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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a direct breastfeeding program for premature infant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NICUs). Methods: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during August 2016 to April 2017. Sixty mothers of premature in-

fant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n = 31) or control groups (n = 29). The program was comprised of breastfeeding education 

and direct breastfeeding support.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ere provided with education and counseling on breastfeeding at 

the time of admission and discharge.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mothers initiated oral feeding with direct breastfeeding and engaged 

in breastfeeding at least seven times during the NICU sta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χ2-test and repeated measures ANO-

VA using an SPSS program.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higher direct breastfeeding practice rate (χ2 = 19.29, p < .001), 

breastfeeding continuation rate (χ2 = 3.76, p < .001), and self-efficacy (F = 25.37, p < .001) than the control group except for maternal 

attachment. Conclusion: The direct breastfeeding program in the NICU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actice and continuation rate of 

breastfeeding and breastfeeding self-efficacy. Therefore, this program can be applied in the NICU settings where direct breastfeeding is 

limited.

Key words: Infant, Premature; Breast Feeding; Intensive Care Units, Neonatal; Self Efficacy; Program Evaluation

eISSN 2093-758X

J Korean Acad Nurs  Vol.51 No.1, 119

https://doi.org/10.4040/jkan.20240

RESEARCH PAPER

© 2021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https://jkan.or.kr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모유수유가 영양과 발달, 경제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영아뿐 아니

라 산모에게도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미숙

아의 모유수유는 수유 중 산소 공급 및 체온조절, 구강발달, 턱 근

육 강화 등과 같은 생리적 안정과 신체발달, 어머니와 정서적 유대감 

강화 및 정서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2]. 이에 세계보건

기구는 생후 첫 6개월까지 완전모유를 시행하고 최소 1세까지 이유

식과 함께 모유수유를 지속하도록 권장하고 있다[3]. 그러나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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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와 같이 취약한 영아의 산모는 모유수유

의 지연과 유축기 사용,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퇴

원 전에 모유수유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으며[4-6] 퇴원 후의 모유

수유 지속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7].

대부분의 미숙아는 출생과 동시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위해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하고 질병으로 인한 금식이나 인공호

흡기, 인큐베이터 같은 각종 의료기기의 적용으로 인해 직접모유수

유를 시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8]. 모유수유 증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9]에 따르면 기존의 모유수유 증진 프로그

램은 주로 정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효과 검증이 이루어져 

왔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

한적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모유수유 프로

그램이 적용되었으나[10,11] 이들은 주로 모유수유를 위한 교육에 초

점이 맞춰져 있으며 모유수유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퇴원 전 1~2회

의 연습을 위한 시행에 그쳐 실제적 중재로 모유수유를 적용한 프로

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모유수유를 중단하게 되는 장애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기

에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주요 요인은 모유량의 부족이다[12]. 모유

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아가 어머니의 젖을 직접 물어 신경이 자

극됨으로써 프로락틴 분비를 유도해 모유 생성을 촉진시키는 직접모

유수유가 가장 효과적이다[13]. 이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

를 대상으로 직접모유수유를 시행한 연구[8,14]에서 모유수유율 상

승으로 확인된 바 있다. 3차 의료기관인 해당 병원들은 모유수유 전

문가를 중심으로 간호사, 의사 등을 포함한 모유수유 팀을 운영하며 

산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직접모유수유를 시행할 수 있었고, 개별 

모유수유실을 제공하는 등 엄격한 모유수유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미숙아에게 직접모유수유를 시행하여 모유수유 지속에 성공적인 결

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렇듯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의 직접모

유수유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병원 정책과 환경이 개별 가족병실로 

운영되어 언제든 직접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이겠지만[15], 대부분의 신생아집중치료실은 고위험 신생아의 집

중치료를 위한 감시와 치료, 감염관리를 위해 가족실 운영이 어려워 

하루 1~2회 30분 정도의 부모 면회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된 여건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직접모유수유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는 제한된 면회시간과 감염관리의 어려움, 
모유수유 시행에 대한 미숙아의 감염 우려, 개별 모유수유실 부족, 
간호사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미숙아가 신체적, 발달적으로 구강수

유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도 직접모유수유를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

움이 있다[16]. 미숙아의 직접모유수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미숙아의 모유수유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

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의 첫 구강수유를 직접모유수유

로 시작하는 것이 직접모유수유 지속에 결정적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17]. 또한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미숙아 직접모유수유에 대한 후

향적 조사 연구[18]에서는 모든 수유 시 직접모유수유를 하지 않더

라도 입원기간 동안 직접모유수유를 지속적으로 적용한 경우 모유

수유 지속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신생아집

중치료실에서 미숙아의 첫 구강수유를 직접모유수유로 시행하고 입

원기간 동안에 직접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준다면 미

숙아의 모유수유 지속에 효과적일 것이다.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에도 미숙아에게 모유수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모가 모유수유의 방해요인을 극복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은 모유수유의 

수행 능력에 대해 어머니 개인이 지각한 자신감으로 Dennis [19]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이론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모유수유 자기효능

감이 높은 산모는 어려움에 직면해도 모유수유를 선택하고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을 격려하고 도전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

성이 높다[19].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서는 성공경험, 대리경험, 언
어적 설득, 생리적·정서적 상태와 같은 전략이 활용되는데, 이 중 성

공경험은 가장 즉각적이고 영향력 있는 자원으로 성공적 수행을 통

해 자신감을 갖게 되는 실제적 경험의 결과이다[20]. 모유수유 자기

효능감 증진 전략은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선행연구에서 모

유수유율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나[21] 대부분의 선

행연구들에는 주로 모유수유 교육이나 전화 상담과 같은 대리경험이

나 언어적 설득 전략에 치중되어 있으며 모유수유 직접 수행은 1~3

회로 제한적이어서 성공경험을 획득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22-24]. 그러므로 대상자가 직접모유수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

애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지지하여 직접모유수유 수행에 대한 성공경

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직접모유수유율 향상 및 모유

수유 지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신생아는 어머니와 끊임 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역동적인 조절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를 통해 모아애착이 형성되는

데 어머니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는 모아애착 형성을 저해한다[25]. 

미숙아를 분만한 어머니는 조산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 믿

어 죄책감을 느끼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

험한다[26]. 더욱이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는 미숙아는 어머니와의 애

착 형성에 필수적인 초기 민감 시기에 어머니와 분리되어 자연스러

운 신체접촉과 애정 표현을 받지 못해 모아 상호작용을 발전시킬 기

회가 감소된다[27].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직접모유수유는 어머

니와 아기의 자연스러운 피부접촉을 통해 안정적인 모아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28]. 따라서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은 모유수유

율 향상과 함께 모아 상호작용을 상승시키는 간접효과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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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8]. 

이에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

으로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증진 전략과 함께 첫 구강수유를 직접모

유수유로 시작하여 입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직접모유수유의 성공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지지프로그램을 적용하

여 직접모유수유 실천율, 모유수유 지속률,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
아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 어머니를 대

상으로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직접모유수유 실

천율, 모유수유 지속률,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3. 연구 가설

가설 1: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직접모

유수유 실천율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2: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모유

수유 지속률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3: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모유

수유 자기효능감은 대조군보다 높아질 것이다. 

가설 4: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모아

애착은 대조군보다 높아질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직접모유수

유 실천율, 모유수유 지속률,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아애착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Y시 소재 P대학교 어린이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어머니 중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하고 연구목적

과 방법을 이해하며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미숙아 

선정기준은 1) 재태 기간 37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 2) 구조적결

손 또는 신경계결함, 위장관질환 등으로 인하여 구강수유 금기가 아

닌 미숙아, 3) 선천성 대사 이상으로 인하여 모유수유 금기가 아닌 

미숙아로 하였다. 미숙아 어머니의 선정기준은 1) 모유수유 금기 사

항이 없는 사람, 2) 산후 합병증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

람, 3) 직접모유수유 시행에 7회 이상 참여 가능한 사람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미숙아를 대상으로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한 선행논문[8]에서 주요변수인 모유수유 지

속률의 효과크기를 참고하였다. G*Power 3.1 Program을 활용하여 

t-test에서 효과크기 0.81, 유의수준(α) .05, 검정력(1 - β) .80을 적

용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그룹당 25명이었다. 중도탈락을 

고려하여 실험군 37명, 대조군 38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진행 중 

실험군은 초미숙아 사망 1명,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1명, 
괴사성장염으로 인한 수술 1명, 경구영양을 시행하기 어려운 수유곤

란증 2명, 참여 도중 어머니가 직접모유수유를 거부한 경우 1명으로 

총 6명이 탈락하여 최종 대상자는 31명이었다. 대조군은 초미숙아 

사망 2명,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1명, 괴사성장염으로 인한 

수술 1명, 경구영양을 시행하기 어려운 수유곤란증 2명, 참여 도중 

어머니가 모유수유 금기 약물을 복용하게 되어 중단된 1명, 연락두절 

2명으로 총 9명이 탈락하여 최종 대상자는 29명이었다(Figure 1).

3. 연구 도구

1) 직접모유수유 실천율 

직접모유수유 실천율은 미숙아 퇴원 한 달 후 직접모유수유를 시

행하고 있는 미숙아 어머니의 수를 각 집단의 전체 대상자 수로 나

눈 비율로 산출하였다. 

2) 모유수유 지속률

모유수유 지속률은 모유수유를 시행하고 있는 미숙아 어머니의 

수를 각 집단의 전체 대상자 수로 나눈 비율로 산출하였다. 모유수

유 지속여부는 저체중 출생아의 모유수유와 인공수유의 혼합 비율

에 따라 단계를 나눈 선행연구[29]를 근거로 모유수유를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를 모유수유 지속으로, 모유수유를 전혀 하지 않는 경

우를 모유수유 중단으로 분류하였다. 모유수유 지속률은 미숙아의 

신생아중환자실 퇴원일과 퇴원 한 달 후에 측정하였다. 

3)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은 모유수유의 수행 능력에 대해 어머니 개인

이 지각한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30] 본 연구는 Dennis

와 Faux [30]가 건강한 만삭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발한 Breast-

feeding Self-Efficacy Scale (BSES)를 Wheeler와 Dennis [31]가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에게 맞게 수정한 Breastfeeding Self-Effi-

cacy Scale for Mothers of Ill or Preterm Infants: Short Form 

(BSES-SF)을 Jang [10]이 한국어로 번역, 영어로 역번역 과정을 거

쳐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18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scale로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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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총 점수는 18~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접모유수유

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31]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며 Jang [10]의 연구에서는 .94이었다. 본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7이었다. 

4) 모아애착 

모아애착은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영아와 어머니의 사회적인 관계

로 본 연구는 Müller [32]가 모성의 영아 애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

기 위해 개발한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를 Im [33]이 한국

어로 번안하여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3문항이며 각 문항은 ‘거

의 그렇지 않다’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의 4점 Likert scale로 구성되

어 있다. 총 점수는 23~9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아기

에 대한 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32]의 Cronbach’s α

는 .85이며, Im [33]의 연구에서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4. 중재: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

1)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미숙아 모유수유 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한 

아동간호학 교수 1인, 신생아중환자실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신생아 중환자 간호 경력 5년 이상의 국제모유수유전문가 1인의 전

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연구

팀은 국내외 문헌고찰 결과에 근거하여 지속적 논의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도출된 프로그램 초안에 대해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

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onnecticut 아동병원(미국)의 간

호대학 교수 1인과 Uppsala 대학병원(스웨덴)의 간호대학 교수 1인

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프로그램에서 미숙아 직접모유수유의 적용 

기준, 직접모유수유 적용 시 미숙아의 활력징후 감시방법, 직접모유

수유의 적용 횟수, 직접모유수유 시 사생활 보호 방법, 직접모유수

유관련 보호자 교육 등에 대한 적절성과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자문하여 직접모유수유 자세 교육과 퇴원 후 모유수유지지 내

용 일부를 수정하였다. 프로그램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아동간호학 교수 2인, 신생아클리닉 소아과 전문

의 2인, 국제모유수유전문가 2인을 포함한 총 6인의 전문가 집단에

게 질문지를 통해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

다. 프로그램 구성내용에 대해 ‘거의 타당하지 않다’에서 ‘매우 타당

하다’ 4점 Likert scale로 구성하여 전문가 집단의 답변에 대해 내용

타당도계수(Item-level Content Validity Index를 산출하였다. 프로

그램의 모든 항목에서 내용타당도 계수가 .78 이상으로 적합함을 확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Discontinued study (n = 6)
Premature infant side

Death (n = 2)
Fasting due to
surgery (n = 1)
Oral feeding
difficulty (n = 2)

Maternal side
Declined to
participate (n = 1)

Discontinued study (n = 9)
Premature infant side

Death (n = 3)
Fasting due to
surgery (n = 1)
Oral feeding
difficulty (n = 2)

Maternal side
Taking
contraindications
to breast feeding
(n = 1)
Fail to contact (n = 2)

Assessed for eligibility
(n = 37)

Assessed for eligibility
(n = 38)

Pre-test
(n = 37)

Pre-test
(n = 38)

Intervention
(n = 31)

Post-test
(n = 31)

P -test
(n = 29)
ost

1 month follow-up
(n = 31)

1 month follow-up
(n = 29)

Figure 1. Flow chart of the enrollment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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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34]. 또한 중재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

여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다. 프로그램에서 올바르게 젖을 떼는 방

법, 유축기 세척방법, 모유수유 시 주의해야 할 약물 내용을 보완하

였으며,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자료를 추가하여 소책자를 

구성하였다. 

2)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본 프로그램은 미숙아에게 성공적 모유수유를 하기 위한 모유수

유 자기효능감 증진 전략이 적용된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으로 내

용이 구성되었다.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전략으로는 성

공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정서적 상태의 효능자원이 활

용된다[19,20].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직접모유수유의 성공경험 획득

할 수 있도록 직접모유수유 수행기회를 제공하고 미숙아 모유수유

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정서적 지지를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실 

시 사전교육 1회와 직접모유수유 수행 동안의 지지, 퇴원 시 1회 상

담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Table 1). 

직접모유수유의 시작시기와 횟수 및 방법은 선행문헌들의 근거하

에 설정하였다. Briere 등[18]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에게 

직접모유수유를 시행한 후 후향적 조사를 통해 효과를 확인한 연구

에서 입원기간 동안 직접모유수유를 총 7회 이상 시행 받은 미숙아

는 7회 이상 시행 받지 못한 미숙아에 비해 모유수유가 더 오래 지

속된다고 보고하며 미숙아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기간 동안 최소 

7회 이상의 직접모유수유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미숙아의 

첫 구강수유를 직접모유수유로 시작하는 것이 모유수유 지속에 결

정적 요인이므로[18] 직접모유수유의 적용은 어머니의 직접모유수유

로 미숙아의 첫 구강수유를 시작하여 입원기간 동안 면회시간을 이

용하여 최소 7회 이상 직접모유수유를 시행하도록 구성하였다. 구강

수유 적용 시기는 선행문헌[35,36]과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

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스웨덴의 전문가 2인의 자문

에 근거하여 인공호흡기를 이탈하고 활력징후가 안정된 교정주수 34

주 이상의 미숙아에게 첫 구강수유를 직접모유수유로 시작하도록 

하였다. 

입원 시 모유수유 교육은 Table 1과 같이 미숙아 모유수유의 장

점, 유방관리, 올바른 모유수유, 수유 시 이상 징후 파악하기 등의 

전반적인 미숙아 모유수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신생아집중

치료실에서의 직접모유수유 적용 시에는 사전 교육내용에 기반하여 

올바른 모유수유를 위한 자세잡기, 젖물리기 등의 지지 내용으로 구

성하였다. 연구자는 직접모유수유 중 활력징후와 이상 징후를 지속

Table 1. Contents of Direct Breast Feeding Support Program for Premature Infants

Steps Contents of the intervention Methods Duration

Step 1: At admission

    Breastfeeding education •Advantages of breast feeding premature infants

•Expressing breast milk

•Breast massage method

•Management of breast pain

•Proper latching

•Correct feeding posture for premature babies

•Knowing signs of babies needing to feed

•Knowing baby’s abnormal signals during lactation

•Notes on breast feeding

•Emotional support

• Verbal education 

using a booklet

•Counseling

5~10 min

Step 2: Over 34 weeks of corrected age (after weaning the ventilator, when vital signs are stable)

    Doing direct breast feeding •Performing the first oral feeding in the breast

•Practice and practice breast feeding yourself

•Be aware of baby’s feeding signals

•Stable breast feeding posture

•Proper latching

•Sucking, swallowing, breathing and ejaculation of the baby

•Emotional support

•Simulation

•Practice

•Support

30 min/time 

(at least 7 

times)

Step 3: At discharge

    Breast feeding support counseling •Planning baby’s feeding volume and feeding time

•Assessing baby’s proper feeding volume

•Recognize signs of baby feeding problem

•Emotional support

• Verbal education 

using a booklet

•Counseling

5~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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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감시하고, 대상자가 수유 시 이상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도

록 교육하였다. 직접모유수유 마무리 단계에서는 올바른 젖떼기와 

트림시키기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퇴원 시 모유수유 지지 상담은 올

바른 모유수유 방법과 함께 가정에서의 모유수유 계획을 포함하였

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 내에서 경험한 직접모유수유 성공경험을 나

누고 모유수유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5. 자료수집 및 중재 적용

1) 연구보조원 훈련 및 사전준비

연구자는 국제모유수유전문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한국 마더세

이프 전문상담센터에서 주최한 임산부약물 상담전문가과정에 참여

하여 훈련하였다. 연구보조원은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4인을 선정하여 직접모유수유의 적

용 방법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교육을 시행하였다. 연구준비기간 동

안 연구자는 연구보조원에게 신생아 모형으로 직접모유수유에 대한 

시범교육을 시행하였고, 연구보조원에게 수행해보도록 하여 문제점

을 확인하고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간 중

재 적용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7문항의 중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수행 일치도를 측정하였다. 체크리스트 항목

은 손 씻기, 환자확인, 환자감시장치 확인, 활력징후 측정, 수유 자

세 잡기, 올바른 젖 물리기, 젖떼기, 수유 시 호흡곤란 증상 사정, 유
두 통증 사정, 트림시키기, 기록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일치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모유수유 자세 잡아주기’, ‘대상자에게 유두 통증이 있

는지 물어보기’, ‘아기가 유륜을 제대로 물었는지 관찰하기’의 세 가

지 수행에 대해 재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모든 항목의 수행이 일치함

을 확인한 후 중재를 적용하였다. 연구보조원이 해당 신생아집중치

료실 간호사이기 때문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완전한 이중차단을 할 

수 없었으나 연구의 결과변수와 측정시기를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2)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된 모유수유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나이, 결혼 기간, 교육 정도, 직업여부, 종교, 월가계 수업, 가족 

형태와 같은 대상자의 특성과 모유수유 계획 시점 및 기간, 이전 모

유수유 교육 경험 및 모유수유 경험에 관한 모유수유 관련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결과변수인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아애착

을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으며, 의무기록지 정보조사지를 이용

하여 미숙아 출생관련 특성 및 질병특성을 조사하였다. 

3) 중재적용

대조군은 2016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험군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중재가 적용되었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입원 시와 퇴원 시에 각 1회의 동일한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과 상담을 개별적으로 제공하였다. 모유수유 교육과 지지 상담

은 신생아집중치료실 내 상담실에서 시행하였으며 소책자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10분간 진행하였다. 교육이 끝난 후 대상자에게 소책자

를 제공하였다. 실험군은 모유수유 교육 및 상담과 함께 신생아집중치

료실 입원기간 동안 직접모유수유를 최소 7회 이상 적용하였다.

직접모유수유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면회시간을 이용하여 적용하

였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최대 30분간 시행하였다. 직접모

유수유 시행 10분 전 아기의 체온을 먼저 측정하고 모니터를 확인하

여 활력징후가 안정된 상태에서 중재를 적용하였다. 체온이 정상범

위이지만 대상자가 요청하거나 아기의 체중이 2 kg 미만으로 인큐베

이터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모유수유 시 미숙아에게 모자와 담요를 

적용하였다. 감염 예방을 위해 직접모유수유 시행 전 물티슈나 물에 

적신 거즈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유방을 닦고 흐르는 물에 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였다. 대상자는 커튼을 친 아기의 

침상에서 미리 준비해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수유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대상자 준비가 끝나면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은 아기를 인큐베이터 

또는 개방형 침상에서 꺼내어 대상자에게 안겨주었다. 직접모유수유 

시행 전 아기의 수유신호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풋볼자세 또는 역요

람자세로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 유방을 잡은 후 아기에게 유륜까지 

깊숙이 물리도록 지지하였다. 아기가 올바른 젖 물기를 하였는지 관

찰하고 대상자의 유두 통증을 사정하였다. 수유 시 아기의 이상징후

를 감시하기 위해 침상 모니터를 통해 활력징후를 확인하였고, 아기

가 구토나 구역 반응 또는 불안정한 호흡을 보이는지 지속적으로 감

시하였다. 또한 수유 시 이상징후에 대해 대상자에게 교육하여 아기

가 이상징후를 보이면 간호사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직접모유수유가 

끝나면 대상자가 아기에게서 올바르게 젖을 떼고, 아기를 안거나 허

벅지에 앉힌 뒤 등을 쓸어주어 트림시키도록 하였다. 

실험군에서 직접모유수유 시 미숙아가 무호흡이나 청색증이 나타

난 경우 수유를 잠시 중단한 후 호흡이 안정되고 청색증이 없어진 

후 다시 직접모유수유를 시작하였다. 직접모유수유 시 아이가 구토

를 한 경우 토사물이 흡인되지 않도록 머리를 아래로 향하도록 받친 

후 등을 쓸어주고 입 안의 토사물을 닦아내었다. 아기가 안정되면 

다시 직접모유수유를 시도하였고 만약 아기가 반복적으로 구역반응

을 보이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 직접모유수유를 중단하고 아기의 구

토나 구역반응이 없을 때 다시 시도하였다. 

4) 사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의 1차 사후조사는 미숙아의 신생아집중치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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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of Characteristics of Mothers and Premature Infants  (N = 60)

Characteristics Exp. (n = 31) Cont. (n = 29) χ2/t p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yr) 31.9 ± 4.0 33.2 ± 3.6 1.36 .180

    Marital duration (yr) 2.84 ± 3.72 3.90 ± 2.55 1.27 .208

    Education level† 1.22 .749

        Below high school 4 (12.9) 4 (13.8)

        College graduation 10 (32.3) 10 (34.5)

        University graduation 15 (48.4) 11 (37.9)

        More than a graduate school 2 (6.4) 4 (13.8)

    Occupation 0.49 .485

        Yes 10 (32.3) 7 (24.1)

        No 21 (67.7) 22 (75.9)

    Religion 1.03 .311

        Yes 12 (38.7) 15 (51.7)

        No 19 (61.3) 14 (48.3)

    Monthly income (10,000 KRW)† 1.91 .385

        < 200 2 (6.4) 4 (13.8)

        200~400 19 (61.3) 13 (44.8)

        > 400 10 (32.3) 12 (41.4)

    Family type† 0.10 > .999

        Nuclear 27 (87.1) 26 (89.7)

        Extended 4 (12.9) 3 (10.3)

Breast feeding characteristics

    Time of breast feeding decision† 3.01 .222

        Before pregnancy 25 (80.6) 19 (65.5)

        During pregnancy 4 (12.9) 9 (31.0)

        After childbirth 2 (6.5) 1 (3.5)

    Planned duration (mo) 9.35 ± 4.07 8.31 ± 4.57 - 0.94 .353

    Experience of breast feeding education before childbirth 0.20 .653

        Yes 8 (25.8) 10 (34.5)

        No 23 (74.2) 19 (65.5)

    Previous breast feeding experience 3.26 .108

        Yes 8 (25.8) 14 (48.3)

        No 23 (74.2) 15 (51.7)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remature infants    

    Sex of baby 1.99 .158

        Male 17 (54.8) 21 (72.4)

        Female 14 (45.2) 8 (27.6)

    Delivery type 2.91 .109

        Vaginal delivery 14 (45.2) 7 (24.1)

        Cesarian section 17 (54.8) 22 (75.9)

    Gestational age (wk) 33.33 ± 1.88 33.88 ± 1.59 1.21 .231

    Birth order 3.22 .113

        First 22 (71.0) 14 (48.3)

        Second or more 9 (29.0) 15 (51.7)

    Weight at birth (kg) 2.03 ± 0.56 2.11 ± 0.56 0.58 .562

    Weight at discharge (kg) 2.59 ± 0.36 2.54 ± 0.36 - 0.54 .588

    No. of newborns 0.21 .745

        Single 26 (83.9) 23 (79.3)

        Twin 5 (16.1) 6 (20.7)

    Apgar score

        1 min 6.26 ± 1.90 5.62 ± 1.50 - 1.44 .156

        5 min 7.77 ± 1.50 7.41 ± 1.18 - 1.03 .307



126

https://jkan.or.kr

강지현 · 손현미 · 변신연 · 한규민

https://doi.org/10.4040/jkan.20240

퇴원 시 신생아집중치료실 상담실에서 시행하였으며 모유수유 시행 

여부와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아애착을 조사하였다. 2차 사후조사

는 미숙아의 퇴원 한 달 후에 측정하였으며 미숙아의 외래 방문 일

에 연구자가 외래에서 대상자를 만나 시행하였다. 2차 사후조사는 

직접모유수유 실천 여부, 모유수유 시행 여부,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및 모아애착을 측정하였다. 

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for Window ver 20.0 통계 프로그램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양측 검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 모유수유관련 특성, 질병 특성, 미숙아의 출생관련 

특성, 미숙아의 질병 및 합병증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t-test와 

χ2-test로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직접모유수유 실천율, 모유수

유 지속률의 차이는 t-test와 χ2-test로 분석하였고 모유수유 자기효

능감, 모아애착의 차이는 정규성 검정을 만족하는 경우 모수검정으

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분석하였

으며, 정규성 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비모수검정으로 일반화 추

정 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으로 분석하였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임상심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05-2016-071)을 받은 후 대조

군은 2016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험군은 2016년 12월 1일

Table 2. Continued

Characteristics Exp. (n = 31) Cont. (n = 29) χ2/t p

Premature infant mothers disease characteristics

    Preeclampsia    0.27  .750

        Yes 7 (22.6) 5 (17.2)

        No 24 (77.4) 24 (82.8)

    Gestational diabetes    0.21  .745

        Yes 5 (16.1) 6 (20.7)

        No 26 (83.9) 23 (79.3)

    Tocolytics administration†    0.33  .732

        Yes 6 (19.4) 4 (13.8)

        No 25 (80.6) 25 (86.2)

    Antibiotics administration†    0.10  > .999

        Yes 4 (12.9) 3 (10.3)

        No 27 (87.1) 26 (89.7)

    Steroids administration    0.22  .763

        Yes 8 (25.8) 6 (20.7)

        No 23 (74.2) 23 (79.3)

Premature infant disease characteristics

    Neonatal enterocolitis†   - > .999

        Yes 0 (0.0) 0 (0.0)

        No 31 (100.0) 29 (100.0)

    Cholestasis†    1.09  .483

        Yes 0 (0.0) 1 (3.4)

        No 31 (100.0) 28 (96.6)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2.35  .184

        Yes 9 (29.0) 14 (48.3)

        No 22 (71.0) 15 (51.7)

    Patent ductus arteriosus    0.13  .715

        Yes 11 (35.5) 9 (31.0)

        No 20 (64.5) 20 (69.0)

    Ventilator duration (day) 1.26 ± 2.08 3.48 ± 9.42 1.28 .2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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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수행하였다. 대상자에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시 연구에 대한 정보와 연구의 자발적 참여, 연구 참여의 중도 

포기와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직접모유수유에 참여하는 실험군은 수유 중에도 미

숙아의 활력징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이의 침상에

서 환자모니터를 적용하며 직접모유수유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상자

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상 커튼을 적용하고 수유가리개를 착용한 

후 직접모유수유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할 것에 대비하여 수유 시 신생아중환자실 입구를 등지고 수유하도

록 하였다. 일부 대상자는 수유가리개 착용 시 아기의 얼굴이 잘 보

이지 않아 수유가리개 착용을 거부하여 의자 위치를 조정해 수유하

도록 지지함으로써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조

군에게도 실험군과 동일한 미숙아 모유수유 교육을 신생아집중치료

실 입원과 퇴원 시에 제공하였으며 직접모유수유를 희망하는 경우 대

조군에서는 탈락하지만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하였다. 대

상자의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익명으로 처리하

였으며 비밀번호 장치가 있는 컴퓨터에서 정보를 관리하고 보관하였

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및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

상자 특성 및 미숙아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군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2.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의 효과

1) 직접모유수유 실천율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직접모유수유 

실천율을 미숙아의 퇴원 한 달 후 사후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실험군

의 직접모유수유 실천율은 77.4%, 대조군은 20.7%로 두 집단 간 유

의한 차이를 보여(χ2 = 19.29, p < .001)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3).

2) 모유수유 지속률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모유수유 지

속률을 미숙아 퇴원 시의 1차 사후조사와 퇴원 한 달 후의 2차 사후

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1차 사후조사는 실험군에서는 90.3%, 대조

군은 58.6%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χ2 = 2.95, p = .005). 또한 미숙아 퇴원 한 달 후인 2차 사후조사에

서도 실험군에서 83.9%, 대조군에서 37.9%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있어(χ2 = 3.76, p < .001)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3)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은 시점과 집단 간 교호작용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F = 25.37, p < .001). 즉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룹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시점에 따른 모

유수유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F = 2.52, p = .092)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34.12, p < .001)

(Table 3). 

실험군의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점수는 사전 56.87 ± 12.38점에서 

퇴원 시 1차 사후조사에서 68.97 ± 11.55점으로 증가한 반면, 대조

Table 3. Effects of the Program on Dependent Variables (N = 60)

Variables Time Categories Exp. (n = 31) Cont. (n = 29) Sources χ2/F p

Direct breastfeeding practice rate 1-month follow-up Yes 24 (77.4) 6 (20.7) - 19.29 < .001

No 7 (22.6) 23 (79.3)

Breastfeeding continuation rate Post-test† Yes 28 (90.3) 17 (58.6) - 2.95 .005

No 3 (9.7) 12 (41.4)

1-month follow-up Yes 26 (83.9) 11 (37.9) 3.76 < .001

No 5 (16.1) 18 (62.1)

Breastfeeding self-efficacy†† Pre-test - 56.87 ± 12.38 54.59 ± 13.92 Group 34.12 < .001

Post-test 68.97 ± 11.55 50.41 ± 13.81 Time 2.52 .092

1-month follow-up 70.87 ± 15.06 42.10 ± 15.74 G × T 25.37 < .001

Maternal attachment§ Pre-test - 87.74 ± 4.56 87.24 ± 5.05 Group 3.01 .083

Post-test 89.35 ± 2.94 87.10 ± 6.35 Time 7.80 .020

1-month follow-up 90.42 ± 2.69 88.48 ± 5.90 G × T 1.48 .47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 standard deviation.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G × T = Group × Time.
†Fisher's exact test; ††Repeated Mesures ANOVA;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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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 of breastfeeding self-efficacy (A) and maternal attachment (B) by time.

군은 사전 54.59 ± 13.92점에서 1차 사후에서 50.41 ± 13.81점으로 

감소하였고, 퇴원 한 달 후인 2차 조사에서 실험군은 70.87 ± 15.06

점으로 1차보다 더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대조군은 

42.10 ± 15.74점으로 1차 사후보다 더 감소하여 시점에 따른 그룹 간

의 차이가 나타났다(Figure 2). 

4) 모아애착

모아애착은 시점과 그룹 간의 교호작용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F = 1.48, p = .477)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시점에 따른 모아애착에

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 = 7.80, p = .020) 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 3.01, p = .083) (Table 3). 실험군은 

미숙아 입원 시 측정한 사전 모아애착 점수가 87.74 ± 4.56점에서 퇴

원 시 89.35 ± 2.94점, 퇴원 한 달 후 90.42 ± 2.69점으로 지속적으

로 상승하였고 대조군 또한 사전 87.24 ± 5.05점과 퇴원 시 87.10 ± 6.35

점은 유사하였으나 퇴원 한 달 후 88.48 ± 5.90점으로 약간 상승하

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ure 2).

논    의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미숙아를 위한 직접모유수유 프로그

램을 적용하여 직접모유수유 실천율, 모유수유 지속률, 모유수유 자

기효능감,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

구의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

원한 미숙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입원 및 퇴원 시 모유수유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미숙아의 첫 구강수유를 직접모유수유로 시작

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면회시간을 활용하여 총 

7회 이상의 직접모유수유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은 신생아집중치료실 퇴

원 한 달 후까지 미숙아 어머니가 직접모유수유를 실천하는 것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지속적으로 

직접모유수유를 적용하였을 때 퇴원 후에도 직접모유수유율이 높은 

선행연구[18]의 결과를 지지한다. 미숙아의 퇴원 후 한 달은 미숙아 

어머니가 실제로 직접모유수유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모유수유 실천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이다[8,37]. 

그러나 본 연구의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은 퇴원 한 달 후 직접모유수유 실천율이 77.4%로 대조군 20.7%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기간 동

안 직접모유수유를 수행하면서 방해요인을 즉각적으로 사정하여 지

지함으로써 직접모유수유의 성공적 수행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더

욱이 본 연구는 대조군에게도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과 퇴원 시에 

실험군과 동일한 모유수유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였음에도 직접모유

수유 실천에 이러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미숙아의 지속적인 모

유수유를 위해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뿐 아니라 직접

모유수유의 수행 경험을 제공하고 수유를 성공하기 위한 지지 간호

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이 직접모유수유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지속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

한 실험군의 퇴원 시 모유수유 지속률은 90.3%로 대조군의 58.6%

보다 높고 미숙아 모유수유 실태 조사[38]에서 보고한 62.5%보다 

상당히 높았다. 게다가 대조군에서는 퇴원 한 달 후 모유수유 지속

률이 37.9%로 퇴원 시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반면, 실험군은 

83.9%로 퇴원 시에 비해 소폭 감소하여 본 프로그램의 모유수유 지

속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기간동안 

직접모유수유의 지속적 시행이 퇴원 후 모유수유 지속에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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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선행연구[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첫 구강수유를 직접

모유수유로 시행하는 것이 모유수유 성공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

[17]의 결과와도 부합된다. 따라서 직접모유수유 시행에 많은 제한점

이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수유 시마다 직접모유수유를 시행할 

수는 없더라도 첫 구강수유를 직접모유수유로 시작하고 제한된 면

회시간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직접모유수유 수행을 적용한 전략이 모

유수유 지속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의 출

현 등으로 갈수록 통제적이고 제한적인 신생아집중치료실 환경에서 

미숙아의 성공적 모유수유를 위한 간호중재로서의 실무모델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은 대조군에서 퇴원 시와 퇴원 한 달 후 지속

적으로 감소한 반면, 실험군은 미숙아 퇴원 시 증가한 모유수유 자

기효능감이 퇴원 한 달 후까지 유지되었다. 이는 자기효능감 증진 전

략이 모유수유율에 효과적으로 나타난 선행연구[20]의 결과를 지지

한다.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산전 모

유수유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아기의 조산과 신생아집중치료

실 입원으로 죄책감을 느껴 만삭아 어머니에 비해 모유수유 자기효

능감이 낮다[39].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가 산모에

게 모유수유 관련 교육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산모가 모유수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아기를 직접 안아 아기 입술이 유륜까지 깊

게 물도록 지지하고 다양한 수유자세를 취해 보도록 도움으로써 교

육이나 상담을 통한 대리경험보다 직접 수행을 통한 성공경험을 갖

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미숙아 어머니의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 필

수적인 모유수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신생아집중치료

실에서 직접모유수유의 수행 기회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수유 시 발

생하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지지해줌으로써 

모유수유의 성공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지지전략을 통해 자기효능감 증진 효과를 확인하였고 모유

수유 실천율과 지속률에도 향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미숙

아를 위한 효과적 모유수유 중재 전략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신생아기에 수유를 통해 형성되는 초기 모아애착은 이후 아동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40]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

원한 미숙아의 초기 모아애착 형성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의 모아애착 점수는 사전에 비

해 미숙아 퇴원 시와 미숙아 퇴원 한 달 후 다소 향상되어 조사 시

점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각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유수유와 분유수유를 지속한 어머

니를 대상으로 모아애착 정도를 확인한 결과 두 군의 모아애착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41,42]. 이는 본 

연구의 조사시점이 모아애착 형성 초기이고, 영아에 대한 모성이 발

달되는 시기이므로 두 군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접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산모도 수유 과정에서 영

아와 신체 접촉을 통해 모아애착이 형성되어 두 군 간 뚜렷한 차이

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 하지만 프로그램 종료 후 실험군

의 프로그램 참여 소감 확인 시 대부분의 대상자가 직접모유수유 경

험이 감동적이었으며 아이와의 유대감이 증대되었다고 응답하여 직

접모유수유가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경험을 제공한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에서 직접모유수유 시행의 간접효과로 기대한 모아애

착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직접모유수유와 

같이 자연스러운 피부 접촉은 특히 초기 접촉과 상호작용 기회가 제

한적인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미숙아에게 모아 상호작용을 증진시

키고 모성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모아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므로[28] 

향후 직접모유수유에 대한 모아애착 증진의 간접 효과에 대해서는 

장기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숙아 직접모유수유프로그램이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 지속률과 직접모유수유 실천율, 모유수유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모유수유 지속률을 정상 신생아의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신종 감염병의 출현으로 미숙

아 접촉에 대한 제한이 더 강화되고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첫 

구강수유를 직접모유수유로 시작하고, 면회시간을 이용하여 직접모

유수유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전략만으로도 이러한 효과

를 입증함으로써 임상현장에서 직접모유수유를 적용할 수 있는 실

무적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

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모유수유 지속률을 미숙아 퇴원 

1개월까지 측정하였으나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모유수유 지

속률은 완전모유수유 권장기간인 생후 6개월까지 확인이 필요하므

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직접모유수유

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제한된 환경과 간호 

수행의 부담 등으로 직접모유수유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무현장에서

[43] 면회시간을 활용하여 직접모유수유 시행을 지지해줌으로써 모

유수유 지속이 어려운 미숙아에게 그 효과를 확인하여 신생아집중

치료실의 성공적인 모유수유 중재 전략을 제시하였다. 면회시간은 

간호사가 아이의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모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을 시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이다. 이를 활용하여 수

행하는 직접모유수유 중재는 간호수행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 부

모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대상자 간호를 수행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될 것이며 이는 부모 만족도와 미숙

아의 건강결과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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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미숙아 직접모유수유 프로그램의 효과 검토를 통해 신생아집중치료

실에서의 직접모유수유 수행 및 지지 전략이 미숙아 어머니의 모유

수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모유수유 지속에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무엇보다 신생아집중치료실과 같이 직접모유수유 적용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실천 가능한 주요 전략으로 첫 구강수유에 대한 

직접모유수유의 시작과 면회시간을 활용한 직접모유수유의 기회 제

공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숙아의 모유수유 지속에 그 의의

가 있다. 그러므로 실무기반으로 개발되고 효과가 검증된 직접모유

수유 프로그램을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어머니를 대

상으로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직접모유

수유 시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고 환경 및 시설 제공을 위

한 지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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