관된 특성은 수유 결정시기, 분만 전 모유

수유 정보 경험 유무, 모유수유 교육 경험 유무, 계획한 수유 기간

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실험군의 수유결정 시기는 산전에 결정한 경우가 실험군 18명

(78.3%), 대조군 20명(90.9%), 분만 전 모유수유 정보 경험 유무에

대해 실험군 17명(73.9%), 대조군 15명(68.2%)로 두 군간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모유수유 교육의 유무에 대해

서도 실험군 10명(43.5%), 대조군 7명(31.8%)로 두 군간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계획한 수유 기간의 경우 실험군 평균

11.1(±5.92)개월 대조군 평균 8.5(±4.04)개월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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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Exp. (n=23) Cont. (n=22)  χ²  or t p

n(%) M±SD n(%) M±SD

Time of breastfeeding

decision*

Before pregnancy 18(78.3) 20(90.9) 1.37 .45

After pregnancy 5(21.7) 2(9.1)

Information on breast

feeding before delivery

Yes 17(73.9) 15(68.2) 0.18 .67

No 6(26.1) 7(31.8)

Experience on breast

feeding education

Yes 10(43.5) 7(31.8) 0.65 .42

No 13(56.5) 15(68.2)

Desired duration of

breastfeeding (month)

11.1

±5.92

8.5

±4.04

-1.70 .96

*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Homogeneity test of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breast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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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검정

1)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퇴원 직전 측정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점수와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

이다.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사전조사로

미숙아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을 출생 직후(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에

자기효능감 점수를 측정하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퇴원 직전에

첫 번째 사후조사를 시행하고 퇴원 후 4달이 되는 시점에 두 번째

사후조사를 측정하였다.

미숙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집단과 시간 경과 간의 교호

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F=6.92, p<.01),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5>. 즉, 대조군은 세 시점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F=2.42, p=.10),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퇴원 후 4주의 자기효능감

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직후(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의 미숙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실험군 평균 59.78(±13.14)점, 대조군 62.68(±17.11)점으로 측

정되었으며, 첫 번째 사후조사인 퇴원 직전에 측정한 자기효능감 점

수는 실험군 평균 59.74(±11.95)점, 대조군 평균 60.73(±16.11)점이었

으나,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자기효능감은 대조군 평균

57.77(±19.76)점에 비해 실험군은 평균 72.04(±14.33)으로 증가하여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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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s

Pretest Post

test-1

Post

test-2 F p

M±SD M±SD M±SD

Breastfeeding

self-efficacy

score

Exp.

(n=23)

59.78

±13.14

59.74

±11.95

72.04

±14.33

group 0.80 .38

time 2.42 .10
Cont.

(n=22)

62.68

±17.11

60.73

±16.11

57.77

±19.76 group

×time

6.92 <.01


Before discharge


4 weeks after discharge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5> Comparison of changes of breastfeeding self efficacy scale

between two groups

Figure 4. Comparison of breastfeeding self-efficacy scale of two

groups



- 45 -

2)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퇴원 직전 측정한 모유수유 태도 점수와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모유수유 태도점수가 높을 것이다.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미숙아 모유

수유 태도를 출생 직후(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에 모유수유태도를

측정하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퇴원 직전에 첫 번째 사후조사를

시행하고 퇴원 후 4주가 되는 시점에 두 번째 사후조사를 측정하였

다.

모유수유 태도 점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F=3,25, p=.08), 시간의 경과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F=0.93, p=.40),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태도 점수는 집단과 시

간 경과 간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를 보여(F=3.49, p=.04),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6>.

출생 직후(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의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태도 점수는 실험군 평균 83.30(±9.24)점, 대조군 82.14(±7.53)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첫 번째 사후조사에서 퇴원 직전 측정한 모유수유 태

도 점수는 실험군 평균 82.04(±10.13)점, 대조군 평균 80.23(±10.56)

점 이었으나,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모유수유 태도 점수는 대조군

평균 85.74(±9.15)점에 비해 실험군은 평균 76.32(±10.10)점으로 증가

하여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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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s

Pretest Post

test-1

Post

test-2 F p

M±SD M±SD M±SD

Breastfeeding

attitude score

Exp.

(n=23)

83.30

±9.24

82.04

±10.13

85.74

±9.15

group 3.25 .08

time 0.93 .40

Cont.

(n=22)

82.14

±7.53

80.23

±10.56

76.32

±10.10 group

×time

3.49 .04


Before discharge


4 weeks after discharge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6> Comparison of changes of breastfeeding attitude between

two groups

Figure 5. Comparison of breastfeeding attitude scale of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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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과 퇴원 직전 측정한 모유양과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모유양이 많을 것이다.

두 집단의 모유 유축양 차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F=7.29, p=.01)<Table 7><Figure 6>.

모유 유축양은 집단과 시간의 경과 간의 교호작용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F=0.79, p=.38),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퇴원 시

와 퇴원 후 4주에 실험군의 모유 유축양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7.29, p=.01), 시간의 경과에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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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s
Post test-1 Post test-2

F p
M±SD M±SD

Expressed

breastmilk

volume

(ml)

Exp.

(n=23)

96.96±50.51 95.65±64.58 group 7.29 .01

time 0.44 .51

Cont.

(n=22)

67.50±71.41 46.36±49.43

group

×time

0.79 .38


Before discharge


4 weeks after discharge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7> Comparison of Changes of breastmilk amount between two

groups

Figure 6. Comparison of changes of breastmilk amount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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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퇴원 후 4주에 모유수유와 직접수유를 지속하는

어머니가 더 많을 것이다.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이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지

속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퇴원 후 4주에 모유수유 지속여

부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퇴원 후 4주에 모유수유 지속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인 실험군은 1 단계(100% 완전 모유수유), 2 단계(모유수유를

인공수유보다 많이 하는 단계), 3 단계(모유수유와 인공수유를 동량

으로 하는 단계), 4 단계(모유수유를 인공수유보다 적게 하는 단계)

는 22명(95.7%)이 모유수유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모유수유의 중단

을 의미하는 5 단계(분유수유만 하는 단계)는 1명(4.3%)이었다. 이

는 대조군에서 모유수유를 지속한 어머니 16명(72.7%), 모유수유를

중단한 어머니인 5 단계 6명(27.3%)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실험군에서 모유수유 지속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²=4.50, p<.05)<Table 8><Figure 3>.
퇴원 후 4주에 직접수유율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은 하루 평균

4.74(±3.86)회, 대조군은 2.18(±3.83)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실험군에서 직접수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3, p=.03)<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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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Exp. (n=22) Cont. (n=22)

χ²
or t p

n(%) M±SD n(%) M±SD

Continuation of

breast feeding*

Yes 22(95.7) 16(72.7) 4.50 <.05

No 1(4.3) 6(27.3)

Breast feeding

frequency of

direct breast

feeding per day

4.74

(±3.86)

2.18

(±3.83)

-2.23 .03

*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8> Comparison of continuance of breast feeding and direct

breast feeding frequency between two groups (4weeks after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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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퇴원 직전 측정한 모유 유축 횟수와 퇴원 후 4

주에 측정한 하루 평균 모유수유 유축 횟수가 더 많을 것이

다.

퇴원 직전까지 실험군과 대조군의 하루 평균 유축횟수를 측정한

결과,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하루 평균 모유 유축 횟수의 경우, 실

험군 하루 평균 6.48(±3.79)회, 대조군 3.14(±3.68)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15, p<.05)<Table 9><Figure 7>.



- 52 -

Variables Groups Post test-1 Post test-2

F 
M±SD M±SD

Breast

pumping

frequency

per day

Exp.

(n=23)

6.30±1.89 6.48±3.79 group
10.74 <.01

time
2.99 .09

Cont.

(n=22)

5.27±1.72 3.14±3.68

group

×time
4.15 <.05


Before discharge


4 weeks after discharge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9> Comparison of breast pumping frequency between two

groups

Figure 7. Comparison of breast pumping frequency per day between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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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미숙아를 분만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높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모유수

유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

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모유수유에 미

치는 효과를 보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

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84.4%(실험군78.3%, 대조군 90.9%)에서

임신 전 모유수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답하였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경험 유무에 대해 대상자들의 78.1%(실험군

73.9%, 대조군 68.2%)에서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

러나 미숙아 분만 전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실험군 26.1%(6명), 대조군 31.8%(7명)에 불과하였으며 대상자의 절

반 이상이 분만 전 교육을 접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모유수유 실태를 조사한 김미

순 등(2003)의 연구에서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교육 참석비율이

27.0%였으며,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

램에서 조사한 분만 전 모유수유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8.8%

에 불과하였다는 연구결과(장세희, 2014)와 일치하였다. 이는 미숙아

어머니들이 모유수유 의도는 있으나 실제 모유수유를 위한 준비와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장세희(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모유수유 실천 및 지속에 미치는

요인들 중 어머니의 모유수유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으로 산전 수유

계획 의도(Ahluwalia et al., 2005; Kronborg & Vaeth, 2004; Meedy

et al.,, 2010), 계획한 수유 기간(김미영 등, 2003)등이 영향을 미치

며, 그 중 모유수유 교육이 모유수유 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알려져 있어(여정희, 2005),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어머니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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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실제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중재가 필수적

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Kistin, Benton, Rao와 Sullivan(1990)이 실

시한 연구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임신 24주 이전의 저소득 흑

인여성 130명을 집단교육군, 개별교육군, 통제군으로 나누어 모유수

유에 관한 산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집단교육군(45%)과 개별교육군

(50%) 모두가 통제군(23%)에 비해 모유수유 빈도가 높았다는 선행

연구가 있어 미숙아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산전부터 모유수유 교육

과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산후에는 어머

니들이 실제적인 수행 방법을 학습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

는 장기적인 모유수유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 이론

에 기초하여 4가지 자기효능자원을 이용한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숙아 어머니의 분만 직후부터 퇴원 후 1주

일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실험군의 경우, 분만 직후에 측정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점수와

태도 점수는 사전조사에 비해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모유수유 자기

효능감 점수와 모유수유 태도 점수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상승하

였다. 따라서 본 간호중재가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과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숙아 분만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시

행한 연구는 국내와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미숙아를 분만한

초산모에게 분만 직후부터 산후 6주간 모유수유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이 향상한 연구 결과(장세희, 2014)와 만삭아를

분만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 결과(연승은, 2012)와 일치하였다. 또한, 저체중 출생아

의 어머니 85명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교육을 시행한 연구

(Küçükoğlu & Çelebioğlu, 2014)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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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대조군에 비해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숙아 어머니들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퇴원 후 두 번

째 사후조사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모유수유 태도 점수는 실험군 85.74점, 대조군 76.32점으로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유수유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성취경험은 자기효능감 향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자원인데(Bandura, 2002), 미숙아를 분만한 어머

니들이 산전과 산후에 구체적인 모유수유 실천 방법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경험하

게 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지가 없었던 대조군은 반복되는 실패

와 그에 따른 좌절감으로 자기효능감이 저하됐다는 선행연구(장세

희, 2014)와 같다. 본 연구에서 교육시행 후 퇴원 직전 측정한 첫 번

째 사후검사에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점수는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유수유 태도 점수 또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퇴원 후 4주에 실험군이 대조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퇴원

이 임박함에 따라 의료진의 도움 없이 어머니 혼자 미숙아를 양육

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효능감과 모유수유 태

도가 교육 전 측정한 점수에 비해 떨어지거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고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두 번

째 사후조사에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과 모유수유 태도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모유수유를 시작하

면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는 출산 4-6주까지로

(Ertem, Votto & Leventhal, 2001), 출산 초기에 적절한 교육을 통

해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면 모유수유 조기종결을 예방할

수 있는데 (양현주, 서지민, 2011), 이는 교육을 시행한 실험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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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4주에 자기능감 점수와 모유수유 태도 점수가 증가한 것으

로 보아 퇴원 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화 상담을 실시

하고, 퇴원 전 모유수유에 관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서 미숙아 어머니

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적응력 향상, 모유수유에 대한 신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모유수유 자기효능감과 모유수유 태도 점수가 퇴원 후

4주에 측정하였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 점수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이 모유수유 방법과

지속에 미친 효과에 대해 논의해 보면, 모유수유의 효과를 보고자

퇴원 후 모유양, 퇴원 후 4주에 모유수유 지속 여부, 퇴원 후 4주

에 직접수유 유무, 퇴원 후 하루 평균 모유 유축 횟수를 측정하였

다.

본 연구 결과에서 퇴원 직전 모유양과 퇴원 후 4주의 모유양은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에서 실험

군의 퇴원 전 측정한 1회 평균 모유 유축양은 96.96ml에서 퇴원 후

4주의 평균 95.65ml로 모유양을 유지하였으나 대조군에서 1회 평균

모유 유축양은 퇴원 전 67.50ml 에서 퇴원 후 4주에 46.36ml으로 오

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하루 평균 모유 유축횟수는 퇴원 전 실험군

평균6.30회, 대조군 평균5.27회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았으나, 퇴원 후 4주에 측정한 하루 평균 모유 유축 횟수는 실험군

6.48회, 대조군 3.14회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숙아와

관련된 모유수유의 중단 요인을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 그 요인으로

모유 유축의 어려움, 어머니의 건강상태, 모유부족이 가장 큰 어려

움으로 나타났다(백영미, 2007; 이춘희, 2006)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

로 모유수유의 조기 종결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 직후에 효과적인

모유수유를 통해 모유양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유 관련 문제를 예방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분만 후에 동시에 모유수유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평가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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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서지민, 2011). 따라서 초기에 효과적인 모유수유교육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모유양을 확보하였고, 이어서 퇴원 후에 집에서 의료진

의 도움 없이 미숙아를 혼자 돌봐야 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유 유축 횟수와 모유양을 유지 한 것에 대해서는 퇴원 후 실험군

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졌으므로 그 효과가 퇴원 직후에도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숙아 어머니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적응력

향상, 모유수유에 대한 신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퇴

원 후 모유부족, 모유 유축과 병행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모유수유를

진행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를 중단한 어머니들 7명(실험군 1명,

대조군 6명)들 모두 모유수유를 중단한 요인으로 모유부족과 유축과

병행하기 힘들어 유축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유 유축과

병행하였을 때 냉동보관이 어려워 중단하였고 직접수유 경험이 없

어 힘들어서 중단하였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는 모유수유의 중단 요

인으로 모유양의 부족, 선행연구(이은숙과 서영숙 1996)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어서,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퇴원 후 4주에 모

유수유를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수유를 하는 어머니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미숙아는 흡철능력, 호흡 능력 등

이 부족하여 모유를 유축하여 젖병으로 수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나 미숙아 어머니들은 젖병수유에서 직접수유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 요구도가 높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 젖병수유에서 직접수

유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퇴원 전 수유 연습 시, 수유 시 서

맥, 무호흡 등의 문제가 없는 미숙아에게서 직접수유 연습을 시행하

였다. 본 결과로 퇴원 전 직접수유 경험이 퇴원 후 직접수유를 시행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는 입원기간 동안

직접수유를 경험해 본 어머니에게서 퇴원 후 직접수유로 전환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Cronenwett와 Reinhardt (1987)의 연구에서 산후 입원기간동안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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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간호 제공 이외에 적어도 한번은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상황에

서 어머니에게 모유수유 교육을 제공해주고 퇴원 후 1-2일째, 1주째

에 전화 상담을 하여 산후 6주에 모유수유 실천율을 조사한 결과로

,대조군 어머니의 모유수유 실천율(50%)에 비해 실험군 어머니의 모

유수유 실천율(80%)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직접수유를 원하는 많은 미숙아 어머니들의 요구도 에 따

라 추후 모유수유 유축방법 외에도 미숙아에서 직접수유를 시행하

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무호흡 문제, 체중감소, 불충분한 모유섭취

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

하다. 선행 연구로 미숙아의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

접수유를 시행하고 그 효과를 본 연구(이미화, 2004)가 있었으나

1.5kg 미만의 흡철 능력이 부족한 미숙아들에서 젖병수유에서 모유

수유로 전환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연구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료진에서 대부분 미숙아가 직

접수유를 하는 것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의료진의

의식 변화와 표준화된 교육 프로토콜이 필요하며, 퇴원 전부터 직접

수유를 도와줄 수 있도록 어머니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과 의료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유수유 실천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퇴원 후 4주에 모유

수유 지속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퇴원 후 4주에 모유수유 지속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이 모유수유 실천

과 유지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는 미숙아 어머니 32명을 대상으로 워크북 프로그램을 제공한

장영숙(2005)의 연구에서 하루 3회 이상 모유를 먹이는 것을 모유수

유로 정의하여 미숙아 퇴원 후 4주의 모유수유 실천율을 실험군

46.7%, 대조군 11.8%로 제시하였고, 미숙아와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

한 중재를 106명의 미숙아 어머니에게 적용한 Ravn 등 (2012)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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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9개월에 모유수유를 중단한 대상자는 실험군 34.1%, 대조군 60%

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미숙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은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과 모유수유 태도의 향상, 모유수유 실천율, 모유양의 개

선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숙아의 모유수유는 미숙아에게 가장 효과적인 영양원이라고 알

려져 있으나 미숙아의 어머니는 모유수유를 시작하는 것 보다 아기

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모유유축을 유지하여 모유양을 확보

하고, 후에 젖병수유에서 직접수유로 전환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모유수유의 전문가로

서 미숙아 어머니들에게 미숙아의 입원기간 중 미숙아에게 특성화

된 모유수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입원 기간 중 어머니들에게

직접수유을 시행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퇴원 후 직접수

유를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무호흡, 모유양 섭취 부족 시 나타

날 수 있는 문제 등을 교육함으로써 퇴원 후 어머니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이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교육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는 서울시 소재 특정 1개 대학병원 NICU에 입원한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무작위 할당을 하지 못하여 집단을 선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의 위험이 있다. 또한 어머

니에 대한 교육과 자료 수집을 모두 본 연구자가 주도하여 맹검을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거

나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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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에 의한 유사 실험연구

이다. 연구 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9월 까지였다. 연구의 대

상자는 서울광역시 일개 대학병원의 NICU에 입원한 미숙아의 어

머니 중 실험군 23명 대조군 22명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실험군에

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과 모유수유 태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 모유수유 실천율과 모유 유축행위, 모유양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구체적인 중재 전략이 산후 초기에 발

생하는 모유수유 문제를 대상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성

취경험을 바탕으로 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강화와 모유수유 태도,

모유수유 실천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추후 간호 연구와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수유 교육 자료로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는 미숙아의 어머니들에게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을 반복 적응해 볼

것을 제안한다.

2) 일 대학병원에서 적은 수의 대상자를 확보하여 시행한 연구이

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지역의 다수의 미

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3) 본 연구에서 젖병을 이용하여 모유수유를 제공하다가 직접수

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연구해 본 결과가 있으나 연구의 일반

화에 어려움이 있어 그에 따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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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설 문 지

연구제목: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자: 이 부 현(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연락처:                    이메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아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현재 강

동경희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자기효능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과 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개인적인 정보는 오직 연구를 위해 이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현재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계신 어머님들이 모유수

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계시는 많은 미숙아 어머니들에게 도움

을 드리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각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에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와 아기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3년 8월   

연구자 이 부 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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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자 보관용>

연구제목: 미숙아 모유수유 프로그램의 효과

책임연구자: 이 부 현

Ø 서론: 

본 연구는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자기효능강화 

프로그램을 실시, 입원 중에도 모유를 아기에게 제공하고, 퇴원 후에도 모

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Ø 연구절차에 대한 설명

귀하가 연구에 참여함을 서면으로 동의하실 경우, 연구에 참여하게 되며 

총 설문지는 3차례로 실시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참여 전, 아기 퇴원 전, 퇴

원 후 4주가 되는 시점에 설문지를 작성 해 주시면 됩니다.

Ø 위험과 혜택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귀하께서는 아기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모유수

유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퇴원 후에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외에도 앞으로 신생아 돌보기, 예방접종 등에 대해 원하시

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Ø 안전보장

귀하의 정보와 아기의 정보는 본 연구에만 사용되며 절대 기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Ø 자유로운 연구탈퇴에 대한 보장

본 연구에의 참여는 귀하의 자발적 참여의사에 결정됩니다. 귀하는 참여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참여를 결정한 경우에도 어떠한 편견, 불리함 또

는 본 연구기관에서의 이득, 손실 없이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Ø 연구책임자: 이 부 현    연락처: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고 있습니다.”

성명:                      날짜: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76 -

<연구 참여 동의서- 참여자 보관용>

연구제목: 미숙아 모유수유 프로그램의 효과

책임연구자: 이 부 현

Ø 서론: 

본 연구는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자기효능강화 

프로그램을 실시, 입원 중에도 모유를 아기에게 제공하고, 퇴원 후에도 모

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Ø 연구절차에 대한 설명

총 설문지는 3차례로 실시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참여 전, 아기 퇴원 전, 

퇴원 후 4주가 되는 시점에 설문지를 작성 해 주시면 됩니다.

Ø 위험과 혜택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귀하께서는 아기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모유수

유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퇴원 후에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외에도 앞으로 신생아 돌보기, 예방접종 등에 대해 원하시

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Ø 안전보장

귀하의 정보와 아기의 정보는 본 연구에만 사용되며 절대 기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Ø 자유로운 연구탈퇴에 대한 보장

본 연구에의 참여는 귀하의 자발적 참여의사에 결정됩니다. 귀하는 참여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참여를 결정한 경우에도 어떠한 편견, 불리함 또

는 본 연구기관에서의 이득, 손실 없이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Ø 연구책임자: 이 부 현    연락처: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고 있습니다.”

성명:                날짜: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

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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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교육 실시 전 사전조사 설문지

♫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문항에 √표를 하거나 밑줄쳐진

곳에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나이는? 만 세

2.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학 졸업 ⑤ 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이상 졸업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업 주부 ② 정규 전문직 ③ 자영업

④ 단순 정규직 ⑤ 파트타임 ⑥ 기타

4. 귀하는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 해당사항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남편 ②시부모 ③친정부모 ④형제, 자매 ⑤ 친척 ⑦ 기타

5. 귀하의 가정에 한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150만원 미만 ② 151~300만원 ③301~500만원 ④ 501만원 초과

7. 이번 임신은 당신이 원했던 임신 이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8. 귀하의 결혼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만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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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이번 출산은 몇 번째 출산입니까?

① 첫째 출산 ② 둘째 출산 ③ 셋 이상 출산

2. 귀하의 아기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아 ② 여아

3. 귀하의 아기 출생 시 체중은 얼마입니까? g

4. 귀하의 출생 시 임신 주수(재태주수) 주

5. 분만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제왕절개 ② 자연분만

6. 귀하의 아기는 쌍둥이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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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와 연관된 요인>

1. 귀하는 언제 모유수유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① 임신 전 ② 임신 초기(임신 1-3개월) ③ 임신 중기(임신 4~6개월)

④ 임신 말기(임신 7~10개월) ⑤ 분만 직후

2. 귀하는 분만 전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귀하는 임신 중에 모유수유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는 언제까지 모유수유를 할 계획이십니까? 산후 ( )개월 까지

5. 다음은 귀하께서 모유수유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한 항목입니다. 각 항

목에 대하여 귀하께서 해당되는 정도를 √표를 기입해 주십시오.(중복답변

가능)

요인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아기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2. 모유의 우수성에 대해 알 고 있어서

3. 아기와의 정서적 유대를 위해서

4. 어머니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므로

5. 출산 전 모유수유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6.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7. 엄마의 산후 회복을 위해서

8. 미숙아에게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가 가장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9. 미숙아 분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10. 경제적이기 때문에

11. 주변사람들이 권유해서

12. 이전에 모유로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13. 병원에서 간호사나 의사가 계속 먹이도록 권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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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최근의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자신

없다

가끔

자신

있다

보통

대체로

자신

있다

항상

자신

있다

1
나는 아기를 위해 충분한 모유를 유축 할 수

있을 것이다.

2
나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유축과 모유수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나는 다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처럼 모유수

유(유축과 직접수유 포함)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는 모유수유 주변상황을 만족스럽게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는 모유수유를 계속하고 싶다

6
나는 모유수유 경험에 대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7
나는 내가 필요할 때 모유수유에 도움을 받

을 수 있을 것이다.

8
나는 아기에게 수유해야 할 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9
나는 모유수유시 아기에게 젖을 제대로 물릴

수 있을 것이다.

10
나는 아기가 충분히 모유를 먹고 있는지 판

단할 수 있을 것이다.

11
나는 아기가 울고 있을 때에도 모유수유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12
나는 분유보충 없이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3
나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도 편안하게 모

유수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4
나는 한쪽 유방을 충분히 수유한 후 다른 쪽

유방으로 바꿔서 수유할 수 있을 것이다.

15
나는 매 수유시마다 모유수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6
나는 아기의 수유량에 모자라지 않게 모유량

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17
나는 아기의 수유가 끝났을 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8

나는 주로 유축하여 수유하는 것에서 아기에

게 직접 젖을 물리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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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최근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1 모유를 먹는 아기가 더 건강하다.

2
모유를 먹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수유방법이다.

3
모유를 먹이는 것은 몸매를 보기

싫게 만든다.

4
모유를 먹이는 것은 엄마와 아기가

더욱 친밀감을 갖게 한다.

5
모유를 먹이는 것은 나의 성적인

매력을 감소시킨다.

6
모유를 먹이는 것은 아기의 정서적

요구를 만족시킨다.

7
남 앞에서 모유를 먹이는 것은

창피하다.

8
모유를 먹이는 것은 수유에 대한

책임을 혼자만 떠맡는 것이다.

9
모유를 먹이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다.

10
모유를 먹이는 것은 나를 피곤하게

한다.

11
모유를 먹이는 것은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12

모유를 먹이면 아기가 모유를

충분히 먹었는지 몰라서 걱정이

된다.

13 모유를 먹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14 모유를 먹이는 것은 불편하다.

15
나는 아기에게 모유를 잘 먹일

것이다.

16
모유를 먹이면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한다.

17
나는 아기를 또 낳아도 모유를

먹일 것이다.

18 아기는 모유를 더 좋아한다.

19
모유를 먹이는 것이 분유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20
내가 할 수 있다면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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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혀

자신

없다

가끔

자신

있다

보통

대체로

자신

있다

항상

자신

있다

1
나는 아기를 위해 충분한 모유를 유축 할 수

있다.

2
나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유축과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

3

나는 다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처럼 모유수유

(유축과 직접수유 포함)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4
나는 모유수유 주변상황을 만족스럽게 관리할

수 있다.

5 나는 모유수유를 계속하고 싶다

6 나는 모유수유 경험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

7
나는 내가 필요할 때 모유수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8 나는 아기에게 수유해야 할 때를 알 수 있다.

9
나는 모유수유시 아기에게 젖을 제대로 물릴

수 있다.

설문지1-3. 교육실시 후 1차 사후 조사 (아기가 퇴원하기 직전)

☺ 다음의 질문지는 아기의 입원기간 동안 모유를 유축한 횟수와 양을 알아보고자

하는 설문지입니다.

1. 귀하는 이번 아기 출산 후 모유를 짜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아니다.

2. 젖 짜기를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아기 출생 후 일부터

3. 얼마나 자주에 젖을 짜셨습니까? 회/하루

4. 한번 젖을 짜면 짜는 양은 얼마입니까? ml

☺ 다음은 귀하의 최근의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83 -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1 모유를 먹는 아기가 더 건강하다.

2
모유를 먹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

운 수유방법이다.

3
모유를 먹이는 것은 몸매를 보기 싫

게 만든다.

4
모유를 먹이는 것은 엄마와 아기가

더욱 친밀감을 갖게 한다.

5
모유를 먹이는 것은 나의 성적인 매

력을 감소시킨다.

6
모유를 먹이는 것은 아기의 정서적

요구를 만족시킨다.

7 남 앞에서 모유를 먹이는 것은 창피

10
나는 아기가 충분히 모유를 먹고 있는지 판단

할 수 있다.

11
나는 아기가 울고 있을 때에도 모유수유를 해

낼 수 있다.

12
나는 분유보충 없이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

13
나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도 편안하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다.

14
나는 한쪽 유방을 충분히 수유한 후 다른 쪽

유방으로 바꿔서 수유할 수 있다.

15
나는 매 수유시마다 모유수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6
나는 아기의 수유량에 모자라지 않게 모유량

을 유지할 수 있다.

17 나는 아기의 수유가 끝났을 때를 알 수 있다.

18
나는 주로 유축하여 수유하는 것에서 아기에

게 직접 젖을 물리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 다음은 귀하의 최근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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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8
모유를 먹이는 것은 수유에 대한 책

임을 혼자만 떠맡는 것이다.

9
모유를 먹이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

다.

10
모유를 먹이는 것은 나를 피곤하게

한다.

11
모유를 먹이는 것은 나의 마음을 편

하게 한다.

12
모유를 먹이면 아기가 모유를 충분

히 먹었는지 몰라서 걱정이 된다.

13 모유를 먹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14 모유를 먹이는 것은 불편하다.

15
나는 아기에게 모유를 잘 먹일 것이

다.

16
모유를 먹이면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한다.

17
나는 아기를 또 낳아도 모유를 먹일

것이다.

18 아기는 모유를 더 좋아한다.

19
모유를 먹이는 것이 분유보다 더 나

쁠지도 모른다.

20
내가 할 수 있다면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 퇴원 후 모유수유 시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전화상담과 추후의 설문

지의 배부를 위해 계실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전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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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1-4. 퇴원 후 4주, 2차 사후조사

다음 문항은 귀하의 모유수유 수행 정도를 알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직접 젖으로 모유를 먹이는 경우와 짜낸 모유를 먹이는 경

우 둘 다 포함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동안의 수유내용을 기초로, 다음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십시오.

1. 현재 당신은 아기에게 어떤 방법으로 수유하고 있습니까?

① 모유만 먹인다.

②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이지만 모유를 더 많이 먹인다.

③ 모유와 분유를 반반씩 먹인다.

④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이지만 분유를 더 많이 먹인다.

⑤ 분유만 먹인다

2. 퇴원 전 아기 수유연습을 해본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번 ② 없다.

☺ 유축을 하신다면,

3. 얼마나 자주에 젖을 짜셨습니까? 회/하루

4. 한번 젖을 짜면 짜는 양은 얼마입니까? ml

☺ 직접수유를 하신다면,

5. 하루 중 수유횟수 중 모유를 먹이는 횟수는 몇 번입니까?

하루 총 ( ) 회 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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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혀

자신

없다

가끔

자신

있다

보통

대체로

자신

있다

항상

자신

있다

1
나는 아기를 위해 충분한 모유를 유축 할 수

있다.

2
나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유축과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

3

나는 다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처럼 모유수

유(유축과 직접수유 포함)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4
나는 모유수유 주변상황을 만족스럽게 관리

할 수 있다.

5 나는 모유수유를 계속하고 싶다

6 나는 모유수유 경험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

7
나는 내가 필요할 때 모유수유에 도움을 받

을 수 있다.

8 나는 아기에게 수유해야 할 때를 알 수 있다.

9
나는 모유수유시 아기에게 젖을 제대로 물릴

수 있다.

10
나는 아기가 충분히 모유를 먹고 있는지 판

단할 수 있다.

11
나는 아기가 울고 있을 때에도 모유수유를

해낼 수 있다.

12
나는 분유보충 없이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

13
나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도 편안하게 모

유수유를 할 수 있다.

14
나는 한쪽 유방을 충분히 수유한 후 다른 쪽

유방으로 바꿔서 수유할 수 있다.

15
나는 매 수유시마다 모유수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6
나는 아기의 수유량에 모자라지 않게 모유량

을 유지할 수 있다.

17 나는 아기의 수유가 끝났을 때를 알 수 있다.

18
나는 주로 유축하여 수유하는 것에서 아기에

게 직접 젖을 물리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 다음은 귀하의 최근의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

다.

다음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일치하는 것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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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1 모유를 먹는 아기가 더 건강하다.

2
모유를 먹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

운 수유방법이다.

3
모유를 먹이는 것은 몸매를 보기

싫게 만든다.

4
모유를 먹이는 것은 엄마와 아기가

더욱 친밀감을 갖게 한다.

5
모유를 먹이는 것은 나의 성적인

매력을 감소시킨다.

6
모유를 먹이는 것은 아기의 정서적

요구를 만족시킨다.

7
남 앞에서 모유를 먹이는 것은 창

피하다.

8
모유를 먹이는 것은 수유에 대한

책임을 혼자만 떠맡는 것이다.

9
모유를 먹이는 것은 보람 있는 일

이다.

10
모유를 먹이는 것은 나를 피곤하게

한다.

11
모유를 먹이는 것은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12
모유를 먹이면 아기가 모유를 충분

히 먹었는지 몰라서 걱정이 된다.

13
모유를 먹이는 것은 즐거운 일이

다.

14 모유를 먹이는 것은 불편하다.

15
나는 아기에게 모유를 잘 먹일 것

이다.

16
모유를 먹이면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한다.

17
나는 아기를 또 낳아도 모유를 먹

일 것이다.

♫ 다음은 귀하의 최근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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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모유양이 부족하여 모유수유를 중단하였다.

2. 모유만으로는 영양충족이 안되어 분유 보충이 필요하였다

3. 아기와 떨어져 있는 상태에 계속 모유를 갖다 주기 어려워서

4. 아기의 건강상태가 모유를 섭취할 수 없어서

5. 엄마의 직장관계로

6. 엄마의 건강이 나빠져서

7. 모유짜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8. 젖몸살이나 함몰유두로 더 이상 짜기 힘들어서

9.,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에는 영양분이 적을 것 같은 염려 때문에

10. 병원에서 적극 권장하지 않아서

11. 가족의 반대로 예라면, 누가 반대하였습니까?

12. 소아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중단 지시로

13. 아기의 체중이 잘 늘지 않아서

14. 유축기 대여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15. 유축기 대여나 구매 시 돈이 많이 들어서

16. 모유수유 관련 문제점을 상담할 곳이 없어서

17. 기타 사유 기입:

18 아기는 모유를 더 좋아한다.

19
모유를 먹이는 것이 분유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20
내가 할 수 있다면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

♫ 만약, 모유 먹이기를 중단하셨다면,

다음은 귀하께서 모유수유를 중단하게 된 이유에 관한 항목입니다. 각 항

목에 대하여 귀하께서 해당되는 정도를 √표를 기입해 주십시오.(중복답변

가능)

감사합니다 ☺



부록 2. 교육자료

이른둥이의 모유수유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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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둥이의 특성

아기가 이른둥이로 태어나면 대부분의 어머니는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많이 놀라고 당황해 합니다. 어머니가 초기에 겪는 충격과 놀라움 때

문에 아기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아기의 건강과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졸일 것입니다. 이른둥이 출산은 어머니에게 가슴 아픈 

경험입니다. 어머니가 겪는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른둥이란?

 재태주수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LMP)로부터 259일 미만으로 태어

난 아기로 미숙아(preterm infant) 또는 조산아라고 합니다.

 이른둥이는 만삭아와 다르게 폐, 장기, 등 미성숙하여 다음과 같은 질환 

및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미숙아, 저체중 출생아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 및 합병증

황달

난청

수유부전, 성대하부종

뇌실 내 / 두개내 출혈

미숙아 망막증 / 시력상실, 근시, 사시, 난시

호흡곤란증후군 / 

기흉, 폐렴, 무호흡, 무기폐, 폐출혈, 기관지폐형성이상

동맥관개존증 / 빈맥/ 서맥/ 부정맥 / 

심부전, 저혈압, 폐동맥 고혈압

담즙정체 / 간손상

신석회증, 미숙아 구루병, 전해질 불균형, 신기능 저하

감염, 출혈 / 혈관, 조직손상, 혈전, 색전, 괴사, 농양 , 반흔 

위식도 역류, 괴사성 장염, 장 천공

미숙아는 호흡기계, 심장,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면역력 등 모든 부분이 취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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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영양

-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는 만삭아를 분만한 어머니의 모유에 비해 

아기에게 더 적합하고 특별한 보호성분을 포함.

- 모유에 포함된 단백질은 분유에 포함된 단백질보다 더 잘 흡수

- 모유 속에 포함된 지방은 만삭이 되는 마지막 몇 주 동안 어머니

의 태반을 통해 아기에게 전달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른둥이들을 

위해 이른둥이를 출산한 어머니의 모유에는 이러한 고농축 지방성

분이 풍부하게 포함됨.

- 관 수유를 할 때에도 수유문제 적음.

- 아기의 미성숙한 위와 장의 성장을 도와주는 효소는 수유 곤란 상

황을 예방.

2. 이른둥이에게 최고의 식품은 바로 모유 !!

 모유는 아기에게 완전한 영양식품입니다. 모유는 우리 이른둥이에게 특히 

필요한 영양소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분유가 현재까지 규명된 인간 젖의 영양 성분만을 따라가기도 버겁지만, 

면역이나 뇌 발달 등의 분야에서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성분들

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습니다. 

가. 이른둥이에게 모유가 왜 좋을까요?

- 모유는 아기에게 최상의 음식입니다. 

- 모유는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보호뿐만 아니라 적합한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엄마자신의 모유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른둥이를 분만한 엄마

는 만삭아를 분만한 엄마보다 항체, 질소, 단백질소, 나트륨, 염화물, 철, 

지방산을 더 많이 포함된 젖을 생산하고 출생 후 2주가 지나면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는 점차 성숙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태어난 지 1

달쯤 되면 모유를 만삭아를 낳은 엄마의 젖과 비슷해집니다.

- 또한 모유에는 분유에는 없는 각종 성장요소, 향균물질, 항체 (Ig A) 등 

각종 무궁무진한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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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기관의 성숙에 매우 중요.

건강

- IgA와 같은 항염증 물질 더 많음. 붓고 쓰림으로 취약해진 이른둥

이의 장 보호, 해로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고 신생아 괴사성 장

염과 같은 심각한 장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줌.

          * IgA 란? 각종 감염으로부터 아기를 지켜주는 항체 성분

- 성장인자, 호르몬, 효소는 신경기관의 성장에 중요.

- 모유를 먹는 아기들은 급성 감염성 질환의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 

병의 기간이나 중증도도 감소한다. 위장관 감염인 로타바이러스 감

염 또한 분유 수유군보다 모유수유군이 낮았으며, 모유의 올리고당, 

IgA, 락토페린으로 인해 요로감염의 위험성이 감소하였다고 보고.

- 모유수유가 1형 당뇨병을 예방하며, 사춘기의 비만 발생 빈도가 영

아기 때의 모유수유 기간에 반비례한다는 보고가 있음.

발달적 

측면

모유 속에 포함된 지방은 이른둥이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 원천

- 시력: 시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irch et al., 1992), 미숙

아망막증(ROP)의 위험성도 모유를 먹인 이른둥이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Hylander et al., 2001) 

- 7살 ~8살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모유를 먹인 이른둥이가 

분유를 먹인 이른둥이보다 IQ가 평균 8.3 정도 높았으며(Lucas, 

Morley, & Cole, 1998), 뇌 분화속도(Amin et al., 2000)도 빠른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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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머니에게도 모유수유는 좋아요!

- 출산 직후, 수유 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자궁의 수축을 도와주어 산후 

출혈을 감소시켜 주고 자궁의 크기가 산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

줍니다.

-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되며, 임신 전 체중으로 회복되는 것을 돕습니다.

- 모유수유를 통해 아기와의 유대감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 완전 모유수유를 지속할 경우(분유를 보충하지 않고, 낮에는 4시간 간격

으로 밤에는 6시간을 넘기지 않고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 분만 후 첫 6

개월 동안 98%자연 피임이 가능합니다.

- 난소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킵니다.

- 골밀도를 증가시켜 주어 골다공증을 막아주고 골절을 예방해 줍니다.

- 갱년기 전 유방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킵니다.

- 경제적으로 조제분유를 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의 감소 등 많은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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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조제유

단

백

질

• 질적으로 우수한 단백질을 함유

 -양질의 유청단백이 많아 소화흡수가 

좋다. 주성분이 락토알부민이다.

• 모유의 락토페린: 장내의 대장균의 

과다 번식을 막아준다.

• 뇌신경 발달에 필요한 시스테인, 타

우린이 충분하다.

• 모유에만 있는 고유의 유청단백인 

락토페린, 라이소자임, Ig A가 포함되

어 병균에 대한 1차 방어 역할을 한

다.

• 소화가 잘 안 되는 카제인 대

신 유청단백을 보충하였으나, 소

의 유청단백의 주성분이 알레르

기의 원인이 되는 베타 락토글로

불린으로 되어 있다.

• 필요 이상 과량의 단백질을 함

유하여, 아기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시스테인, 타우린이 부족하다.

지

방

•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있으

며, 뇌 발달에 필요한 긴고리 지방산

(리놀레인산)을 포함한다.

• 지방분해 효소가 있어 지방을 미리 

소화시켜 팔미틴산으로 되어 있어 미

네랄과 지방의 흡수가 좋다.

•포화 지방산으로 구성 되어있으

며 - 성인병과 관련이 있다.

•지방 소화 효소가 없다.

탄

수

화

물

• 유당이 많이 함유되어 뇌의 발달에 

좋으며, 비피더스 인자는 장내 세균(비

피더스 유산균) 성장을 촉진시켜 장의 

질환을 예방한다.

• 올리고당이 세균에 대한 방어인자 

역할을 한다.

•유당 이외에 당류로 구성된 제

품이 있다.

무

기

질/

비

타

민

• 철분 흡수를 돕는 락토페린이 있어 

철분 흡수율이 높으나, 6개월 이후에

는 철분과 아연을 보충식으로 주어야 

한다.

• 비타민D가 부족하므로 보충해 주어

야 한다.

•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

• 칼슘, 인산염은 과량 함유

• 철분, 비타민 등이 보충되어 

있으나 철분의 흡수율이 낮다.

표. 모유와 조제분유의 영양학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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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 모습
구강수유 시 아기의 혀와 턱을 안정감 있게 움직이도록 돕는 

지방패드가 부족합니다.

생리적 특성
심장과 폐기능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구강수유가 어렵습

니다.

대사적 특성
저체온과 저혈당이 나타날 위험이 높지만 잦은 모유수유로 이

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특성
미성숙한 운동체계와 근육의 긴장도가 낮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 많은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수유와 관련된 이른둥이의 특성

  

  특히 32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들은 아직 흡철반사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클 때까지(35주 이상) 위관수유로 수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기가 충분히 클 때까지 유축 하여 아기가 젖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모

유 양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아기에게 모유를 어떻게 줄까요?

  대부분의 이른둥이는 약한 빨기, 삼키고, 숨쉬는 3 가지의 행동의 조화가 

아직 부자연스러우며,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나서 바로 

직접적으로 모유수유를 시행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아기가 

충분히 클 때까지는 모유를 유축 하여 아기가 잘 빨 수 있을 때까지 젖생

산을 촉진시키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출산 후 7~10일 까지는 매일 

800ml~1000ml의 젖이 생산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젖 공급이 

충분하면 이후에 젖이 부족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 이른둥이를 위한 모유수유는 아직 미숙한 아기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성장과 발달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영양을 어떻게 제공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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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유양 늘리기 !

  모유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모유를 만드는 유선조직, 호르몬, 혈액

의 작용을 돕기 위해 유선조직을 발달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유두를 

외부 저항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 유방마사지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유

선에 작용하는 호르몬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자주 모유를 비우고 유방 안에 

젖이 남지 않도록 젖을 먹인 후에는 다 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양의 모유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6번 이상 유축을 하고 유축 시 

젖을 충분히 양 쪽 다 비워냅니다. 아기가 퇴원 전까지는 밤중에 깨서 유

축 하는 것 보다 낮 시간 동안 매 3시간마다 유축하여 비워 내는것이 좋습

니다. 

☼ point !                  충분한 양의 엄마젖을 유지 하려면...

 ① 가능한 한 출산 직후부터 유축을 합니다.

 ② 하루에 8~12회 이상 유방을 완전히 비우도록 합니다.

 ③ 수분섭취를 늘리면 모유양이 증가한다는 말은 크게 연관성이 없

습니다. 수분은 어머니가 갈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평소에 섭취하는 

양 만큼 섭취하시면 됩니다. 단 과다한 우유나 유제품 섭취는 가끔 아

기에게 복통을 일으키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피나 

초콜릿, 차, 청량음료 등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④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가벼운 음악을 듣거나, 

전화기를 빼놓는 등 수유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⑤ 스트레스를 최소한 받지 않도록 합니다.

 ⑥ 체중 감소를 일으키는 음식과 약물을 피합니다.

 ⑦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된 채소나 야채(당근, 시금치, 고구마, 

멜론 등)를 많이 먹습니다.

 ⑧ 국(특히 미역국), 곡물, 고기, 야채,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며, 특히 

우유는 칼슘 공급을 위해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⑨ 가족의 지지를 받습니다. 특히 남편이나 부모님으로부터 가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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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선방세포

(Alveoli)
혈액으로부터 모유를 합성해내는 선 조직.

유관 선조직으로부터 뻗쳐 나오는 가지모양의 작은 관.

유관동

유두와 유륜에 도달하기 전에 관이 넓어져 젖이 모이는 장

소.

아기가 젖을 먹을 때 유관동을 적절히 자극하기 위해 유두

를 포함한 유륜부위까지 물어야 합니다.

유륜
유두는 유륜이라 불리는 유방의 진하게 착색되어 있는 부위 

중심에서 돌출되어 있습니다.

몽고메리선

젖꼭지와 유륜을 부드럽게 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유성 액체를 생산하는 선입니다.

몽고메리선은 임신동안 커져서 뾰루지처럼 보입니다. 

젖꼭지를 비누로 씻을 경우, 몽고메리선에서 분비되는 유익

한 오일을 제거하게 되므로 샤워 시 따뜻한 물로 매일 씻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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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의 생산에 관여하는 호르몬

프로락틴

♫ 유선에서 젖이 생산되도록 하는 역할.

프로락틴 수치는 수유 시 유두의 자극으로 인해 증가합니다. 

이 프로락틴의 혈중 농도는 아기가 젖을 빠는데 따라 비례

하여 증가하고 그 결과로 많은 양의 젖이 생산됩니다. 그러

나 프로락틴의 농도가 높을 때라도 아기가 젖을 충분히 빨

지 않거나 유방에 젖이 축적되어 있으면 모유의 생산량은 

감소합니다. 

옥시토신

♫ 유선 주위의 세포를 수축시켜 젖을 유륜 밑의 유관동으

로 보내는 작용. 

- 출산 직 후 젖이 분출 될 때 엄마는 자궁의 수축을 느끼

거나 혹은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다른 쪽의 유

방에서 젖이 흐르기도 합니다. 옥시토신의 분비는 외부 자극

에 의해 일시적으로 억제될 수 있는데 젖꼭지의 아픔, 불안

이나 스트레스, 담배의 니코틴, 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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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모유 짜기 전! 꼭 지켜주세요 ☺

• 젖을 짜기 전에 비누를 이용하여 손톱 밑 포함,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각 엄마마다 개인 모유 수집기구를 준비합니다(젖병과 유축기에 이을 관).

• 젖이 직접 닿는 수집기구의 모든 내용물은 사용 후에 따뜻한 비눗물로 씻어

낸 다음, 이른둥이의 경우에는 젖병, 모유 수집기구를 끓는 물에 20분 이상 팔

팔 끓여 소독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소독하며, 이때 묻은 물기는 자연

건조 시킵니다.

• 모유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모유 보관용 팩에 담습니다. 이때, 냉동

한 젖에 새로 짠 젖을 섞어서 다시 얼려서는 안 됩니다.

• 모유 팩의 라벨에는 어머니나 아기의 이름, 유축한 날짜 및 시간에 대한 정보

를 기록하며, 어머니가 현재 복용하는 약물도 라벨에 모두 기록하는 것이 좋습

니다.

① 마사지(Massage): 젖을 생성하는 세포와 유선을 마사지

- 유방의 맨 위부터 시작하고, 가슴벽을 깊게 누릅니

다. 유방 위의 한 점에서 손가락을 대고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합니다. 손바닥을 펴서 몇 초간 한곳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한 후 계속 위치를 옮겨가며 소용돌

이를 그리듯이 마사지 합니다.

② 두드리기(Stroke): 유방의 위쪽부터 유두까지 살짝 두드리기

나.  모유 잘 유축하기 

1) 손으로 유축하기

유방울혈의 예방을 위해서나 엄마젖 저장을 위해 젖을 짤 때가 많습니다. 

유축에는 유축기 등 기계가 필요 하지만 ‘손으로 유축하는 법’을 잘 익히면 

오히려 유축기보다 모유가 더 잘 나옵니다.

모유를 짜기 전, 더운물 샤워를 하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방 마사지를 하여 모유를 유륜 쪽으로 모으고, 그 다음 ‘마멧

테크닉’으로 유즙을 짜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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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의 전체 마사지가 끝나면 유방 윗부분부터 유두 쪽으

로 가볍게 훑어 내려줍니다. 이 동작을 계속하면 전신이 이

완이 되면서 모유유축을 쉽게 해줍니다.

③ 흔들기(Shake): 

 가슴을 앞쪽으로 내밀어 흔들면 중력에 의해 사

출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슴을 앞으로 약간 구

부리고 유방을 살짝 잡고 가볍게 흔들어 주면 유

즙이 유륜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④ 위의 동작 ①②③을 2~3번 반복합니다.

마멧테크닉

마멧테크닉은 의학적인 이유로 모유를 유축해야 하는 엄마들을 위

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이 마멧테크닉은 아기가 젖을 빠는 것과 같은 

자극을 주고 사출반사를 자극하기 위한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유관동에서 모유 짜내기

⑴ 자세(position): 엄지 와 검지의 유두의 2.5cm~3.8cm 정도 뒤에 

둡니다. 

 -유륜의 크기는 엄마마다 다르므로 꼭 위의 치수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C’자 모양이 되도록 유두 가까이에 댑니다.

⑤ ‘마멧테크닉’으로 젖을 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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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놓인 위치가 젖 저장고위인지 확인하고 유방이 오므라

들지 않게 주의합니다.

 ⑵ 밀기(push): 가슴 벽 쪽으로 똑바로 밀어 줍니다.

 - 이 때 손가락이 따로따로 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유방이 큰 엄마의 경우, 올렸다가 가슴 벽 쪽으로 밀어 준다.

⑶ 돌리기(roll): 다른 손가락들의 안쪽 면에 엄지로 지문을 을 찍어

내는 기분으로 유두 주위를 잡고 누르면서 돌린다.

- 이와 같이 엄지와 다른 손가락들로 꽉 잡고 돌리는 동안 가능한 

한 유방 조직을 다치지 않고 젖 저장고를 비우는 방법입니다.

⑷ 리듬 있게 반복하기(Repeat rhythmically): 젖 저장고를 비워내

기 위해 위의 방법을 반복합니다.

⑸ 다른 쪽 가슴에 손의 위치 바꾸기: 더 많은 유선을 만져 주기 

위해 각 유방마다 한쪽 손씩 번갈아 가며 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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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절차는 약 20~30분 정도 걸립니다.

- 유축 시 모유가 나오는 속도가 점차 줄어들 때까지 유축 합니다.

※주의사항※

- 멍이 들 수 있으므로 유방을 너무 심하게 짜지 않습니다.

-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유두와 유방을 잡아당기는 것을 피합니다.

- 피부가 화끈거릴 수 있으므로 유방을 손 전체를 이용해 만지지 않습니다.

분만 후 

첫 주

가능하면 분만 후 빨리 젖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출산 후, 3~4일이 될 때까지 젖은 서서히 많아집니다. 

- 양쪽 유방을 15분 정도 짧게 자주 유축하는 것이 1시간 이상 길

게 많은 양을 유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 매일 규칙적인 간격(3시간)으로 두고 유축 합니다.

- 밤에 자던 중간에도 일어나서 유축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러나 밤에 잠들지 않은 상태라면 잠들기 전에 유축하는 것도 모

유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출산 후 

2주

- 아기가 젖을 빨 수 없을 경우에 어머니의 젖 생성을 유지시키는

데 목표를 둡니다.

- 어머니가 유방이 부드러워졌다고 느낄 때까지 하루에 적어도 5

번씩(3시간마다) 유축 하도록 합니다.

-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젖이 꽉 찬 상태가 아니라면 밤에 젖을 

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기가 - 하루에 적어도 7~8번, 밤에도 알람을 맞추어 놓고 적어도 한번

2) 유축기로 유축하기

유축기 사용 시, 유축기의 압력은 가장 낮게 해두고 어느 정도 젖이 나온 

후에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정도의 압력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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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을 먹는 

양이 

늘어났을 

때

은 일어나 젖을 짜야 합니다.

- 유방이 부드러워 질 때까지 한쪽 가슴마다 적어도 10~15분 정

도는 짜주어야 합니다.

처음 

모유수유

시

아기가 유방이 부드러워질 만큼 젖을 잘 빨지 못했을 경우(아기가 

젖을 잘 빨아먹을 때는 한쪽 유방 당 약 10분정도면 유방이 부드

러워진다.), 필요하다면 아기가 젖을 빤 후에도 젖을 짜줍니다.

- 아기가 충분한 양의 젖을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필

요시 보충수유를 해줍니다. 

모유양이 

줄었을 때

좀 더 자주 모유를 유축하며, 엄마의 컨디션에 따라 젖 생성량은 

달라집니다.

많은 양의 젖을 짤 수 없더라도 모유를 계속 만들어지도록 유방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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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의 보관

저

장

보관용기 멸균된 용기

라벨링 유축 날짜, 시간, 이름

양 1회 수유 시 먹는 양만큼

보

관

실온 1시간 내 

수유 위해 해동한 모유 1시간 내 

냉장실 48시간

냉동실 3개월

냉장실에서 해동한 모유 24시간

아기가 입원한 기간 동안, 모유 운반방법:

‣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좋고 장시간 이동시에는 

Ice pack을 함께 담아 이동하도록 합니다.

‣ 냉동시킨 모유를 녹지 않도록 운반합니다.

다. 모유 보관, 해동 방법

‣ 모유를 보관 시에서는 유축하기 전 손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보관용기

에 유축합니다. 유축 한 모유는 병원에서 권장하는 모유보관 팩에 담아 저

장합니다.

‣ 녹인 모유는 중탕해서 먹이고 전자레인지 사용 시, 모유의 성분이 파괴

되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짧은 시간 내에 녹이려면 44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속에서 녹이도록 합

니다.

‣ 녹인 모유에서 유지방의 변화 때문에 비누냄새같이 날 수 있으나 아기

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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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동한 모유는 다시 얼리지 않습니다.(세균번식)

‣ 유축 시, 기존에 얼리거나, 냉장 보관한 모유에 추가로 유축 하여 합치지 

않습니다.

‣ 짠 모유의 크림 층이 분리되는 것은 정상이므로 잘 흔들어서 수유합니

다.

‣ 엄마가 먹은 음식의 색소 때문에 모유색이 파란색, 노란색, 갈색 등 다양

할 수 있습니다.

라. 보관해둔 모유 먹이기

녹은 젖을 데울 때는 젖이 보관된 용기를 따뜻한 물에 담아 중탕으로 데웁

니다. 55℃ 이상이 되면 모유속의 면역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너무 뜨

거운 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린 모유는 절대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녹이지 않도록 합니다. 전자

파는 모유의 성분을 변하게 할 수 있으며, 우유의 온도가 골고루 따뜻해지

지 않기 때문에 아기의 입에 화상을 입힐 우려가 있습니다. 

 데운 모유을 잘 흔들어 준 다음 손목에 떨어뜨려 온도를 체크한 후 아기

에게 주도록 합니다.

 모유는 한번 먹일 때만큼 양만 꺼내 그때그때 녹이도록 합니다. 녹았거나 

데운 모유는 세균의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냉동시키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아기에게 먹이고 남은 모유는 버리도록 합니다. 

모유를 녹이면서 젖의 크림 층이 분리되어 표면 위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크림 층이 분리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자연스럽게 용기를 돌려 분리

되었던 크림 층이 섞이도록 합니다.

또한 모유의 색이 꼭 노랗거나 하얗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섭취에 따라서 푸른색, 갈색, 노란색을 띄기도 하며, 제대로 보관되었고 아

기가 잘 먹는다면 모유의 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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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유수유시 생길 수 있는 유방 문제는 이렇게 !

가. 유두 동통

1) 초기의 유두 동통

- 첫 2~4일 동안은 흡인으로 인해 엄마의 젖꼭지가 약간 아플 수 있습니

다. 이후로 생기는 유두 동통은 자세와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 유축 후, 엄마젖을 조금 짜서 유두와 유륜에 발라준 후 공기 중에 건조

시킵니다.

- 엄마는 샤워나 목욕 시, 유두나 유륜에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나일론 등 합성섬유로 만든 브래지어나 패드 사용을 피합니다(100% 면

으로 만든 것을 사용합니다.).

- 너무 꽉 조이는 브래지어의 사용을 피합니다.

- 유축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유두나 유방에 동통이 생길 수 있

습니다. 유축기의 흡인력이 너무 강한 경우, 피부 속에 작고 빨간 반점 모

양으로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2) 유두가 갈라지고 피가 날 때

- 엄마가 유두에 크림이나 연고를 사용하였을 시 엄마에게 민감하게 작용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축 전 유두에 바른 크림이나 

연고를 제거할 시 유두를 문지르게 되어 동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수유 동안에도 닦을 필요 없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Lansino 

Breastfeeding Mothers, Mustela Nursing Comfort Balm)

라놀린 크림 이용 시, 다른 것이 함유되지 않은 100% 라놀린 크림을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크림과 연고는 젖꼭지의 맛을 변화시켜 아기가 짜증내고 수유하기

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A, D 연고나 baby oil, 바셀린은 아기

가 삼키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함유된 크림이나 연고는 

피부를 마르게 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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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울혈

- 분만 후 2~3일 후부터 유방 조직 내의 혈관과 림프액의 증가로 유방이 

커지면서 팽만 되고 젖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때부터 일주일 정도 유방을 

완전히 비워주지 않으면 유방이 단단해지고 열이 나며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아기가 엄마젖을 잘 먹으면 대개 2~3주 후에는 꽉 찬 느낌이 가라앉습니

다. 

- 유방울혈의 증상: 유방의 팽윤, 압통, 열기, 붉음, 욱신거림, 동통, 미열 그

리고 유두가 납작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⑴ 더 자주 유축하여 모유를 빼냅니다. (적어도 1시간 반 또는 2시간마

다).

 ⑵ 유축 시 완전히 유방을 비웁니다. 

 ⑶ 유방 마사지를 해줍니다. 

   - 유축 직전 온습 찜질은 도움이 됩니다.

   - 다음 유축을 하기 전 냉찜질을 시행합니다. 손수건이나 작은 수건으

로 유방을 보호한 다음, 얼음팩 등으로 20분정도 혹은 엄마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찜질해 줍니다. 단, 다음 유축 전까지 10~15분 정도는 온

찜질로 바꾸어 줍니다. 

 ⑷ 스트레스를 피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⑸ 양배추 잎은 울혈을 위해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입니다. 양배추 잎을 

깨끗이 씻고(실온 또는 냉장고에 있는지는 상관없음) 큰 줄기는 떼어

낸 후 유두를 덮게 될 부분은 구멍을 내주고 잎이 직접 유방에 닿을 

수 있도록 브래지어 안에 잎을 넣어 두고 잎이 시들면(2~4시간) 새 잎

으로 갈아줍니다.

다. 유선염

 •증상: 열, 몸살의 증상, 유방의 동통이나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젖에 고름이나 피가 섞여 나옵니다.

감염된 부위부터 유방의 뒷부분까지 빨간 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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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이 막힌 경우 유방의 감염인 경우

• 증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 위치가 변합니다.

• 그 부위에 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거나 조금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 경미한 동통이 있고 국소적이다.

• 일반적으로 엄마의 기분은 좋은 

  상태

• 체온은 38.4℃ 이하입니다.

• 갑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 국소적입니다.

• 유방이 붉고 뜨거우며 부어있습니다.

• 동통이 심하고 국소적입니다.

• 엄마가 감기와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 체온이 38.4℃ 이상입니다.

 • 원인: 유두가 갈라져 있거나(유두에 상처를 입게 되어 균이 침투)

        아기가 아구창 등에 걸렸을 때 엄마에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브래지어나 옷이 꽉 끼어 유선에 압박이 가해져서 엄마젖의 흐름

을 막아 유선이 막혔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방을 완전히 비워주지 않아 유방울혈이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엄마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체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짠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체조직에 체액이 너무 많이 스며

들어 다른 여러 염증 질환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 치료: 매 2~3시간 마다 수유하거나 수유 후 유방을 완전히 비워줍니다.

열이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항생제와 해열제

를 복용합니다. (처방된 약은 꼭 기간과 시간을 지켜 복용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수유 전 유방에 더운물 찜질을 해 줍니다.

헐렁한 옷을 입고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 유선염이 없는 쪽 유방은 유축 하여 먹일 수 있습니다.유선염이 없는 쪽

부터 수유하고 유선염이 있는 쪽은 모유를 짜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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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방 동통

- 유관이 막혔을 때는 유선염과 달리 전신 발열 증상이 없고 막힌 부위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고 약간 붉고 만지면 아픕니다.

 • 원인: 꽉 끼는 옷이나 브래지어를 착용 하였을 때

수유패드나 유두보호기 등이 유방을 조였을 때.

엄마가 엎드려 잠을 자거나 한쪽으로 누워 자서 유방에 압력이 가

해졌을 때.

무거운 핸드백이나 기저귀 가방을 들고 다녀서 유선에 흐름을 막

았을 때.

수유 후 유즙 찌꺼기가 유두구멍을 막았을 때.

 • 치료: 유선이 막힌 부위에 더운물 찜질과 마사지를 해줍니다.

매 2~3시간마다 유축기로 유방을 완전히 비워줍니다.

수유 후 유즙 찌꺼기가 유즙 구멍을 막고 있을 때는 따뜻한 물수

건으로 닦아줍니 다.

막힌 쪽 유방을 먼저 유축합니다.

수유 중 덩어리가 있는 쪽에서 유두 쪽으로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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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병과 모유수유

모유수유를 해야 할 엄마가 질병에 걸렸을 때 모유수유를 계속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를 일시적으로 제한 해야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대세포 바이러스

(Cytomegalovirus; CMV)가 있습니다. CMV는 약 88%에서 모유를 통해 분

비되며, 양성인 모유를 복용한 미숙아의 50-60%에서 감염이 되고, 감염 

시, 난청,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

로 분유로 수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MV(거대세포바이러스)란?
CMV의 감염 경로는 접촉, 체액, 모유수유입니다. 엄마가 CMV 양성일 시, 신생

아에게 전파되며 만삭아는 무증상이지만, 이른둥이의 경우는 난청,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태주수 30주 미만, 또는 1.5kg 미만의 이른둥이

는 모유 CMV검사를 통해 음성인 경우 모유를 아기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모유의 CMV 결과가 양성이라도 아기가 교정주수 35주 이상이라

면,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유를 먹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유검사에서 CMV 양성이 나오더라도 꾸준히 모유를 유축해 모유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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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신생아에 안전, 수유할 동안 진통제로 사용.

아스피린 대사성 산증의 경우가 보고됨. 레이증후군의 위험성

이부프로펜
산욕기 진통제로 널리 사용됨.

모유수유 동안 사용가능.

마 약 성 

진통제

코데인 수유 동안 사용가능, 신생아기에 부작용 가능

몰핀 산욕기 1회의 혈관내 근육 내 주사는 안전

비스테로이드성

 향 염증성 약물

신생아기에는 단시간 작용성이 선호됨

- 추천되는약물: Ibuprofen, Flurbipprofen, diclofenac, 

mefenamic acid

- 추천되지 않는 약물: Naproxen, salicylate, 

fenoprofen, ketoprofen

항생제

페니실린, 

아목사실린
안전함, 아구창, 설사, 발진 등을 관찰해야 함.

세팔로스포린
1세대, 2세대는 안전함.

아구창, 설사, 발진을 관찰해야함.

아미노

글루코사이드
아구창, 설사 등을 관찰해야함.

설파제
장시간 작용성, 빌리루빈 뇌증 위험도 증가.

- sulfisoxazole: 큰 영아에서는 안전하게 사용

테트라

싸이클린

치아착색, 뼈 성장장애.

수유동안 추천되지 않음.

메트로니다졸
2g 복용 시, 24시간 모유수유 못함.

6개월 이후 사용가능

Flagyl 모유수유 금기.

구충제 사용가능

심혈관계

약물

베타 차단제
-사용 시 주의: 호흡 감소, 서맥, 저혈당

- 신생아기에 수유 시 사용가능한 약물

디곡신 안전

이뇨제
loop diuretucs, long-acting-thiazides, 고용량 short-acting 

thiazides는 젖분비를 감소

경구용 수유중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 경구용 피임약

가. 모유수유 시, 약복용과 검사

출처: 인구보건복지협회. (2007). 엄마젖 ! 알고 먹이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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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은 모유의 성분을 약간 변화시키고, 모유 량을 줄임.

- 프로게스테론만 포함되어 있는 피임약은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유수유가 충분히 확립되는 수유 초기 대략 6주 까지

는 경구용 피임약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완전히 모유만 수유하는 경우는 산후에 무월경을 유발- 피임약 복용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항우울제

영아에서의 효과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마도 영향을 줄 것

amitrptyline,

nortriptyline,

desipramine

영아의 신경발달에 장시간 영향이 강력함.

nortriptyline,

despramine
잠자기 전 1회, 밤 시간 모유수유를 피한다.

안정제

benzodiazepine 장시간 사용을 피한다.

diazepam

-우울증, 수유불량, 체중감소의 원인

- 짧은 시술을 위한 diazepam 1회 사용 후 6~8시간 

동안 모유수유를 피해야 한다.

chlordiazeposide,

 chlorazepate,

 meprobamate

기면, 수유 불량을 일으킴

단시간 작용성

(lorazepam)
사용 가능

항경련제

phenobarbital 주의깊게 사용, 진정을 일으킴

phenytoin 사용가능, 구토, 진전, 발진, methemoblobinemia

carbamazepine 사용 가능, 담즙 정체 간염

primidone 주의깊게 사용, 진정을 일으킴, 수유장애

valproic acid 사용가능, 축적의 위험이 있다.

소화기계 

약물

cimetidine 위 산도를 강력하게 떨어뜨림.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음

Bisacodyl 위해한 효과 거의 없음

magnesium

 hydroxide
부작용 없음

domperidone, 젖 분비 촉진(7일간 10mg 하루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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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oclopromide 부작용 보고 없음.

감기약

chlorpheniramine

(항히스타민제)

- 콧물, 코막힙, 재채기 억제

- 부작용 보고 되지 않음

pseudoephedrine

(슈도에페드린)

-코막힘

흥분을 일으킬 수 있음. 젖양 감소

phenylpropanola

mine(페닐프로판

올아민

- 비강충혈(코막힘)

- 부작용 보고가 없음

terbutaline(터부탈

린)

- 기관지확장제

 부작용 보고가 없음.

니코틴

-흡수는 하루 담배 개피 수, 마지막 흡연과 수유의 시간에 달려있음.

-흡연은 모유수유 기간을 짧게 하고 젖양을 감소시킨다.

-영아에서 수유 전 최소 2시간은 흡연을 피해야 함.

-니코틴 패치 또는 껌

; 21mg/d 패치-흡연 시와 모유의 니코틴 함량은 같음

; 7mg/d 패치- 니코틴 함량이 70% 감소

- 니코틴 껌 사용 후 2~3시간 동안은 수유 피해야 함.

- 보다는 위험도 적음

알코올

- 독성물질(acetaldehyde)은 모유로 통과되지 않음

- 과량의 알코올 섭취는 젖분비를 감소시킴.

- 소량의 와인이나 맥주의 섭취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0.5g/kg/d), 엄마 체

중이 60kg 일 때 와인 8oz. 나 맥주 2캔

- 음주 후 2시간은 모유수유를 피해야 한다.

카페인
- 하루에 1~2개의 카페인 함유 음료는 모유수유에 괜찮다.

- 흥분 & 수면불량

항갑상선

제

thiouracil 모유에 다량 금기

methimazole 갑상선 억제

propylthiouracil
모유로 거의 분비되지 않음.

엄마 용량 200~300mg 시 신생아 증상 없음.

치과치료
- 허용됨

- 국소마취제(lidocaine, bupivacaine); 모유수유시 안전

방사선 

조영제
모유수유 동안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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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 인슐린은 모유수유를 해도 안전하다. 인슐린 분자는 모유 속으로 통과하기

에는 너무 커 모유 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 비록 분비된다 하더라도 아기의 위장관 내에서 파괴되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모유수유 가능.

* 모유수유는 아기의 당뇨병에 걸릴 확률을 감소시키고 당뇨병에 있는 산모

가 당을 더욱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약의 종류에 따라서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프 로 프 라 노 롤

(Propranolol) 

모유로 분비되는 양은 엄마 용량의 0.1%미만이며, 많은 

연구에서 아기에게 특별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모유수유 엄마에게 가장 선호 되어지는 약

물이다.

소탈롤(Sotalol) 

 모유로 많은 양이 분비되나, 아직 아기에게 독성을 일으

켰다는 보고는 없다. 하지만, 아기의 저혈압을 일으키거

나, 아기를 졸리게 할 수 있고, 젖을 잘 빨지 않게 할 수 

있다.

니 페 디 핀

(Nifedifine)

모유로 분비되는 양은 소아용량의 5%미만으로,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메 틸 도 파

(Methyldopa)

 모유로 분비되는 양은 엄마 용량의 0.02% 미만이며, 아

기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지만, 1례의 아기에서 

유방비대증과 유루증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다.

하이드로클로로

타 이 아 자 이 드

(Hydrochlorothi

azide)

이뇨제로 역시 고혈압치료 시 같이 처방 될 수 있으며, 

아기에게 극소량만 전달되며, 이는 엄마의 혈류량을 줄임

으로써 모 유량을 줄일 수 있으나 모유수유 엄마에게 안

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메 토 프 로 롤

(Metoprolol)

 비록 아기에게 전달되는 양은 비교적 높지만, 엄마의 혈

액 내에 약물 농도가 낮아, 실제로 아기에게 가는 양은 

매우 적어서,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아

기는 잘 관찰 되어져야 한다.

에날프릴

(Enalapril)

milk/plasma=0.013으로 매우 낮아서 아기에게 미치는 영

향은 무시할 정도 이지만 저혈압이 발생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임신말기 동안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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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로놀락톤

(Spironolactone)

 이뇨제이지만, 고혈압 치료에 쓰인다. 엄마용량의 0.2%

만 모유로 분비됨. 모유수유에 의해서 아기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예는 없으나, 아주 드물게 모유의 분비를 억제 

할 수 있음.

아테노롤

(Atenolol)

모유로 분비 되는 양의 변이는 매우 크며, 저혈압, 청색증

등 심 한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조심스럽게 사용될 수 

있지만 피해야 한다. 

금기약물

1) 항암제

2) 동위원소 조영제: 일시적으로 짜서 버리고 다시 수유가능

    동위원소에 따라서 3일~21일간 유축하고 버려야 함.

3) ergot alkaloids-bromocriptine

4) 약물남용

5) 금- 논쟁중.

6) 아이오다인: potassium iodide, povidone-iodine

7) 윌슨 병: 페니실아민 복용 시.

한방차, 

한약, 

탕재

우리나라의 많은 산모들은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성분을 잘 모르는 한약 

탕재를 복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모유 수유하는 아기는 간이나 신장의 독

성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통해 있

을 수 있는 독성물질에 쉽게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약물의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유수유를 해야 할 엄마가 질병에 걸렸을 때 모유수유를 계속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엄마와아기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 기타 복용하는 약물, 음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연구자에게 문의해 주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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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보내는 배고픈 신호    

‣ 뺨에 손을 대어보면 아기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쪽쪽 빱니다.

‣ 젖 빠는 시늉을 합니다.

‣ 눈을 요리조리 돌리며 보고 있습니다.

‣ 혀와 입을 조금씩 움직입니다.

‣ 조금씩 소리를 냅니다.

‣ 손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 팔을 구부립니다.

‣ 다리를 자전거 돌리듯이 움직입니다.

‣ 손을 주먹 쥡니다.

‣ 웁니다.(배고플 때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신호가 우는 것입니다.) 

  울다가 지쳐 바로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 아기는 너무 심하게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더 모유수유가 잘 됩니다. 

  수유에 가장 좋은 시간은 아기가 배고파서 울기 전입니다.

7. 퇴원 후 모유수유는 어떻게 할까요?

 아기가 병원에 있는 동안 잘 먹었다면, 퇴원 후에도 충분한 양을 먹을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는 이른둥이가 교정주수가 늘면 개월 수를 채우고 태어난 

아기만큼 모유수유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른둥이는 출산 예

정일보다 몇 주 이상 빨리 퇴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기의 모유수유 행동

은 여전히 미숙해서 수유 도중 잠이 들거나 수유를 시작하기 전에 깰 때도 

있고, 충분한 모유섭취를 위해 유두 보호기를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수유 전, 아기가 울기 전 아기가 보내는 배고픈 신호를 알아차리도록 합

니다.

아기가 잘 먹고 있다면, 엄마는 유방이 충분히 비워져 부드러워 지며, 아기

가 먹고 있는 동안 삼키는 소리가 납니다. 유방에서 모유가 나올 때 유방

이 쏴한 느낌이 들며, 아기가 젖을 먹고 있는 동안 다른 쪽 유방에도 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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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시 어머니의 편안한 자세

하루에 많은 시간 모유수유를 하므로 시작할 때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유수유시, 아기 쪽으로 너무 몸을 숙일 시, 등과 목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몸을 뒤로 너무 젖히면 유방이 아기로부터 멀어져 아기가 어머니 젖을

  제대로 물지 못합니다.

‣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등을 기대어 앉고 아기를 안을 때 아기

  쪽으로 몸을 기울이기보다, 아기를 유방 가까이 껴안아 어머니의 등근육이

  긴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 아기의 체중을 지지하기 위해 아기와 어머니 사이에 수유베개나 쿠션, 말은

 담요 등을 놓고 어머니의 무릎이 살짝 들릴 수 있도록 발밑에 낮은 발판을

 놓아 지지해 줍니다.

이른둥이를 위한 모유수유 자세

‣ 이른둥이들은 만삭으로 태어난 아이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 이른둥이들은 머리 부분이 목과 등의 약한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 젖을 

 먹일 때 아기의 머리와 어깨, 등을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 어머니는 한손으로 아기의 머리를 감싸고 손목과 팔을 이용해 아기의 

 어깨와 등을 받쳐야 합니다.

‣ 아기 머리와 어깨, 몸통을 일직선으로 유지하고 어머니의 한손으로 

 머리를 감싼 후 어머니를 가슴 쪽으로 밀착시킵니다.

‣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유방을 잡도록 합니다.

‣ 아기의 머리는 뒤로 젖혀져 있거나 옆으로 돌려져 있으면 안 되고 몸과 

가 돕니다. 수유할 때가 되면 가슴이 풍만해지는 느낌이 들며, 아기는 하루

에 적어도 8~12회 정도 먹어야 하고 젖은 기저귀는 6~8개 정도 충분히 

적실 정도로 나오며, 2~3회의 대변을 보아야 합니다.

아기가 잠만 자고 먹으려 하지 않는다면 낮 시간 동안은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적어도 8~12회 정도 수유시키도록 합니다. 아기가 두른 겉싸개를 

풀어 보기도 하고, 입주 위를 톡톡 건드려 빠는 반사를 자극해 봅니다. 기

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아기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밤에는 하루에 

8~12회 수유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아기를 깨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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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 턱을 엄마젖에 살짝 누른 채 머리를 약간 뒤로 삼키는 것입니다. 아기의 

턱이 아기의 가슴 쪽으로 숙여져 있으면 삼키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 이른둥이에게 하기 편한 두 가지 자세로는 교차 요람식 자세와, 미식축구공

 자세가 있습니다.

교차 요람식 자세

‣ 젖을 먹기 위해 머리를 돌려서는 안 되

며, 귀, 어깨, 엉덩이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합

니다.

‣ 이때, 젖을 먹는 쪽의 반대 팔로 아가를 

안습니다. 이 자세는 아기의 머리를 받쳐줄 

수 있으며, 아기가 어머니 젖을 깊게 물수 있

도록 도와줍니다.

‣ 아기의 입이 어머니의 유두와 같은 높이

에 오게 하고, 아기와 어머니의 배가 마주보

도록 아기의 몸을 어머니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 다른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유방을 지지하여 줍니다.
미식축구공 잡기 자세

미식 축구공 잡기 자세는 이른둥이에게 

수유할 때 좋은 자세로, 어머니가 아기의 

얼굴을 잘 볼 수 있고 아기의 머리도 받쳐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오른쪽 유방에서 젖을 물

리는 경우라면,

‣ 아기를 어머니의 오른 쪽 옆구리에 두

고 오른팔로 감싸 안습니다.

‣ 오른손으로 아기의 머리를 지지합니

다.

‣ 아기가 어머니의 유방 높이에 있도록 아기 등 밑에 베개를 대어줍니다.

댄서 핸드 포지션

엄지손가락을 위로 하고 네 손가락을 아래로 두고 부드럽게 유방을 지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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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흉부나 갈비뼈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이 자세는 유방을 젖꼭지를 않고도 부드럽게 엄마

의 유방을 받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젖을 물 때 걸리지 않도록 유륜으로부터 충

분히 뒤쪽으로 두도록 합니다. 

젖 물리기

1단계: 아기가 입을 크게 벌리면(하품할 때처럼) 유방의 아래쪽 유륜부터 

      물리기 시작해 유방을 아기의 입속으로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2단계: 아기가 유륜을 빨다가 놓치기 쉬우므로 어머니의 손으로 아기의 

      턱과 유방을 지지해 아기가 젖을 잘 물고 있도록 도와줍니다.

3단계: 올바른 수유 자세에서 아기의 코는 숨쉬기가 쉽도록 유방에서 약간 

      떨어져 있고 아기의 아래턱은 유방에 닿아 있습니다. 아기가 유두를

      깊게 물면 유두가 아기 입천장의 연구개 쪽에 닿아서 유두 동통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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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컵/스푼 

수유

‣ 충분한 양의 모유를 먹지 않았는데 젖을 더 이상빨려고 하지 않고 

아기가 깨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아기를 세운 자세에서 어머니는 한손으로 아기의 머리를 받치고 

모유가 담긴 컵을 잡습니다.

‣ 아기의 윗입술과 아래 입술 사이를 자극해 입을 벌리면 컵을 아래 

입술에 갖다 댑니다.

‣ 아기가 천천히 마실수 있도록 컵을 기울입니다.

‣ 이때 적당한 컵으로 소주잔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컵, 또는 스푼으로 수유 시, 아기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합니

이른둥이는 퇴원 후에도 빠는 힘이 약해 모유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수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중증가와 대소변 배설량이 충분

하지 않다면 모유 생산량을 늘리고 아기의 빠는 힘이 좋아질 때까지 유축

기로 짜놓은 모유를 보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보충식을 제공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보충식을 제공할 때에는 먼저 직접 모유수유를 한 후에 보충식을 

  먹이도록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충분히 잘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마다 반응이 다르므로 어떤 아기들은 우선 배고픔을 면하면

  젖을 잘 먹기도 하므로 너무 배고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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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컵으로 섭취 하고 다음 섭취시간 사

이에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합니다. 억지로 먹이거나 너

무 많은 양을 주게 된 경우에는 기도흡인이 될 수 있으니 천천히 주

도록 합니다.

유두

보호기 ‣ 아기가 젖 물기가 어렵거나 유방에서 고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없

는 경우

‣ 이른둥이에게 모유수유 시 유두보호기를 사용하면 아기가 더 많은 

모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스스로 유두모양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흡입력이 생기게 된다면 더 이상 유두보호기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필요 시, 생 후 1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젖병

수유

‣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아기가 제대로 직접 수유로 먹을 수 있을 때 어머니는 모유수유량을 늘리

기 위해 보충식을 줄일 준비를 합니다. 과정을 돕기 위해 기록을 해 나간

다면 더더욱 과정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보충식은 천천히 줄여 나

갑니다. 이과정은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아기는 최소한 하루에 8번 이상 3시간 간격으로 

충분히 수유하여야 합니다. 이른둥이는 어머니의 유방에 있는 모유를 전부 

섭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둥이들은 수유할 때 너무 일찍 잠이 들어 수

유가 빨리 끝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오래 

젖을 빨기도 합니다. 섭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한시간 혹은 두시간마다 

아기를 깨워 젖을 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수면을 방

해하기 때문에 아기의 체중증가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집에 온 아기가 모

유도 충분히 섭취하고 수면도 방해받지 않기 위한 방법은 미리 짜놓은 모

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기가 성숙해 지면서 직접 모유수유 하는 것에 잘 

적응하게 되면 모유수유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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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엄마의 예방접종 시 모유수유가 가능한가요? 

A : 모유수유 가능하다. 풍진, 수두 백신을 포함하는 생백신과 사백신의 엄마의 

예방접종은 대부분 수유 중 아기에게 안전합니다.  

Q: 수유 중 매일 1-2잔의 커피를 마시는데 아기에게 특별히 문제되지 않나요?

 A: 일부 아기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안절부절 못하고 잠을 잘 못 잔다거나 하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 되지 않습니다. 커피에는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카페인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카페인은 커피 뿐만 아니라 콜라, 녹차와 같은 음료뿐

만 아니라 일부 감기약, 이뇨제, 체중조절약 등 그리고 일부 음식물에도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커피 한잔에는 100-150mg의 카페인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어른에서 카페인이 체내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은 약 5시

간이며, 신생아에서는 약 100시간 5개월 미만 아이에서는 14시간 정도로 알려

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커피 섭취가 모유의 철분 함량을 낮추고, 아기가 보

채게 한다거나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5잔 이하의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도 일부 민감한 아기들을 제외하고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유 수유 중 커피를 편하게 즐기는 대신 아기가 보채는지 잠을 잘 못 

자는지 등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엄마의 몸무게는 64kg, 아기는 5개월이고 6.5Kg되는 완전 모유수유 중입니

다. 저녁에 모임 있어서 맥주 1-2잔 마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우선은 아기를 위해서 미리 젖을 적당히 짜두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

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맥주 2-3잔을 마셨다면 아래 표에서처럼 6시간 정도 지나서 

모유수유를 다시 시작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음주 후 모유수유를 잠시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아기의 뇌는 많은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유를 통한 알코올에 의해서 신경발달장애의 보고가 있습니

다. 

그리고 알코올의 특성은 여과 없이 모유로 통과 되며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야

만 몸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는 어느 

정도의 알코올의 노출까지는 안전한지에 관해 알려진바 없습니다.  

따라서 모유에서 측정되지 않을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래 표는 토론토 

8. 모유수유에 대한 Q&A

출처: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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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몸무게

마신 잔 개수* (시간: 분)

1 2 3 4 5

40.8 2:50 5:40 8:30 11:20 14:10

45.4 2:42 5:25 8:08 10:51 13:34

49.9 2:36 5:12 7:49 10:25 13:01

54.4 2:30 5:00 7:30 10:00 12:31

59.0 2:24 4:49 7:13 9:38 12:03

63.5 2:19 4:38 6:58 9:17 11:37

68.0 2:14 4:29 6:43 8:58 11:12

72.6 2:10 4:20 6:30 8:40 10:50

74.8 2:07 4:15 6:23 8:31 10:39

77.1 2:05 4:11 6:17 8:23 10:28

81.6 2:01 4:03 6:05 8:07 10:08

83.9 1:59 3:59 5:59 7:59 9:59

86.2 1:58 3:56 5:54 7:52 9:50

대학의 마더리스크프로그램에서 책자를 통해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한 것입니다.

* 1잔(drink) : 맥주, 소주, 와인, 양주, 막걸리를 위한 잔 각각은 대략적으로 같은 

알코올 양으로 평가됨.

(참고문헌; Gideon Koren. Medication safety in pregnancy and breastfeeding. 

USA: McGraw-Hill 2007) 
Q : 수유 중 흡연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유수유와 아기에게는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 : 수유 중 금연을 권합니다.

흡연은 젖 생성을 하도록 하는 호르몬인 프로락틴 수치를 낮춤으로써 젖분비를  

줄이고, 젖의 사출과 배출반사에 문제를 일으켜 조기 이유를 하게합니다. 

엄마가 모유수유 중 흡연을 함으로써 아기의 폐렴, 기관지염, 그리고 영아돌연사

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금연이 힘들다면 최대한 피우는 개수나 횟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또한, 

아기가 간접 흡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유 후 바로 흡연 시 아기에게 전

달되는 니코틴의 양은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Q. 수유 시 너무 졸려요.

A. 또한 아기가 젖을 먹는 동안 엄마는 굉장히 졸리다 느낄 수 있다. 많은 엄마

들이 ‘내가 너무 젖 먹이는 것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며 ‘젖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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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은 힘들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젖을 먹이는 동안 졸음이 쏟아지는 것은 엄마의 몸에서 분비되는 프로락

틴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졸릴 때 아기가 젖을 빨면 프로락틴이 증가하게 

된다. 이 프로락틴은 엄마 몸의 근육 긴장도를 낮춰 주고 엄마는 점점 아래로 

몸이 처지는 느낌과 함께 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은 모유수유로 인

해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이 모유수유 때문이라고 생각하

지만 연구에 의하면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분유를 먹이는 엄마보다 숙면시

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유하는 동안 졸리면 아기가 먹는 동안 엄마는 뒤로 기대어 편안히 가벼운 잠

을 청할 수도 있다. 혹은 아기가 먹는 동안 엄마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 

앉아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젖을 먹는 아기를 무시하고 완전히 다른 곳에 정신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단지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므로 아기에 대한 긴장

감은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Q. 아기가 젖을 먹다 잠들어요.
A. 이른둥이들은 힘들어 젖을 먹다 지쳐 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수유시간은 30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얕은 수면 주기에 있을 때 깨우기를 시도합니다.

‣ 빛이 밝으면 아기가 눈을 감으므로 불빛을 어둑하게 합니다.

‣ 방을 서운하게 해줍니다.(27℃ 이상에서는 빠는 행동이 줄어듭니다.)

‣ 아기를 싸고 있는 포를 풀어 수유를 시도합니다.

‣ 아기에게 말을 걸고 눈 마주치기를 시도합니다.

‣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수유 시 아기의 손과 발을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

다.

‣ 아기가 빠는 것에 흥미를 잃기 시작한 즉시 젖을 바꿔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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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모유유축 일지

   시간

일수

먹은 시간 (유축한 시간) 횟수

먹는 양 (유축한 양) 양

1. 자정  1  ②  3  4  ⑤  6  7  ⑧  9  10  ⑪  정오  ①  2  3  ④  5  6  ⑦  8  9  10  ⑪ 8

8/14          10        15       10           15        20         15       20           20 125

        시간

일수

먹은 시간 (유축한 시간) 횟수

먹는 양 (유축한 양) 양

1. 자정  1  2  3  4  5  6  7  8  9  10  11  정오  1  2  3  4  5  6  7  8  9  10  11  

2. 자정  1  2  3  4  5  6  7  8  9  10  11  정오  1  2  3  4  5  6  7  8  9  10  11  

3. 자정  1  2  3  4  5  6  7  8  9  10  11  정오  1  2  3  4  5  6  7  8  9  10  11  

4. 자정  1  2  3  4  5  6  7  8  9  10  11  정오  1  2  3  4  5  6  7  8  9  10  11  

유축기로 모유를 유축한 경우, 모유수유 횟수 모두 기록합니다. 

<예시>

☺ 모유유축 일지 양식

성함:                    오늘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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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시각적 심상요법

 -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 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가슴 위쪽으로 팔을 올려 감싸안아라.

 - 눈을 감은채로 당신 자신이 아이를 보고 있는 것을 상상하라.

 - 팔에 안긴 아이의 무게를 느껴보라. 당신의 몸에 닿아 있는 아이는 얼

마나 따뜻한가. 아이는 매우 부드럽고 귀엽다.

 - 준비가 되면 아이에게 모유 수유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 윗옷을 약간 들어 올려 아이의 입에 젖꼭지를 물리는 것을 상상하라. 

아이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젖이 흐르는 것을 상상해보라.

- 당신의 아이는 모유수유하기를 좋아한다. 당신도 모유수유하기를 즐기고 

아이를 사랑한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느낀 어떤 것보다 더 사랑스럽게 

느낄 것이다. 그 어떤 경험도 이처럼 훌륭하고 달콤한 것은 없었다.

- 당신이 여자라는 것을, 엄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당신의 아이가 당신

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 다시 한 번 심호흡을 하고 준비가 되었으면 눈을 떠라.

 (Tibetts & Caldwel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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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성공 수기-

성공수기1. 모유가 살린 우리 딸

- 김O선,(서울시 서초구)

나는 아기에게 모유가 더 좋은지 분유가 더 좋은지에 대하여 분석된 자료에 관심을 

갖고 이지 않았기에 실증적으로 어느 경우가 아기와 산모에게 더 좋은지는 잘 알지 못

하고 있다. 관점에 따라 모유와 분유의 장단점이 다를 수 있고 아기의 체질에 따라 분유

가 아기의 성장에 더 잘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은 우리 딸의 경우는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우리의 첫 아기인 영인이에게 모유가 아니

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이 착하게 자라서 대학에 다니고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우린 1982년에 결혼하였고 다음해인 ‘83년에 대전 을지병원에서 우리의 딸 영인이가 

태어났다. 우린 그때나 지금이나 맞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29살의 결혼 나이를 생각하여 

자식을 늦게 볼 생각이 없었다. 

시골 비포장도로를 버스로 출퇴근한 까닭인지 정상적인 임신기간을 걸쳐 정상으로 태

어났지만 우리 아기의 몸무게는 2.5Kg으로 약간 가벼운 편이었다. 그 당시 우리는 아기 

엄마인 아내가 직장을 다녀 지속적으로 모유를 먹일 수 없으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분유

를 먹여 일찍 분유수유에 적응시킴으로써 나중에 모유수유에 적응시키는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 시절의 젊은 부부들 특히 직장을 가진 여성들에

게 분유의 수유가 보편화되어 있었기도 하였다. 

어쨌든 우리 딸 아이는 분유를 먹게 되었다. 그런데 정상적이던 딸아이의 몸무게가 

이상하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2Kg이하까지 체중이 내려가 유아용 인큐베

이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가냘픈 아기의 팔목으로 알 수 없는 주사액을 링거액과 함

께 계속 주입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을 찾기가 어려워져 급기야는 발목과 이마

에 번갈아 가며 주사기를 옮겨 꼽게 되었다. 이는 아기의 상태가 무척 심각함을 의미하

는 것이었으며 지금도 딸의 이마와 발먹을 보면 그 당시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다. 상황

이 이렇게 악화되자 담당의사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외제 분유를 구해 오라 하면서 

과거에 외제분유를 먹인 경험이 있는 집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나는 그 집으로 찾아갔

지만 그들은 분유를 구하기 어렵다며 팔려 하지 않았다. 어린 생명을 살리도록 도와달라 

사정사정하여 겨우 비싼 값으로 한 통의 외제분유를 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외제분유

를 먹는 아기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애태우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고 의사와 간

호사는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아기는 또 갖을 수도 있는 것이니 아기를 포기하라는 충

고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생각은 달랐다. 아기의 생사여부는 우리가 아

닌 신이 결정하는 문제다. 다만 부모로써 피지 못하고 갈 수도 있는 우리 아기를 위하여 

부록 5. 모유수유 성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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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여만이 우리와 아기의 가슴에 한이 맺히지 않을 것이라

며 최선을 다 하자고 하였다.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모유를 먹이기로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유아용 인큐베이터실

에 산모가 들어갈 수 없음에도 병원측의 협조를 구하여 흰 가운과 신발을 갈아신고 모

유 수유를 하게 되었다. 아기에게 자주 수유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아내는 구입한 

간이 침대를 병원복도에 놓고 수면과 수유를 반복하였고 나는 출퇴근 시간 전후에 버스

를 타고 아내에게 식사를 날랐다. 

모유 수유가 시작되고 1주일 정도 경과하니 신기하게도 아기의 몸무게가 서서히 회복

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2.5Kg을 넘게되어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고 그 후에 퇴원하여 집에

서 모유를 지속적으로 먹였다. 그런대로 로 튼튼하게 성장하여 지금은 서울에 있는 Y대 

3학년에 재학 중에 있다. 지금도 친할머니는 아기때 고생했든 기억을 떠올리시며 이렇

게 훌쩍 큰 착한 딸을 보면 신기해 하십니다. 장모님께서도 엄마아빠가 침착하게 했기 

때문에 딸이 살았다고 가끔 칭찬의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모유 수유로 기적적으로 회생된 우리 딸을 보며 모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데 전문가가 아닌 우리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조금만 생각하면 유아에게는 가장 적합함

을 알 수 있다. 수혈은 혈액형이 같을 때 가장 안전하다. 이는 혈액간의 수용성이 있어

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유에 있어서도 아기에게 잘 수용되는 것을 선택하여야 아기

가 잘 자랄 것이다. 

아기는 산모 몸의 일부로써 생성되었기에 산모와 아기는 신체적으로 매우 동일한 특

질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산모의 몸에서 생성된 모유가 아기에게 수용성이 가장 높을 것

이라는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갓 태어나 예민한 시기의 아기에게 

더욱더 모유가 적합한 식사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모유를 먹이는 비율이 우리보다 높지 않을 듯하다. 대부분의 그들은 

스스로 숙고하는 주체적 삶의 방식을 갖고 있기에 다수가 YES라 할 때 NO라 하고 있

다. 

아마도 NO라고 말하는 사회에서는 분유가 산모에게 적합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

하여도 위에서 말한 논리가 인식되어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수가 YES할 때 NO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사실 

모유를 아기에게 먹이면 산모의 미용에 안 좋을 뿐 아니라 모유보다 분유가 더 건강식

이라 하며 대부분의 산모들이 분유만을 아기에게 먹이려던 흐름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

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의 젊은 부부들에게 물어보았다. 모유가 좋다는 것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지만 

산모의 미용을 고려하여 아직도 분유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하였다. 어쨌든 모유가 분

유보다 아기에게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사회에 흐르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다.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모유를 먹여야 한다고 감히 

강요하고 싶다. 어린 아기에게 분유가 잘 수용되지 않아 우리 딸 아가 시절의 그 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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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아기나 부모가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분유를 먹이겠다면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그 사람이 어리석든지 만용을 부리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정성껏 

모유 먹여서 산모의 산후조리 잘하고 아기를 건강히 키울 것을 신혼의 부부들에게 부탁

드린다. 우리는 첫애 때의 어려움을 경험하여 둘째인 아들 정인이 경우는 처음부터 모유

를 먹여 아무 탈 없이 잘 자랐다. 그것이 모유 덕분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부부는 더 이

상 분유를 먹이는 모험을 하지 않았다.

- 함께해요 엄마젖 공모전 입상작(2003)

성공수기2. 이른 둥이 완모 성공기 

서울특별시11년도 세계모유수유주간기념 모유수유 성공기 당선작

엄마, 언니를 비롯하여 울 집 여자들 젖양이 많은 걸 익히 알고 있었기에…….나 또

한 완모를 당연히~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 당연할 것 같았던 완모... 정말 정말 하루에도 열댓번은 그만두고 싶

은 충동과 싸워야만 했다!!!

모유수유에 대해서 나름 자료도 찾아보고 세미나도 듣고 했는데도, 정말... 막상 닥쳐

보니 모르는 것 투성이였다.

엄마, 언니는 그냥 경험상~ 얘기해주는 게 다였고... 것도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

시다면서..ㅜ.ㅜ 출산 전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들은 (주로 인터넷, 산모교실 강좌 등) 

말 그대로 수박 겉 핡기 식의 지식들이었다. 실제로 내가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

들은 별로 없었다...

애를 출산해서 낳자마자 젖 물리고 자연스레 모유수유를 하게 될 거란 나의 기대는 

33주 5일만에 태어난 울 딸냄에 의해서..수정되어야만 했다.

음... 갑작스레 수술하게 되서 멍~ 했던 나에게 간호사가 수술 다음날부터 주사기를 

가져다 주며 유축해서 아기한테 가져다 주라 하면서 모유수유의 길이 시작 되었다~ 

^^;;;

<초유>

이른둥이 엄마에게서 나오는 젖이 만삭아를 낳은 엄마젖보다 영양면에서 훨씬 월등하

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유는 꼭 먹이리라!! 생각했기에 수술 담날부터 열심

히 짜기 시작했다.

담날부터 많이는 아니지만 젖이 불어오는 느낌이 났고, 또 아는 언니(애가 3명이고 

모두 완모!!! 했던)의 말이 애 낳는 고통보다 젖몸살이 더 심해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젖

몸살 없게 하기 위해서 3시간 또는 4시간마다 열심히~ 유축했다.

근데...

처음에 나오는 양은 음... 1cc...?? 게다가 정말 정말 노오란 바나나우유같은 그런 색

에 약간은 걸죽한~ 점성이 높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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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때는 젖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유축기를 쓰기도 뭐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걍 손으로... 짜기 시작했다. 처음에 1cc 나오던 양이 퇴원할 때가 되니 

20-30cc로 늘어났다. 당연히 모유저장팩에는 넣을 수가 없고 퇴원때까지는 끝을 막음

처리한 주사기에 유축해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져다 줬다. 처음엔 정말 3시간 정도가 

지나면 가슴이 딱딱해지면서 열이나고(처음 있는 일이라 나도 신랑도 당황했음~) 당장 

안짜면 젖몸살이라도 날 것 같은 두려움에 정말 열심히 했다.

<퇴원 후-유축기>

아기가 퇴원하려면 한달정도는 넘게 있어야 한다는 말에...허겅... 그럼 그때까지 계

속 유축?? 그럼 내 손은?? 내 손목은??

정말 3시간에 한번씩 손으로 유축하려면 양쪽 합해서 30분 정도가 걸리는데다 엄마

를 닮아서 젖량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손으로 유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ㅜ.ㅜ

게다가 손으로 한다고 해도 제대로 풀려지질 않아서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부분도 생

기기 시작했다!! 당장 유축기를 알아보던 중 아는 동생이 각시*이 있다길래 빌려서 사용

해 봤다. 음... 아팠다. ㅜ.ㅜ 너무 아파서 두 번인가? 쓰고 다시 갖다줬다. (젖꼭지랑 

주변이 너무 아팠음.) 동생 말로는 각시*이 약한 편에 속하다는데 그래도 아팠다. 유축

기가 이렇게 아픈건 줄 몰랐던 것.... 이번에는 신랑 친구가 메델*에서 나온 휴대용 유

축기를 선물로 보내줬다. 각시*보다 훨씬 조그매서 기대도 안 했는데... 음.... 메델*거

가 훨씬 나았다.

아픈 것도 덜 하고 강도 조절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도 퇴원 후 메델* 

를 사용하기 2주정도까지 계속 손으로 유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 올케가 미리 쓰라

고 갖다준 모유저장팩과 수유패드와 가제수건 30장... 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근데, 

유축기를 쓰면서 젖꼭지 끝이 갈라지고 피가 나고 딱딱해지고 딱지도 지고... 물집이 생

겨서 젖이 못나와 거기가 아프면서 곪기도 하고... 젖꼭지 주변에 까맣게 뭔가 생기고

(이건 닦아도 안 없어지다가 애가 물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없어졌다.)...ㅜ.ㅜ 근데 검색

해 보니 나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다 그랬댄다. 덴당... 모유수유... 해야하

나?? 이런 생각이 처음 들기 시작했다!!

<가슴 마사지>

가슴 마사지에 대한 건 여러군데 찾아봤는데... 음... 젤로 잘 나온 건 (내 기준으

로...) 내가 출산한 병원에서 나눠준 안내서였다.(서울S병원)

거기에 보면 가슴 마사지가 겨드랑이 쪽에서 젖꼭지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쭈욱~ 밀

어주는 거로 나와있다. 그걸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4방향에서 쭉~ 

밀어주는 거다. 그걸 몇번씩 반복해 주는 거다. 게다가 나는 가슴마사지~ 가 무조건 가

슴 뭉친걸 풀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진짜 가슴마사지는 뭉친것도 풀어

주는 것이지만 유선(젖이 나오는 길)을 뚫어주고 관리해주는 거였다. 그러기 위해선 마

사지를 받아도 되지만 그러자면 머니머니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혼자 터득한 결과 

목욕하면서 소 젖 짜듯 쭉쭉 젖꼭지 끝과 유륜 부분을 짜주는 거였다. 그것도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방향에서 돌아가면서 짜주는 거다.  그게 뚫리고 나니 한 쪽 젖에서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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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개 정도의 젖 나오는 게 보였다.

<통곡 마사지>

유축기를 써서 유축을 하고 나면 유축기가 닿는 부분은 젖이 빠져나가 말랑말랑 하

다.

그런데 그 외 부분은 음... 여전히 딱딱~ 하고 덩어리 지는 부분도 생겼다. 아~ 이걸 

어쩌지... 손으로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냥 유축기로만 몇번 했더니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딱딱해지고 시간이 지날 수록 젖 차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지 터질 것 

같고...무섭기만 하고... 그래서 통곡마사지 하는 곳을 찾아갔다~ 거기서 한 번 마사지

를 받고나니 풀리긴 하는데, 내 젖이 워낙 빨리차고 젖량이 많아서 젖량을 조절해야 한

단다.

엥?? 조절? 젖량은 많아도, 적어도 안 좋은 것~!!! 젤 좋은 건 아기랑 젖량이 맞아가

는 게 제일 좋은 거라 하셨다. 그래서 당분간 젖량을 조절하라 했다. 그러다 아기가 빨

게 되면 그때 아기 먹는 양과 맞추라 하셨다. 

<젖량 조절~>

- 많을 때 줄이기~~??

가슴에 냉팩이나 차가운 양배추를 올려놔서 냉찜질을 해 준다.

유축을 할 때 끝까지 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유축량을 정해서 그 목표가 되면 멈춘다. 

물론 가슴이 딱딱해지면 위의 가슴 마사지로 풀어줘야 한다. 

국물, 음료수, 과일 등 수분 섭취를 줄인다.

- 적을 때 늘리기~~??

가슴에 온팩이나 따뜻한 온찜질을 해 준다. 유축을 할 때 끝까지~~ 한다.

 국물, 음료수, 과일 등 수분 섭취를 늘려준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맛보기>

이상하게 들릴 지 모르겠지만 난 수시로 젖을 손등에 살짝 짜서 맛을 보곤 했다.

왜? 좋은 젖은 따뜻하고 달콤하다. 나쁜 젖은 차갑고 짜다. 나쁜 젓은 애한테 물리면 

안 되고 짜서 버려야 한다. 그래서 내 젖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수시

로 맛을 보곤 했다.

<뭉친 곳 풀어주기>

아무리 유축하고 손으로 해서 풀어도 내가 하는 것과 남이 해주는게 달랐다. 게다가 

가슴에 유선이 덜 뚫리면 그 부분의 젖이 못 빠져나오고 뭉쳐지게 된다. 그대로 방치하

면 유선염이 오고 젖몸살이 시작되기에 뭉친 곳이 있을 때마다 신랑에게 풀어달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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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눕고 남편이 옆에 앉아서 해 주는 게 편하다.

일단, 뭉친 곳 - 젖꼭지 - 손바닥  이렇게 위치가 되게 손바닥을 벽을 세우듯 세운

다.

그리고 다른 한쪽 손은 살짝 주먹을 쥐고 뭉친곳을 가장자리에서 젖꼭지 방향으로 

쭉~ 밀어준다. 그러면 뭉쳐진 곳에 모여있던 젖이 쭉~ 빠져나가면서 뭉친 것이 풀어진

다.

이때 뭉친것만 풀면 다음에 또 뭉친다... 중요한 건 뭉친 것을 풀면서 그쪽 유선을 같

이 뚫어줘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또 뭉치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

<딸냄 퇴원>

난 딸냄이 퇴원하면 당연히 쭉~ 이쁘게~ 물어줄줄 알았다...>. 첫날 퇴원해서 살짝 

물렸다. 야~ 신기하게도 살짝 무네~~~ 근데 그게 다였다. 잘 못 빨았다. 그래도 모유

수유 완모 하고싶은 마음에 계속 물렸다. 애가 계속 성질내고 못 먹고 못자고 보챈다.... 

ㅜ.ㅜ

나도 울고 애도 울고... 한 3일을 그러다가 포기했다~

카페 들어가서 보니 3-4kg가 될 때까지는 유축해서 먹이고 몸무게가 어느정도 늘면 

시도하란다.

보통 이른둥이들이 2kg넘으면 퇴원시키는데(울 딸도 2.1kg였다~) 그때는 빠는 힘이 

없어서 애가 잘 못 빤단다.

내 욕심에 너무 애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걍 유축해서 먹였다. 자알~~~ 먹었다... 

퇴원 후 20일 정도 후에 병원엘 갔더니 3.4kg이란다!! 올레~~

3일 뒤에 모유수유를 다시 시작했다.

오호~~ 빤다. 근데 성질낸다. 운다. 보챈다. 안 잔다. 3시간 거뜬 안 먹고 버티던 애

가 20-30분 단위로 달라고 칭얼거린다. ㅜ.ㅜ

한 1주일간만 독하게 해 보기로 했다.

<직수 성공>

일단 유축해서 먹이던걸 전면 중단하고 오직 직수만 하기로 했다. 음... 근데... 밤에

까지 애가 못자고 그러면 내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저녁에 밤중수유는 걍 유축해

서 젖병에 주기로 했다. (신랑이 이런 날 보고... 독하댄다. -_-;;; 그치만 독하게 해서 

완모 했다며 토닥여줬다~~)

첫날~10분 20분 30분 단위로 계속 칭얼거리면서 젖을 찾는다. 지도 요령이 없으니 

지도 힘들지... 힘은 드는데 먹는 건 별로 없으니 계속 울어제낀다. ㅜ.ㅜ 그래도 끝까지 

참았다. 

둘째날~조금 시간이 벌어진다.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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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칭얼거린다. 젖물리면 성질내면서 팩~ 빼버린다. 젖병달라고 울어제낀다. 

그래도 먹는 시간이 조금 늘긴 했다. 

셋째날~조금 더 시간이 벌어졌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칭얼거림이 줄어들었다~ 뭐... 성질 부리는 건 남았다. 그래도 젖병달라고 울어제끼

는 건 많이 줄어들었다.

넷째날~   올레~~ 드뎌... 원래 시간으로 돌아갔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먹는 시간은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지만, 칭얼거림도 없어지고 잠도 평소때와 같이 잔

다.

젖병달라고 우는 건 거의 없어졌다. 

ㅜ.ㅜ 3일동안은 정말... 애도 울고 나도 울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완모(직수)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했다. 근데~ 3일 딱 지나고 나니 거짓말처럼 애가 적응

을 한다!!!!

이제는(생후 10개월) 애가 젖병을 거부해서 직수만 하고 있다~~!!!

<젖량 맞추기>

직수하고 부터 애가 먹고 난 후 일부러 젖을 안짜냈다. 애가 먹는 것보다 내 젖량이 

너무 많은 관계상 먹이기 전에 전유를 어느정도 짜서 버리고 물렸고, 한쪽을 충분히 먹

게 해 주고  다음 수유때 다른쪽을 물리는 식으로 했다.

그렇게 2달? 정도를 했더니 어느 새 항상 터질 듯 했던 가슴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터질 듯한 항상 대기상태의 모습이 아니라 말랑말랑 한 가슴인데 애가 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젖이 도는 쪽으로 변했다. 엄마 입장에선 훨씬 편해진 듯...

<직수의 고통..>

직수를 하면서 유축하는 것과 애가 빠는 게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음... 애

가 빠는 것도 처음엔 안 아픈 듯 했는데... 그게 2-3일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파졌

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애 빠는 힘이 장난이 아녔다. 젖꼭지가 찢어지고 (정말 

이때 애는 배고프다고 울지~ 가슴은 너무 아프지... 게다가 애가 물게 되면 정말 악~ 

소리 나게 아프지..ㅜ.ㅜ 모유수유를 포기할까? 할 정도로 아팠음!!!) 피나고.. 수유 끝나

고 나면 옷 닿는 것 자체도 너무 아파서 가만히 바람을 쐬서 말리곤 했었다.

그래도 2시간 좀 지나면 애가 또 배고프다고 우니까... 암튼 그 상처 아무는 데 꽤 

걸렸던 걸로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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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량의 변화>

어느정도 젖꼭지도 아물고 가슴도 몽우리진 거 없이 편안해 졌을 무렵 (안정기에 들

었을 무렵) 갑자기 ... 젖이 거의 말라버렸다!!! 허걱...

그때 딸냄 영양제를 먹여야 해서 밤중 수유만 유축해서 젖병에 섞어서 비몽사몽간에 

살짝 주곤 했는데, 평소 양쪽 150-200ml나오던게 어느날부턴가 쥐어짜고 난리를 쳐야 

80ml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다!!

게다가 항상 젖 물리고 나서 3시간 정도 지나면 젖이 꽉~ 찬 느낌이 났는데, 그 이

후부터는 쪼그라든 것처럼 말랑말랑 한거다!!! 어쩌지 어쩌지...ㅜ.ㅜ 

평소에 한 5-10분 정도 먹던 딸냄이... 넘 안 나오니까 30분 이상을 물고 있는 모습

을 보면서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니고 십여일을 그러면서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혼

합을 할까?? 완모를 고집할까?? 매일매일 완모를 포기할까? 고민하면서 조마조마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었다. 그러면서 애 몸무게를 봤는데... 오잉?? 그렇게 가슴이 말랑말랑

하고 젖이 안 도는데도, 애는 정상적으로 몸무게 늘고 있었다.

그때부터 희망을 갖고 "그래~ 애를 믿고 나를 믿어보자!~~~"라는 생각에 혼합해 보

려는 생각을 포기했다.

맘 편히 먹고 스트레스 안 받기로 결정하고 다시 국물 찾아 먹고 잠도 잘 자려 노력

하고... 그랬더니 음... 십여일 후에 다시 젖이 차기 시작했다~~~

물론... 이 현상이 이 한번으로는 안 끝났다~ 다시 차기 시작하고 또 얼마 뒤에 또 

팍 줄었다가 늘고 그게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애를 믿고 나를 믿으면서 고비들을 

넘기게 되었다. (아~ 이래서 엄마들이 완모를 못하고 혼합으로 다시 분유수유로 가는구

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완모를 하긴 했지만 정말이지... 끝까지 완모하는 엄마

들~ 보통 작정으론 안된단 생각을 했다!!

완모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였다!!! *^^*)

<자세 변화>

모유수유할 때 럭비공자세, 요람식자세, 교차 요람식자세, 누워먹이기 등등... 여러자

세가 있는데... 난 내가 편한 요람식 자세로만 항상 물렸었다. 한.... 4달인가?? 지났을 

때... 가슴을 우연히 자세히... 만져보니...오잉??

덩어리가 만져졌다!!! 그건... 젖이 못빠져 나갔을 때의 초창기 덩어리랑 다른 뭔가 조

직이 서로 달라붙어있는 듯한 덩어리?? 였다.

열심히 검색해 보니.. 그건 한 자세로만 수유를 하게 되서 젖 모양이 일그러진 거라 

했다. 흑흑...ㅜ.ㅜ

쉽게 말하면 애가 젖을 무는 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젖 모양이 변하지 않

고 전체적으로 말랑말랑해진다는 거였다. 그래서~ 열심히 변화를 주었다!!!

요람식, 럭비식, 누워서 먹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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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방식을 달리해서 먹이기 시작하니까 한 2-3주 지나고 나니 가슴에 뭉쳐진게 풀

린다~

<완모 성공>

처음 모유수유시작할 때 올해 말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벌써 말...

모유수유를 적어도 돌 때까지는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몇개월 안 남았네~

정말 모유수유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생각하고 혼자 스트레

스도 많이 받고 했는데...

엄마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없다면... 완모...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ㅜ.ㅜ

처음에 너무 어렵게 어렵게 성공을 하고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젖 물릴 시간도 몇개월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왠지 서운하고 딸냄하고 나눴던 시간들이 

그리워질 것 같아 벌써부터 살짝~ 눈물이 나네.... 완모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

말정말 준비 많이 하시고 목표를 뚜렷하게 잡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저처럼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완모하는 엄마들 모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 *^^*



- 131 -

부록 6. IRB 심의결과 통보서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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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fficacy promotion program

for continuation of breast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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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Hyun Lee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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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Bang, Kyung-Sook, PhD, RN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repeated measure

quasi-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ducation on breastfeeding for preterm mothers.

From September 2013 to March 2014, a total of 34 preterm

mothers whom wished to attend the preterm breastfeeding

education program was recruited at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from a university affiliated hospital and divided into two

groups consecutively; 23 for control group and 22 for

experimental group.

The intervention on breastfeeding education program for

promoting preterm mothers’ self-efficacy was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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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fficacy theory. While the control group received the

conventional routine education and intervention, experimental

group received intervention of two individual routine education

for breastfeeding with demonstration and discharge education

program, and telephone follow-up education within one week

after being discharged. A survey of the breastfeeding

self-efficacy and the attitude of breastfeeding were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Before being discharged,

breastfeeding self-efficacy and the attitude of breastfeeding,

breastmilk amount, average amount of breast pumping amount

and frequency were investigated. Four weeks after being

discharged from NICU, breastfeeding self-efficacy and the

attitude of breastfeeding, breast milk amount, average of breast

pumping amount, frequency, and continuation of breast feeding

were question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 22.0

program, using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χ²-test, Shaphiro-wilk test, and repeated measure ANOVA.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1. Preterm mothers of the intervention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 of breastfeeding self-efficac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6.92, p<.01).

2. Preterm mothers of the intervention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 of breastfeeding attitude score (F=3.49,

p=.04).

3. Expressed breast milk volume of preterm mothers of the

intervention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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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F=7.29, p=.01).

4. Preterm mothers intervention group continued breast feeding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χ²=4.50, p<.05), also direct
breastfeeding rat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t=-2.23, p=.03).

5. Frequency of breast pumping rate per day and also,

preterm mothers intervention group continued breast feeding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4.15, p<.05).

The findings in this study suggest that preterm breast feeding

program had positive effect on breastfeeding self-efficacy,

breastfeeding attitude, and extending breastfeeding period on

preterm.

In conclusion, health providers should provide specialized

breastfeeding education for preterm mother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be done for helping mother to transit bottle feeding

to breastfeeding for preterm babies.

Keywords : Preterm breastfeeding, Continuation of

brestfeeding, Breast feeding self-efficacy,

Breastfeeding attitude

Student Number : 2012-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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