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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모유수유의 결정요인에 관한 주요 가설

들을 검정함으로서,  낮은 모유수유실천 수준에서 모유수유 결정요인을 사회·경제적 특

성, 산과적 특성 및 문화가치관 특성에 따라 분석해 보고자 하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1월부터 2000년 6월(30개월)사이에 최종 출생아 및 산모를 대상으

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월령별 모유수유율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모유수유 실천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짓분석을 이용하

고, 모유수유 기간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당시 모유수유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비례위험모형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하 다.

   모유수유 실천의 결정요인을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분만형태 및 출생아 

체중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단변량 분석에서는 현 

취업여부,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분만장소 및 출생아 체중이 유의하게 나왔으나 

다른 요인을 통제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분만형태 및 출생아 체중만이 유의하게 나

왔다. 이는 모유수유 실천에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산과적 요인이 모유수유 실천에 

매우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파악된다. 

   모유수유 기간의 결정요인을 생존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 취

업여부가 모유수유 조기중단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이나 모유수유 기간에 산과적 특성보다 

사회·경제적 특성인 교육수준 및 현 취업여부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모의 나이는 모유수유 실천 결정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모유수유 기간 결정에 있어서 35세 이상에서는 모유수유 기간이 길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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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한편 출생아 체중, 출생아 성별, 출생순위, 분만형태, 분만장소는 모유수유 

기간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문화가치관 특성에서 가구의 세대형태가 모유수유 

기간에 유의하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세대 이상의 가구형태에서 모

유수유 기간이 길다는 것은 세대 내에 모유수유 지지자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모유수유 의미가 새롭게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모유

수유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천에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기간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고자 하 다. 사회·경제적, 산과적 및 문화가치관 측면에서 모유수유 

결정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모유수유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와 같은 인지적 측

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공적 모유수유 지속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 또한 모유수유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들과의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

여 설명할 수 있는 출생코호트별 추적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한 체계적인 추

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핵심되는 말: 모유수유 실천, 모유수유 기간, 로짓분석, 생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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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들은 모유수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모유수유 실천

율이 상당히 낮고 인공수유를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는 하나 우리 나라의 모유수유 실천율은 1960년대에 95%로부터 1970년대에

는 46-69%, 1980년대에는 36-50%, 1990년대에는 24-35% 정도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

세이다(박인화 등, 1994). 최근 2000년 출산력조사에서도 생후 1년까지 모유를 먹인 비

율은 10.2%이었으며, 모유를 수유한 기간은 평균 3.0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등, 2000).  

이에 비해 서구사회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대

는 모유수유율 증가로 이어져 유럽 75%, 미국 52%, 일본 45%의 모유수유율을 보이고 

있다(유엔아동구호기금 국가발전백서, 1999).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1979년과 1989년 2차에 걸쳐 국민건강사업의 일환으로 

‘Health people 2000'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전국민이 모유수유를 하도록 강

력하게 방향제시를 한 바 있고, 민간인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계몽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모유수유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1970년대에 20%에 불과하던 모

유수유 비율이 1995년 60%대로 상승하 고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과거 15-20년 사

이에 분만 후 첫 1년간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이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와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에서도 아기들의 건강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모유수유 캠페인을 해오고 있으

며, 모유를 먹이는 기간에 있어서도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만을 먹이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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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모유와 이유식을 함께 먹이되 모유 먹이는 기간을 12개월까지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Kyenkta-Isabirye, 1992).

한편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와서 정부와 민간단체가  분유에 대한 광고금지, 모유수

유권장 운동 등을 펴왔고, 최근에는 대한간호협회에서 모유먹이기 운동을 실시하여 사

회적으로 모유수유 확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해서

는 사회적으로 임산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 및 모유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의 전환과 같은 모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직장여성을 위한 수유시설, 간호사의 모유

수유 권장 등 다양한 접근들이 이루어졌다(이경혜, 1992). 그러나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연구팀이 1994년 전국 214개 보건소를 방문한 유아 10,83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규

모의 대단위 조사에서는 산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율은 전국 평균 28.8%로 밝혀져 60년

대 말과 비교하여 1/3수준을 밑돌고 있는 형편이다(박인화 등, 1994).  모유수유율은 여

러 가지 요인에 의해 향을 받으므로 단지 그 수치만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

며, 조사 대상자의 특성, 조사 지역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러 문헌을 고려해 볼 때도 

1970년대 이래로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또한 다른 여러 국가들과도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모유수유율 저하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산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상태 등의 보건의료적 요인, 양교육, 산전교육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효진, 1992). 

우리나라는 낮은 모유수유율 뿐만 아니라 짧은 모유수유  기간도 문제이다. 대개 모

유수유율 실태조사는 수유기간 구분 없이 모유만 먹인 경우로 조사하는데, 이렇게 조사

되는 경우 모유수유 기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최근에 들어서야 아의 월령에 따라 

모유수유율을 파악하고 모유수유 기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승권 등, 

2000).    모유수유에 대한 실태조사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누

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질문했는지를 검토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월령별 모유수유율을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조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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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모유수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전에 모유수유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조사 당

시 모유수유를 하더라도 생후 1개월인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는 것과 12개월 아기에

게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닐 것이다. 따라서 월령에 따라 모유

수유율을 파악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모유수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모유수유 실천과 관계가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는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 및 

교육수준 등이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기간은 길었고(Dubois, 2003) 사회·경

제적 수준과 교육수준은 서구의 선진 국가에서는 모유수유 기간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빈도가 낮고 기간

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변수자 등, 1994; 김혜련, 2001). 

  이와 같이 모유수유 실천율 및 기간이 낮으나 출산 후 월령의 증가에 따른 정확한 모

유수유 실천 양상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분석적 연구는 박인화와 황나미

(1994)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의 양상과 사회인구학적 및 

보건의료적 요인별 모유수유 양상의 차이를 유아 월령별로 분석한 연구(박은옥 등, 

2001)로 생명표 분석방법(김혜련, 2001)을 사용하 으나 조사 당시 모유수유 중인 경우

들을 포함하여 모유수유율을 계산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모유수유를 결정하는 여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있으나 대부분 보건소나 기관에 등록된 산모를 중심으로 일정

지역에 국한되어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의 전국수준의 분석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으며 모유수유 결정에 작용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사회 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모유수유 실천율 및 기간이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아의 건강은 물

론 이들의 성인기 건강에도 심각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모유수유를 증진시

킬 수 있는 대책 중의 하나는 모유수유와 관련된 특성을 찾아내어 모유수유를 하지 않

을 가능성이 높거나 조기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을 목표 집단으로 설정하여 적

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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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모유수유의 여러가지 잇점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 실천

율이 현저히 낮고 모유수유 기간도 짧은 우리나라에서 모유수유 결정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산과적 요인 및 문화가치관 요인을 밝혀 모유수유 장려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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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모유수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

경제적 요인, 산과적 요인, 그리고 문화가치관 요인에 따라 밝혀내고, 낮은 모유수유 실

천 수준에서 모유수유 결정요인을 사회·경제적 특성, 산과적 특성, 문화가치관 특성에 

따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유수유 결정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산과적 특성 그리고 문화가

치관 특성을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파악한다. 

둘째, 모유수유 결정요인을 설명하고 이를 예측하기 위한 가설들을 설정하고, 모유수

유 실천 결정요인에 대해서 로짓분석을 한 다음, 모유수유를 시작한 대상에서 모유수유 

기간 결정요인에 대해서 생존분석을 통하여 가설들을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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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모유수유 : 우유를 포함하여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지라도, 아이가 모유를 

먹고 있으면 모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본다. 완전 모유수유(excluded 

breastfeeding)와 부분 모유수유(Partial breastfeeding) 또는 혼합수유(Mixed 

breastfeeding)로 나눌 수 있다. 완전 모유수유는 수유방법에 있어서 모유수유로

만 양육한 것을 의미하고, 부분 모유수유 또는 혼합수유는 모유수유를 하면서 

우유를 포함하여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먹이는 경우를 말한다. 

  - 완전 모유수유(exclusive breastfeeding) : WHO 정의에 의하면 아이에게 

양원으로 모유만을 먹인 것을 의미하고, 우세한 모유수유(predominant 

breastfeeding)는 주요 양원으로 모유를 먹이면서, 다른 음료(물, 쥬스 또는 

차)를 같이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모유수유 기간 : 출생 후부터 아이가 마지막으로 모유를 먹었을 때까지를 의미

한다. 완전모유수유 기간 또는 부분모유수유 기간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 연구

에서는 모유만 먹인 경우, 모유·보충식, 모유·인공수유 및 모유·인공수유·보충식

등 다른 음식과 함께일지라도 모유를 먹인 기간은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3) 보충식 : 수유를 하든지 안하든지, 고형 또는 액체식이든지 다른 음식과 함께 

모유를 먹이는데 적용된다.

4) 모유수유 중단 : 이유 즉,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모유수유를 한 사건(event)이 일

어남을 의미한다. 모유수유 중단은 모유수유를 실천한 대상자에서 일어날 수 있

다. 

   - 모유수유 조기중단 : WHO에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 12개월까지 모유수유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즉 12개월 전에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것

을 모유수유 조기중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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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모유수유 (Breast-feeding)의 동향

가. 모유수유 국제동향 

모유수유는 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있어서 이상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가장 좋

은 방법이다. 모의 건강에 중요한 향을 끼치는 재생산 과정에서 절대 필요한 부분이

다. 세계 공중보건 권고사항으로, 아는 적합한 성장, 발달 및 건강을 위하여 적어도 첫 

6개월 동안은 완전모유수유를 할 것을 권장한다. 따라서 아의 늘어나는 양 요구에 

맞추기 위해, 아는 2년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계속해서 모유수유하면서 양적으로 

적합하고 안전한 보충식을 먹어야 한다.  몇 가지 의학적 상태를 제외하고는 출생시부

터 완전모유수유가 가능하고 무제한적인 완전모유수유가 모유생산을 촉진하다. 적절

한 완전모유수유 기간에 대하여 체계적인 검토를 마친 전문가의 결론 및 권장사항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었다(WHO, 2002).   

1998년에 세계보건세미나(World Health Assembly; WHA)에서 아 양의 일환으

로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이 제창되었다. 계속해서, 아 수유정책을 사정하기 위하여 

WHO/UNICEF 조직 심의회와의 긴 한 협력으로 주요한 중재를 검토하고 2002년 세

계보건 세미나(WHA)에서 종합적인 전략을 내놓았다. 

55차 세계보건세미나(WHA)  내용을 보면, 정부, 국제기구 및 다른 관련 기관은 아

에서 성취할 수 있는 높은 보건기준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고 여성이 완전하고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일차적인 책임은 아 수유에 대한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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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을 명확히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에서 정치 공약에 더하여, 

성공적인 정책은 모든 관련된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의 협력을 확인하기 위

한  국가적 조화가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달려있다. 자세한 행동계획은 정의된 목적 및 

목표, 성취계획, 계획수행에 대한 책임할당, 모니터 및 평가를 위한 지표를 포함한다.  

이력, 재정 및 조직 등의 적절한 자원을 성공적 계획수행을 확인하는데 식별하고 할당

해야 한다. 적절한 수유행동을 위한 보호, 증진 및 지지를 위해 일하는 그룹과 건설적인 

대화 및 협력행동은 이 연결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중요하다. 역학적 및 조작적 연구를 

위한 지원도 또한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하 다(WHO, 2002). 

나. 모유수유 국내동향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모유수유촉진을 위한 사업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1년 5월 WHO 총회에서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하여 세계각

국에 모유수유의 실천을 장려하고 올바른 판매 및 분배로 유아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

는 데 노력하 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83년에 시민의 모임이 주체가 되어 "한국 모

유먹이기 운동위원회"가 발전하 고 정부도 이에 협력하여 모자보건 교육차원에서 모

유수유확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 다. 그리고 1992년 3월에는 UNICEF 와 WHO가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 )“ 운동을 전개

하면서 국내 민간단체인 모유권장운동본부의 참여로 92년 7월에 한국 BFHI 운동본부

가 발족되었다. 국내에서는 1993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UNICEF 주최로 "아기에게 친

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매년 몇 개 병원을 지정해 왔다.

  1991년 뉴욕의 UNICEF 본부에서  열린 비정부 기구들 간의 회의에서 모유수유를 권

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구인 세계모유수유연맹(World Alliance for Breastfeeding 

Action; WABA)은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모유수유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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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하고 매년 이 기간(8월 1일 - 8월 7일)동안에 모유수유 지지의 기치를 내걸고 세

계적으로 함께 기념행사를 가지거나,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우

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모유수유를 하는 아이들에서 질병의 위험성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인공 양이 선호되는 이유는 지식의 부족, 편리성, 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 및 사회적 

지지부족 때문이다(Allyn & Bac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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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유수유의 중요성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유수유로 자란 아이들이 인공수유로 자란 아이들보다 호흡

기 질환이나 소화기계 질환 및 변비, 습진, 알러지의 이환률이 훨씬 적고 성격이 원만하

여 안정감을 갖는다고 보고된바 있다(WHO, 1994).   유아 양실조는 개발도상국가

의 5세미만 아동의 연간 사망수 1천 90만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만명의 직접 혹은 간

접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이 사망의 2/3이상은 출생 후 일년 안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 

설사와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유아 사망의 55%는 잘못된 양섭취가 그 원인이다. 현

실적으로 이러한 아 사망은 적절한 양 공급으로 비교적 쉽게 예방되거나 감소 될 

수 있는 건강문제이다. 따라서 모유수유는 유아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위하여 다른 무

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상적인 양방법이다(WHO, 2002). 

 모유수유아는 인공수유아보다 감기, 폐염, 설사 등의 호흡기 및 질환에 대한 이환빈

도가 낮고, 생후 6개월 이내에 감염과 질병으로 인한 치료일수 및 입원 일수가 훨씬 적

다(Morse 등, 1992)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양적, 면역적 및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Chezem, 

Friesen & Boettcher, 2003)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제공하여 원만하고 건강한 인격형성

과 개인적으로 건강한 미래의 삶을 형성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또한 산모에게 아기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게 하여 모아 상호관계를  증진시킨다(김혜숙, 1993).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아에 미치는 향, 산모에 미치는 향 그리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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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에 미치는 장점

   

  모유수유는 아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이상적이며, 생리적 및 정서적 발달에 바탕이 

되는 수유방법이다.  양적인 측면에서 모유에는 인체에 필요한 양소가 골고루 함유

되어 있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서 소화기 감염, 호흡 감염 및 알레르기 질병 등의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모유를 먹이는 동안 피부접촉에 의해 모아관계(maternal-child 

relationship)를 증진시키고, 정서적인 만족을 경험하며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 및 성격

형성에 큰 향을 미친다(Reeder & Martin, 1989).

  양적인 측면에서 모유에는 인체에 필요한 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 모체에 

함유된 유당은 아미노당, 올리고당, 당 단백질 등의 15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발육

인자로 작용하며, 모유의 주 단백질인 락토알부민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유장단백은 

60% 이상으로 되어 있어 모유를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장관에서 변

을 딱딱하게 응고시키지 않기 때문에 변비도 거의 없다(Beckholt, 1990).

   최근 과잉 양의 심각한 문제는 모유수유아보다 인공수유아가 더 뚱뚱한 경향이 있

다. 수유 중에 모유수유 엄마들은 아기가 빠는 것을 중지하면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

는 반면에 인공수유하는 엄마들은 젖병의 마지막까지 먹이려는 경향이 있다. 모유는 날

마다 구성 성분이 변하고 또한 각 어머니의 젖은 각 아기에 맞게 만들어지며 수유기간 

중에도 시간에 따라 그 성분의 차이가 있는데, 첫 5-7분에는 고단백질이 분비되고 마지

막에는 고도의 지방분을 분비시켜 아기로 하여금 포만감을 갖게 하여 젖을 그만 먹도록 

유도하므로 비만을 예방한다(Reeder & Martin, 1989).  실제로 최근 연구(Julie, 2002)에

서 모유수유가 아동기 비만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역 및 항 알러지 측면에서 모유에는 상당량의 면역 로부린인 임파구 T-cell, β

-cell, marcrophage 등이 함유되어 있고 IgA, IgG, IgM, IgD가 존재하는데 T임파구는 

IgA를 합성하며 이 IgA는 장내에서 이중 단백질이나 세균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여 장

관의 점막을 보호하므로 모유수유아에서는 소화기 감염이 적고, 호흡기 감염 및 알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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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질환과 음식물 불내성이 예방된다(박옥희 등, 1996). 또한, 스웨덴에서 Berner(2004)

는 3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한 학령전기 아동에서 알러지 증상의 발전을 예방할 수 있다

고 하 다. 신생아기의 면역체계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장내 세균에 의하여 급속도

로 커진다. 모유의 방어요인은 많은 Ig항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태반을 통과하여 얻어진 

이 Ig 항체는 일차적으로 조직에서 방어한다. 이것이  모유수유가 신생아기 감염뿐 아니

라 폐혈증을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정서적 측면에서 모유수유는 모아애착을 형성하며 수유시의 피부접촉, 눈맞춤, 미소 

등의 애착행위로 모자간 유대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준다(Jensen & Boback, 1985). 모유

수유아는 어머니와의 피부 접촉을 통하여 감각적인 민족을 얻게 되므로 감각발달이 촉

진되고 인지 발달의 중요한 촉진 요건이 되므로 모유수유는 아의 정서발달, 사회성발

달 및 성격 형성에 큰 향을 미친다(Klaus & Kennell, 1979).

  건강적 측면에서 모유수유 기간이 길수록 성인기에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혈

관 기능 변화에 향을 주기도 하고(Leeson, 2001), 성인기 고혈압을 예방한다(Susan, 

2001).   Morrow 등(1988)도 생후 첫 2년간의 인지적 발달이 모유수유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 다. 모유수유 기간은 아의 건강에는 직접적으로, 유

아의 건강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데 초기 인공 양은 괴양성 대장염의 소인이 

되며, 모유수유 기간이 길면 아의 질병은 감소하고 아의 질병이 감소되면 유

아질병도 감소된다(Whorwell, 1979). 

  Fewtrell(2004)는 모유수유는 단기적으로 위장관염, 중이염 및 아토피 위험을 감소시

킨다고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고혈압을 포함하는 후기 심혈관계 위험에 유리

한 향을 줄 수 있으며 아동기 비만 위험을 감소시키고 인지발달을 향상시킬 뿐 아니

라, 적어도 가족력이 있는 아토피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다른 더 많은 실증이 필

요한 모유수유의 장점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소아암, 염증성 대장 증후군 및 골다공

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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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모에 미치는 장점

 모유수유가 모체 측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Kathy, Kennedy, Rivera & 

McNeilly(1989)는 분만 후 6개월간 전적인 모유수유시 무월경 상태이면 배란억제 효과

를 나타내어 98%의 임신예방효과를 나타낸다고 하 고, 모유수유기간이 길수록 유방

암발생 위험도는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프로락틴은 증가하는 반면 에스트로겐은 감소

하는 호르몬의 변화와 배란의 억제 때문이다

(Yoo, Tajima, Kuroishi, Hirose, Yoshida, Miura & Mutsi, 1992).  

 모유수유시 유즙분비를 촉진시키는 프로락틴은 배란작용을 지연시키고 수유로 인한 

무월경으로 피임효과가 있으며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자궁 퇴축을 도우므로 산후 

회복이 잘 되고 산후 출혈을 예방한다.  또한, 모유수유를 함으로써 임신 중에 축적되었

던 지방을 소모시키고 유방을 포함한 피부의 탄력성을 증진시켜 산후 비만이 감소되며 

산전의 체형을 되찾을 수 있다(Worthington-Roberts & William, 1989).  

 Cameron(1976)은 수유시간이 길고 출생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 유방암 발생 빈도

가 낮다고 하 고, 난소암에 걸릴 확률도 휠씬 낮다고 하 다. 또한, 빈혈을 예방하는 이

점이 있다.

 산욕기 우울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Worthington-Roberts  & William 1989), 산모 

자신의 가치감을 강화시키며, 모성의 본능을 자극하고 고양시키는 효과로 모성에게 상

당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어 심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김혜숙, 1993).

다. 사회․경제에 미치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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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수유아의 사망률은 모유수유아에 비해 3-6배가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으며 

6 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한 아가 인공수유를 한 군에 비해 암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낮

은 것으로 조사보고 되었으며 모유수유가 인공수유에 비해 설사로 인한 사망의 위험에 

적게 나타났다(박인화 등 1994).

 모유수유는 개발도상국에서 아 생존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 면역 체계를 형성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운다. 또한, 모유수유는 산후 무월경

을 통하여 출산간격을 조절하기 때문에 아 생존율을 높인다(Huffman & Lamphere, 

1984).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Shah & Khanna, 1990)

에서 모유수유가 감염 특히 소화기계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를 통하여 소아 건강에 향

을 미치고, 수유시  무월경으로 인한 터울조절(birth spacing)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환

율과 사망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왔다. 

  이와 같이, 모유수유는 개발도상 국가에서 아 사망률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모유수유는 저체중아 및 미숙아에서 초기 아 사망을 주로 일으키는 저체온증과 

저혈당증을 예방한다. 또한, 후기 아기 동안에도 개발도상국에서 대부분의 사망은 폐

혈증, 급성 상기도 감염, 뇌수막염 및 설사 때문인데, 모유수유 특히 완전 모유수유는 이

러한 아 사망을 예방한다(Sandra, 2001).  아 사망률은 한 나라의 보건평가에서 중

요한  지표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지표의 향상은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익을 가져온

다.

   경제적 측면에서 모유는 부정확한 혼합 및 혹은 오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며, 

기다릴 필요 없이 적당한 온도를 바로 먹일 수 있어 편리하고, 어머니가 균형 잡힌 식사

를 한다면 유즙을 생산하고 유출하는데 필요한 여분의 음식을 조금 더 먹으면 되므로 

인공수유에 지불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 또한, 모유수유는 부가적인 의료비

용 부담이 적고 자연피임 기간을 연장시키므로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는데 따른 경제적

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Tuttle 등,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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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유수유 실태 

가. 국외 모유수유 실태 

국제간 비교를 살펴보면 WHO(2003)에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세계자료은행(WHO 

Global data bank)1)가 최근 95개국 세계 유아(12개월 이하)의  65%를 포함하는데,  최

신 자료에 따르면 이 유아의 35%만이 0-4개월에 완전모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한

다.  <그림1>에서 아프리카 지역, 아메리카 지역, 동남 아시아 지역 및 지중해 동부 지역

에서 모유수유 기간 중간값 및 4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 실천율, 우세한 모유수유 실천

율을 나타낸다. 

4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 실천율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매우 낮아 중앙 아프리카 공화

국은 1995년에 4%, 나이지리아는 1992년에 2%,  세네갈은 1993년에 7%이다. 이 밖의 나

라에서는 적은 비율이지만, 베닌은 1996년 13%에서 1997년 16%, 잠비아는 1992년 13%

에서 1996년 23%, 짐바부에는 1988년 12%에서 1994년 17%로 최근에 점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 모유수유율의 증가는 주로 모유수유 캠페인에 더하여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및 숙련된 모유수유 상담자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모유수유율은 

최근에 다소 증가하 다. 예를 들어, 태국은 1987년 90%에서 1993년 99%로, 완전모유수

유 실천율은 1993년 0.2%에서 1996년 4%정도로  증가하 다. 인공수유에 비해 모유수

유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조차 모유수유율은 특이하게 낮고 유럽 지

역에서만 약간의 증가를 나타낸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및 국

의 상황이 이와 같다. 스웨덴은 상황이 매우 달라서 모유수유율은 1990년 이후 98%이

다.  최근 자료를 통해 미국의 완전 모유수유 실천율은 1993년 0.7%에서 20.8%로 나타났

1) WHO Global data bank는 모유수유 정의 및 지표를 국제적으로 받아들인다. 자료는 

주로 각 국가 및 지역 조사에서 나오는데 특히 모유수유 실천율 및 기간을 연구한다. 이 

시스템은 최근 개정되고 발전되어 WHO자료로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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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폴란드는 1988년 1.5%에서 17%로 및 스웨덴은 1992년 55%에서 1993년 61%로 증가

하 다. 

지중해 동부지역에서, 어떤 나라의 완전모유수유 실천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데, 

이집트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완전모유수유 실천율은 1995년 68% 및 1991년 55%, 상대

적으로 파키스탄은 4개월까지 완전모유 실천율은 1988년 12%에서 1992년  25%로 증가

를 나타낸다.  

아메리카의 자료를 통해 모유수유율은  몇 나라(칠레 1993년 97%, 콜롬비아 1995년 

95%, 에쿠아도르 1994년 96%)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4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 

실천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약간의 감소(볼리비아 1989년 59% 및 

53%, 콜롬비아 1993년 19% 및 16%, 도미니카 공화국 1986년 14% 및 1991년 10%)를 나

타낸다.  모유수유의 이점이 널리 알려지고 아기-친근 병원(BHIF)을 시작한 나라(오스

트리아, 캐나다, 중국 및 미국)에서 모유수유율이 실제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모유수유 기간 중간값( 단위: 개월) 완전 및 우세한 모유수유 실천율(단위: %)

자료원: WHO Global world bank, 2003

그림 1. 전세계 4개 대륙의 모유수유 실천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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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낮은 모유수유 기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조

제분유의 사용, 흡연, 사회적 지지부족, 모와 가족내 다른 구성원의 인지도 및 모와 아기

의 건강행위를 포함한다(Rogers, 1997).  더욱이,  각 나라의 개발 단계에 따라 다른 사회

적 그룹 사이에 모유수유 기간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상관관계는 나라들 사이에 역전되

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 낮은 교육수준의 여성들 및 가난한 사회적 계

층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모유수유율이 높은 반면, 선진국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

타난다. 마찬가지로, 지리적 지역에 따른 차이도 보여 라틴 아메리카보다 아시아 및 아

프리카의 모유수유 기간이 더 길고, 선진국보다 이런 모든 나라들에서 모유수유 기간이 

길다(Grummer-Strawn, 1996).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모유수유 기간을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

대 중반까지 23개국의 인구보건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DHS )2)를 가지

고 행해진 이차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모유수유 기간 중간값은 1986년 브라질 5.2개월

부터 1987년 과테말라 20.5개월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라 그 차이가 감소할지라도, 모

유수유 중간값은 도시와 비교할 때 아직 농촌지역에서 더 길고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에

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과 비교하여 더 길다.  국가 내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모유

수유 기간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모유수유 기간은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에서 증

가하고 낮은 교육을 받은 여성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도시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반대를 예상했는데,  결과는 이 지역에서 모

유수유 기간이  증가하 다. 모유수유 보호 정책과 증진 프로그램이 모유수유 기간 증

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Perez-Escamilla, 2003). 

2) DHS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에서 전국민 보건조사를 하는데 돕는다. DHS조사는 대부분 

15-49세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아수유 양상, 인구, 가족계획 및 모아 건강상태에 대한 대

표 자료를 만들도록 고안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아 수유 및 가족계획 자료조사인 

WFS(World Fertility Survey)를 대체하여 1980년대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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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모유수유 실태

 한국보건사회 연구팀이 1994년 전국 214개 보건소 방문한 유아 10,830명을 대상으

로 한 전국규모의 대단위 조사에서 산후 6개월까지 모유슈유율은 전국평균 28.8%로 밝

혀졌다(박인화 등, 1994)

1980년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유수유가 감소하던 선진국에서는 모유수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1955년 1970년까지는 모유수유율

이 감소하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1984년에는 61.0%로 증가하 으며, 1998

년 출생 후 64.0%, 6개월 후 29.0%, 생후 1년에 16.0%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고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과거 15~20년 사이에 분만 후 첫 1년간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1970년 

90.0%, 1982년 68.9%, 1985년 59.0%, 1988년 48.1%, 1994년 11.4%, 1997년 14.1%, 2000년 

10.2%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김승권 등, 2000). 

 
표  1. 최종 출생아 년도별 수유양상 (1985~2000.6)                                    단위: % (수)

연도 모유수유 혼합수유 인공수유 계(수)

1985 59.0 25.3 15.6 100.0(3,538)

1988 48.1 33.9 18.0 100.0(2,843)

1994 11.4 60.7 27.9 100.0(1,930)

1997 14.1 52.5 33.4 100.0(1,163)

2000 10.2 65.0 24.8 100.0(1,355)

  

자료원: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주: 1985년 자료는 1980-1985년, 1988년 자료는 1983-1988년, 1994년 자료는 1990-1994년, 

1997년 자료는 1995-1997년, 2000년 자료는 1998-2000년의 조사시점까지의 최종출생

아를 분석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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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모유수유는 어린이의 신체적 성장과 사회 심리적 발달에 중대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가 가장 좋은 양원이라 하 고,  WHO(2002)에서는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6개월 동안 완전모유수유 한  아가 3~4개월 동안 혼

합수유 한 아에 비해 소화기계 감염의 이환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6개월

이나 그 이상 모유수유 한 아의 성장과정에서 관찰된 결함은 없었고 그 어머니는 산

후 6개월 동안 무월경 상태를 유지하 다. 연장된 수유와 관련된 무월경은 개발도상국 

환경에서 모유수유를 지속할 부가적인 이점이다. 따라서,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완전모

유수유 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박옥희 등(1996)에서 모유수유를 시작했던 대상자중 27.1%가 1개월만 모

유수유를 하 고, 박인화 등(1994)에서 전체 유아에 관한 수유기간의 중앙값

(median)은 1.6개월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완전 모유수유기간이 얼마나 짧은가

를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일단 완전 모유수유로 출발한 경우(55.6%의 아)에 

국한하여 수유기간을 산출하면 6.2개월 정도이다.

   여러 문헌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실천율 및 기간은 감소하는 추세이

며  또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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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유수유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 외국의 선행연구

아르헨티나의 Berra 등(2003)은 동일한 코호트를 5세까지 추적 조사하여 모유수유 

기간 및 이유와 관련된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는  모유수

유 선행요인, 산전후 요인, 산전후 건강행위에 따라 연구하 다.  모유수유 기간은 

Kaplan-Meier 방법을 이용한 생존함수 추정방법을 사용하 다.  모유수유 기간은 출생

시부터 이유 및 추적손실 때까지로 계산하 고 이유와 관련된 요인은 콕스의 비례위험

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유수

유 중간값은 4개월이었고 이유와 관련된 요인은 산후 30일내의 인공 양의 도입, 6개월 

이하의 이전 모유수유 경험, 모아접촉 90분 이상 지연, 모의 교육정도 및 초산모로 나타

났다. 

크로아티아의 Nina(2003)는 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모유수유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고, WHO/UNICEF가 1989년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성공적인 모유수유 10단계

‘를 도입한 후의 모유수유율이 증가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를 하 다.  출생

후 1개월, 3개월 및 6개월 시점의 모유수유율은 40.7%, 30.7%, 11.0%로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 으며, 연령이 높고 고학력 및 비흡연자인 여성의 모유수유율이 유의하게 높

게 나왔다.  아의 특성에서 살펴보면 모유수유율은 어릴수록 유의하게 높다. 그러나 

출생아 성별, 출생순위 및 Apger Score는 모유수유율에 향을 미치지 않았고 저체중 

출생아는 정상 및 과체중 출생아보다 모유수유율이 낮게 나타났다.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모유수유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홍콩의 Leung 등(2003)은 중국계 여성의 모유수유율에 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요

인 및 아토피 요인을 조사하 다. 출산후 1일 이내 사회인구학적 자료 및 알러지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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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포함하는 설문조사 실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산모의 고연령, 출산경력 

및 고학력이 유의하게 모유수유 기간에 향을 미치고 부모의 알러지 여부는 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러지 병력보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모유수유 의도 및 모유

수유 기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Ummarino(2003)는 모유수유 기간은 모의 교육정도에 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12개월 이전의 아를 가진 모 400명을 설문조사하여 세그룹(하위, 중위, 상위)

으로 나누어 생후 3개월째 모유수유율은 각각 37%, 40%, 65%이고 생후 6개월째 

13%,15%, 48%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교육수준의 모에 비하여 낮거나 중간 수준의 모

는 완전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유수유 기간을 감소시키는데 많은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공

수유의 이용, 흡연, 사회적 지지부족, 어머니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모유수유에 대

한 자세 및 어머니 및 아에 관련된 건강행위가 있다(Rogers, 1997).

캐나다의 Dubois 등(2003)은 퀘백의 종단연구 결과를 가지고 전체인구 수준의 모유

수유의 시작, 기간 및 완전모유수유에 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 다. 모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가족형태가 4개월까지의 완전

모유수유에 유의하게 향을 미쳤고 부의 직업 상태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뉴질랜드의 Anne-Louise 등(2003)은 백인 아에서 출생 후 첫해동안 수유양상을 조

사하 다.  성공적인 모유수유 시작 및 기간과 관련 있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밝

혔다.  초기에 88%로 시작한 모유수유율은 3개월에 42%가 완전모유수유를 하 고, 12

개월에 33%가 부분 모유수유를 하 다. 모유수유하려는 의도가 초기에 성공적인 모유

수유 가능성을 증가시켰고 모유수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어머니는 짧은 기간 동안만 완

전모유수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후 1개월에서 고학력과 완전모유수유는 모유

수유 기간을 증가시켰고 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 곤란을 인지하는 것은 모유수유 기간 

감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Teresa 등(2001)은  모유수유 결정요인은 전통 및 현대화와 관련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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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음식, 산파 및 의사에 의한 산전관리, 교육수준, 병원분만 등이 있다고 밝혔다.  여

기서 전통과 관련된 요인은 모유수유 계속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고 현대화와 관

련된 요인인 교육수준, 의사에 의한 산전관리, 병원분만 및 인공 양의 도입 등이 모유

수유 기간 감소를 설명하는데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유수유의 장점을 강조하는 교육적 

캠페인이 모유수유 기간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모유수유율 및 기간의 

감소는 현대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Adair, 1993).

대만의 Meei- Ling (2004)은  WHO 및 UNICEF에서 제창된 ‘성공적인 모유수유 10단

계’에 따라 7개 병원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병원실천에 대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

어 알아보았다. 결과는 완전모유수유율 및 전반적인 모유수유율 모두 실험군에서 유의

하게 높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유수유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의 Erik (2002)는 모유수유 기간과 초기·중기 아동의 인지발달과의 관계를 연

구하 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 및 교육, 미혼모, 연령, 임신 후반기의 담배소비, 출

생체중, 임신기간, 출산기간 등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 다.  덴마크 코펜하겐

에서  태어난 종단적 출생코호트에 대해 1년 동안 추적조사를 한 결과, 모유수유 기간은 

인지발달과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Antonio(2000)는 도시지역에서 2세 미만의 아의 모유수유 양상을 파악

하고 조기 이유의 주요 위험과 관련된 변수를 결정하 다. 인구학적 변수로는 경산부, 

분만형태, 출생아 체중, 출산시 연령 및 가족내 아버지 유무; 사회학적 변수로 소득수준, 

교육수준 및 아버지의 직업 유형; 산후관리와 관련된 변수로는 모유수유에 대한 산후 

병원 인센티브, 초기 모유수유의 어려움, 출산과 첫수유 사이에 지연된 시간 등으로 나

누었다. 평균 모유수유 기간은 8.7개월인데, 완전모유수유의 중간값은 27일로 나타났

다. 조기 이유의 위험은 출생아 체중, 첫날 모유수유의 어려움 및 산후 병원 유인의 부족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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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의 선행연구

 모유수유와 관계가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는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 및 교육

수준 등이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모유수유기간은 길었고(Wright & Walker,1983) 사회·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은 서구의 개발 국가에서는 모유수유기간과 긍정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에서는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빈도가 

낮고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등, 2000).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교육 및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높은 반면 국내에서

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 및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여성들에 대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 및 중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모유수유 실천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모유수유 저해 요인으로 생리적 요인과 함께 모

의 직업을 꼽고 있어서(변수자, 1995)  취업활동이 모유수유 실천에 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소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우리나라 취업 모들이 출산과 양육을 위한 법 제도적 지

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 72조 및 제 73조는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 시

간에 대한 규정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이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1일 2회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취업모의 측면에서 모유수

유에 관한 법적 제도를 알고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결여되어 있어서, 즉 수유장소가 

없는 실정에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설비를 갖추려는 사회적 지지도 마

련되어 있지 않다.

  변수자(1995)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실천율 및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는 

직장의 지원실태를 파악하 다.  취업모들은 6개월 시점에서 4.6%가 모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극히 저조한 실천율을 보 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력이 높고, 핵가족이

며, 월수입이 많고, 병원에서 수술분만인 경우 그리고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가 없을 때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모유수유의 저해요인으로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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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는 근무시간을 꼽았고 모유수유를 위해 취업모들이 느끼는 직장에서의 지원상태는 

출산휴가와 출산 휴가시 급여를 제외한 사항은 거의 없어 근무하면서 모유수유하기가 

매우 불리한 취업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 모유수유율을 파악하

고 대상자를 서울 시내에서 임의 표출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취업모들

에게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박천만(2002)은 보건소에 등록된 337명에 대하여 어머니 및 아의 일반적 특성, 아

의 분만환경특성, 기간별 수유형태 등을 전화면접 조사하 다. 일반적 특성과 모유수유 

지지에 따른 모유수유에 대한 의식조사는  t-검정 및 ANOVA 검정을 실시하고 모유수

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다중회귀 분석하 다. 결과는 출생 후 6개월 시점

에서 모유수유율은 28.6%이고 산모의 최종학력에 따른 모유수유율은 고학력일수록 낮

게 나타났다.  분만기관에서의 모유수유 권장, 분만형태, 모의 취업상태가 유의하게 나

왔다.  즉, 병의원에서 퇴원 전 모유수유를 경험했을수록, 자연분만을 했을수록, 모가 취

업을 했을수록 모유수유하는 경향이 있었다.  변화하는 모유수유 양상을 어느 시점에서

만 파악했을 뿐 아니라 보건소 등록자를 대상으로 조사하 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박인화와 황나미(1994)는 전국 214개 보건소 방문한 유아 10,83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규모의 대단위 조사를 하 다.  낮은 모유수유율과 관계있는 변수들은 도시거주, 

고학력, 고소득, 젊은 연령, 출생순위, 모의 취업,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분만, 출산

후 모자동실을 하지 않고 신생아실에서 관리하는 경우, 제왕절개분만, 저체중아 및 미

숙아 등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실천율이 저하되었으며, 저연령층에서 실

천율이 높게 나왔다. 모유수유 기간에 있어서 남녀 성별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남아인 

경우 수유기간이 4개월인데 비하여 여아인 경우 1.7개월에 지나지 않았고 정상분만인 

경우 1.9개월인데 비하여 제왕절개 수술인 경우 0.9개월로 분만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나타나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들은 모유수유빈도는 정상분만 산모보다 일관성 

있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전국수준에서 우리나라 모유수유 양상을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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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각 요인과 모유수유와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나열하 고 

보건소에 등록된 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김혜련(2001)은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인 동자료를 가지고 우리

나라 모유수유 양상의 차이를 유아의 월령별로 분석하면서 유아 모유수유율을 산

출하기 위해 생명표 분석을 사용, 출생후 변화하는 양상을 Kaplan-Meier 생존곡선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  모유수유 실천율에 대한 생존곡선의 동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윌콕슨 검정을 사용하여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사회·경제적 배경

인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율이 저하되었고 또

한, 체중이 낮을수록 제왕절개 분만일수록 모유수유율이 저하되어 보건의료적 요인인 

출생아 체중 및 분만방식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모유수

유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산과적 요인, 문화가치관 

요인 등으로 다양하게 보아야 하나 이 연구에서는 크게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보건의료

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유아 월령별 모유수유 실천율만을 종속변수로 분석하 고 또

한, 여러 변수에서 모유수유율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모유수유율 결정에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변량 분석은 실

시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모유수유 결정요인에 있어서 인자들을 찾기 위한 대

부분의 연구들은 생리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및 보건의료적 요인에만 초점을 두었거나 

대상자를 어느 기관이나 지역에 한정하여 모유수유 결정요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보

여주었을 뿐 이러한 요인들을 동시에 살펴본 전국적인 연구는 드물다.  또한, 모유수유 

실천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있어서 횡적인 연구이었으며  월령 변화에 따른 종적인  연

구는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모유수유 결정요인을 사회·경제

적 요인, 산과적 요인 및 문화가치관 요인을 다각도로 포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 실천율 및 기간에 관한 다변량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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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개념적 틀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 산과적 요인 및 문화가치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모유수유 결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모유수유 결정은 모유수유 실

천 결정요인 및 모유수유 기간 결정요인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으며, 각각의 분석방

법을 달리하 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가치관 요인은 모유수유 결정에 직접 향

을 주기도 하지만 산과적 요인과 같은 생리적 요인에 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모유수유

율에 향을 주기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결정에 직접 향만을 분석 대

상으로 하 다.  

먼저, 문헌고찰을 통하여 모유수유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다. 결정

요인들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을 설정한 후, 이들 각각의 요인들을 분

석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선별하여 변수로 사용한다.  <그림 2>과 같이 모유수유 결정요

인을 통계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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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개념적 틀

표 2.  사회·경제적, 산과적 및 문화가치관 요인에 따른 변수

요인 변수

사회·경제적 요인 교육수준, 종교, 현 취업여부, 현재 거주지,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산과적 요인
산모의 나이, 출생아 체중, 출생아 성별, 분만장소, 분만형태, 

임신기간, 출생순위

문화가치관 요인 원하던 임신여부, 남아선호, 가족의 세대형태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산과적
요인

산과적
요인

문화가치관
요인

문화가치관
요인

모유수유
기간

모유수유
기간

로

짓

분

석

1

생

존

분

석

모유수유
실천

모유수유
실천

로

짓

분

석

2
N=1066 N=740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산과적
요인

산과적
요인

문화가치관
요인

문화가치관
요인

모유수유
기간

모유수유
기간

로

짓

분

석

1

생

존

분

석

모유수유
실천

모유수유
실천

로

짓

분

석

2
N=1066 N=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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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1) 사회·경제적 특성을 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실천율이 낮아질 것이다.

경제수준이 모유수유에 유의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낮을

수록 모유수유율이 높았는데, 이는 모유수유가 인공수유에 비해 경제적이기 때문

일 것이며, 또한 어머니가 취업 주부일 경우 월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이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소득 수준이 높은 군에서 모유수유가 낮을 것이라 생각

된다.  실제로 생활정도가 낮을수록 모유수유율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   

가설 2.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기간이 짧아질 것이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계층의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모유수유 실

천양상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교육수준과 모유수유와의 관계는 외국에서의 연

구(Nina; Louise; Ummarino; 2003)와 국내에서의 연구가 차이가 있다.  Louise 등

(2003)의 외국 연구에서는 고학력이 모유수유 기간을 증가시켰다. 만약 교육수준이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수준을 높인다면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이 높아지게 

되어 모유수유를 실천하게 되고 길게 유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는 그 반대로 김혜련(2001)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율이 낮아지는 경

향이 뚜렷하 다. 따라서, 모유수유 기간도 이와 같은 이유로 기간이 짧아질 것이

라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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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현재에도 직업을 가진 여성에서 모유수유 기간이 짧아질 것이다.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우 모유수유율은 현저하게 낮고 모유수유 기간이 직업을 갖지 

않은 여성에 비해 짧다는 Kearney & Cronenwett(1990)의 보고가 있다. 

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에 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함으로써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기간은 출산휴가 및 직장내 환경에 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직업여부가 출산당시의 직업여부는 아니지만, 최근 3년간의 출산과 관

련하여 직업이 모유수유에 어떠한 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산과적 특성을 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제왕절개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모유수유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들은 수술 후 동통과 피로, 정맥주사로 인한 불편

감, 수술 후의 진정제 투여, 완전히 휴식만을 취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신념, 수술

시 마취제 사용으로 인해 신생아의 호흡저하의 문제가 발생하여 어머니와의 접촉

이 지연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서 모유수유를 순조롭게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분만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한 경우, 모유수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생초기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혜련, 2001).

가설 5. 출산연령이 많을수록 모유수유를 길게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고연령층에서 다소 모유수유율이 높은 경향을 보 다(Leung, 

2003). 



- 30 -

가설 6.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모유수유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출생순위에 따른 모유수유 기간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첫째인 경우보다 둘째, 세째 

등 출생순위가 늦은 경우 모유수유율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이는 산모가 점차 모

유수유의 우수성을 인식하 을 뿐 아니라 출생시기에 따른 가정의 안정성에 기인하여 

출생순위가 늦을수록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 문화가치관 특성을 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남아선호 여부에 따라 모유수유 실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남아선호가 있는 산모와 그렇지 않은 산모 사이에 모유수유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고자 하 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 아직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다. 남아

선호가 있는 경우, 남아에게 모유수유를 길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 8. 세대형태에 따라 모유수유 기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족의 세대형태는 모유수유 기간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bois 등, 

2003).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뀜에 따라 모유수유 하는 것을 관찰할 기회나 역할 모

델이 거의 없어진다. 특히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같은 지지자의 동거여부를 중요한 요

인으로 보기도 한다고 할 때, 세대형태가 모유수유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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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료 및 분석

가. 연구자료

   본 연구는 1964년 이래 18번째로 실시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

사>를 사용한다. 이 조사는 2000년 6월 19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15-64세 유배우 여성 

8,935명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 다. 동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이 설계

한 조사표를 기초로 사전에 철저히 훈련된 전문 조사원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조사원

은 사전에 표본 추출된 조사 지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

로 한 직접면접조사의 형태를 취하 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자료 가운데 산전관리, 

분만, 수유양상을 포함하는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일반적 사항, 가족가치관 자료를 이

용하 다.  수유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에서 2000년 6월까지(0~29개월)출생한 최종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자료조사에 응답한 1,075명 중 모유수유에 대한 무

응답을  제외한 1,066명이 분석대상이다.  또한, 모유수유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시 모유

수유를 시작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한 740명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동 조사 자료에는 

최종 출생아가 돌이 될 때까지 모유를 얼마동안 먹었는지 출생 이후 매월별 수유양상, 

모유수유 여부 등의 변수가 있어서 조사당시 모유수유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모유수유 

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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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수의 내용

종속변수로는  모유수유 실천율 및 모유수유 기간이다.  모유수유 실천율은 출생 후 

모유수유 여부를 의미하고, 모유수유 기간은 주(week) 단위로 측정되었으며, 모유수유 

실천 및 모유수유 기간은 일반적으로 모유를 먹인 경우를 모두 포함시켜 로짓분석 및 

생존분석을 하 다. 

주요한 독립변수는 사회·경제적 특성, 산과적 특성 및 문화가치관 특성에 따라 이론

적 고찰과 선행연구, 분석자의 예측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교육

수준, 종교, 현 취업상태, 현재 거주지 및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으로 구성되었으며, 

산과적 특성에는 출산연령, 출생아 체중, 출생아 성별, 분만장소, 분만형태, 임신기간 및 

출생순위가 포함되었다. 문화가치관 특성에는 원하던 임신여부, 남아선호, 가족의 세대

형태로 구성하 다. 변수를 선택하는데 이외의 변수는 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하여 더하

여 선택하거나 의미 없는 변수는 분석대상에서 제거하기도 하 다.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이 모유수유 결정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

여 교육수준을 변수로 사용하 다. 교육수준에 따라 모유수유 실천율 및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선택하 다. 교육수준은 전국 출산력 조

사에서 자세하게 조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및 전문대 이상의 두 범

주로 나누었다.

종교: 종교여부가 모유수유 결정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종교를 독립변수

로 사용하 다. 

현 취업여부3): 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에 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3) 비록, 현 취업여부가 출산당시의 취업여부가 아니라 조사시점 당시의 취업여부라는 한계가 있

어 인과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나, 최근 3년간의 출산에 대한 결과이고 모유수유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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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취업을 함으로써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출산휴가 및 직장내 환경에 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거주지: 도시화 및 현대화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도 모유

수유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 및 읍․면 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지역

을 기준범주로 삼았다.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가구총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가구원 1인당 소득을 

구하 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시 2000년도 당시 1인당 평균 생계비로 27만원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27만원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산모의 나이: 최종아 출산시 연령을 의미하며 출산 연령이 많을수록 모유수유를 길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연령은 현재 연령과 서로 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따라

서, 현재 연령은 변수에서 제외하 다. 이 연구에서 출산 연령은 네 개의 범주로 나누어 

사용하 다. 25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으로 나누고 25세 미만을 기준범주

로 하 다.  

출생아 체중: 출생시 체중을 2.5kg 미만, 2.5kg-3.5kg, 3.5kg 이상으로 나누고 저체중 

출생아의 기준인 2.5kg 미만을 기준범주로  분석에 사용하 다. 

출생아 성별: 출생아의 성별 남아 및 여아에 따라 모유수유 기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분만장소: 분만이 이뤄진 기관으로 종합병원, 병원을 병원급 이상으로 묶고 나머지 

의원, 보건소, 조산소 등을 하나의 범주로 묶었다. 

분만형태: 모유수유는 분만형태에 따라 직접적으로 향을 받는다. 제왕절개 분만인 

경우 모유수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변수는 자연분만 즉 질식분만과 제왕절

개 수술로 나누었다.  

임신기간: 제태기간을 의미하며 조산의 기준이 되는  37주로 나누었다. 

출생순위: 최종 출생아가 태어난 순위로 첫째아인 경우와 둘째, 셋째, 네째를 묶어 둘

째아 이상인 경우로 나누고 첫째아를 기준범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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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던 임신여부: 가치관 요인의 하나로 원하던 임신으로 출산한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경우에 비해 모유수유 실천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남아선호 여부: 남아선호는 “아들은 한 명은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사용하 으며, 선호가 있는 경우와 선호가 없는 경우로 나누었다.  남아선호가 있는 경

우를 기준범주로 삼았다.

가족의 세대형태: 가족 형태는 모유수유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시

어머니나 친정어머니 같은 지지자의 동거여부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3세대 

이상인 경우와 3세대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3세대 미만을 기준범주로 삼았다. 



- 35 -

4. 분석방법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월령별 모유수유율을 살펴보

고 우리나라 여성의 모유수유 실천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짓분석을 하여 파악

하고자 한다. 또한, 모유수유 기간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짓분석 및 시간에 따

른 위험(hazard)의 특정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측정할 수 있는 콕스의 비례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생존분석

(Survival analysis)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 다.

분류된 각 변수에 따른 모유수유 실천 유, 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

정을 실시하 다. 다음, 모유수유 실천 결정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 다.  같은 변수들이 모유수유 기간 결정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모유수유 조기중단 유, 무에 대하여 로짓분석을 한번 

더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비례위험 회귀모형 생존분석을 사용하 다. 

가. 로짓분석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비선형함수형태의 회귀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면 독립

변수의 수준이 변화할 때 종속변수의 기대값인 확률은 0과 1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선형회귀모형에서는 독립변수들의 값 에서 종속변수가 1이 될 확률은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게 나타날 수 있다.  먼저 확률    │ 을 아래와 같은 오즈비(odds)로 

변환하여 보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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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오즈비   은 어떤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확률에 대한 발생될 확률의 비

율을 의미한다. 오즈비  의 범위는    │  일 때 0에서 

   │  일 때 ∞로 변하게 되므로 오즈비의 범위는  ≤   ≤∞이 

된다.  이때 오즈비에 자연대수(natural logarithm)를 취하면 범위는  ∞와 ∞로 변하

게 되고, 이러한 변환을 로짓변환(logit transformation) 이라고 한다. 이때 모형은 로짓

에 대하여 선형이 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1) 

식(1)을     │ 에 관하여 정리하면, 

   │ 

  


      ⋯  
        ⋯  

    ------------(2)

이  되고, 식(2)을 로지스틱 반응함수라고 한다. 로지스틱 반응항수의 형태를 이해하

기 위해서 우선 독립변수가 하나인 단순 로지스틱 반응함수를 살펴보기로 하자.

   │ 
    

       
         --------------------------(3)

식(3)에서 절편 
β 0
와 기울기 β 1이 변함에 따라 로지스틱 반응함수가 어떠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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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지 살펴보면, 로지스틱 반응함수는 β 1의 부호에 따라 확률 0과 1 사이에서 단조

증가 혹은 단조감소하게 된다. 확률 0.2 와 0.8 사이에서는 거의 선형적인 형태를 가지

고, 독립변수 범위의 양끝에서는 0 과 1로 서서히 접근하게 된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선형회귀모형의 제한적인 가정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두가지 값만 취

하는 모형에 널리 사용된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가정을 요약하면,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들 사이의 함수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지 않고, 비선형관계로 가정한다.  오차항의 정

규성이 가정되지 않는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의 척도는 연속형, 이산형 

또는 혼합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정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본크기가 어느 정도 대표본이 

되어야 한다(성웅현, 2001). 

이 연구는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로짓분석에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가정을 만족한

다.  또한, 로지스틱 반응함수에서 개별 독립변수의 효과를 오즈비에 대한 해석을 사용

하 다.  

나. 생존분석

로그순위 검정법은 두 군 또는 여러 군의 생존경험을 비교하는 분석법으로 이 

검정법은 치료법과 같이 하나의 변수에 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생

존과 관련되어 여러 예후변수가  있을 때 여러 변수들의 향을 동시에 알아보는 

다변량 분석법(multivariate analysis)이 특히 요구되며, 이러한 목적에 Cox 모형이 

유용하다. Cox 모형은 생존시간에 대해 어떠한 분포형태도 가정하지 않으므로 비

모수적이지만 모형에 근거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다는 점이 모수적 방법과 유사

하여 비모수와 모수의 중간 형태인 준모수적(semiparametric) 모형이라고 일컬어

지고 있다. 그러나 Cox 모형은 다른 형태의 가정, 즉 비례적 위험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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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al hazard)의 가정에서 출발하므로 비례위험 회귀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이라고도 하 다. 따라서 생존분석에서 Cox 

모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선 이 가정이 성립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식(6)에

서 기저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는 서로 상쇄되어 없어지고 위험함수

의 비는 시간에 대해서 “상수”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례위험함수의 

가정이 맞는다면 두 군에 대해 시간에 따른 LLS그래프(로그 누적 위험함수)를 그

렸을 때 어느 정도 평행하게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LLS그래프를 그려서 비

례성 가정에 대하여 검토하여 만족하는지를 확인하 다.

이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기간 결정에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비례위험 회귀모형을 사용하 다.

비례위험의 가정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Cox 모형의 기초가 되는 위험함수

(hazard function) h( t)를 설명한다. 위험함수는 t시점까지 생존한 환자의 순간 사

망률 또는 순간 위험률(instantaneous risk of death or failure)로서 이에 대한 수

식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lim
→

   ≤  ≺  │ ≥ 





   ≥ 
lim
→

   ≤  ≺ 



 
 

       --------------(4) 

여기서 Τ는 생존시간이며  Δt→0 로서 t시점 직후의 순간적 사건을 표현하고 

있다. 위험함수는 식(4)에서 생존함수인 S( t)와 도함수인 f( t)로서 정의될 수 있

었다. 

Cox 모형은 t시점에서의 로그(log)위험함수를 여러 예후변수들의 선형식으로 표현

한다. 즉, 각 대상자의 예후변수의 다른 값들, 다시 말하면 i번째 대상자의 예후 

변수값이      ⋯ 일 때, Cox 모형의 비례적 위험함수(proportional 

hazard)의 가정에 대한 수식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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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기서      ⋯  는 회귀 모형계수이다. 만약 모든 예후변수가 (zero)

의 값을 가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위험함수에 미치는 예후변수들의 향이 전혀 

없다면, 위험함수는 기본적으로 h 0(t)가 되므로 이를 기저위험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라 하며, Cox 모형에서는 h 0(t)에 대하여 어떠한 분포형태도 가

정하지 않는다.

각 예후변수의 유의성 결과보다도 의학자료의 분석에서는 생존에 미치는 각 예

후변수의 향의 정도를 상대위험도(hazard ratio, relative risk or odds ratio)로 

표현하고 있다.

‘비례위험’이라는 말은 어느 환자의 위험률과 다른 환자 의 위험률의 비가 시

간 변화에 대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 개의 설명변수를 생각할 때 

번째 환자의 위험함수의 비는 다음과 같다.

 
  


  ⋅    ⋯  
   ⋅    ⋯        

       ⋯      ≈ “상수”           -------------------(6)

적절한 Cox 모형 선정방법시 forward, backward 또는 stepwise 다단계변수 선

택법도 모형 선정방법에 속하지만 오로지 통계적인 기준에만 근거하여 모형을 찾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통계적 기준에만 근거하여 적합한 Cox 모

형을 선정할 때, 적합한 모형은 실제로 유일한 것이 아니며 몇 가지 좋은 모형이 

모두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석하고자 하는 생존자료에 대해 깊이 이해

한다면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모형을 단계적으로 적합시켜 이들 결과를 비

교함으로써 적절한 모형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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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기간을 고려한 생존분석은 모유수유를 마쳤거나 조사당시 모유수유를 마

치지 못한 대상 모두를 편입함으로서 중도절단된 자료를 이용하여 비례위험모형은 다

변량 생명표를 제시함으로서 다른 회귀분석과 달리, 중도절단 편의(bias)를 통제한다. 

또한, 이 모델은 비례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 요소를 층화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생존분석을 하기 위해선 먼저 종속변수인 모유수유 기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

로 한다. 본 연구는 모유수유 시작부터 모유수유 중단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이다. 

  생존분석이란 어떤 사건(event)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자료가 구성된 경우 사

용하는 통계적 방법으로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자료를 중도절단된 자료(censored data)라 부르

며 중도절단된 자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loss to follow up), 중도 

탈락(drop out),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연구를 종료하는 경우(termination of the study), 

이 연구와 상관없는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death from unrelated cause)과 같은 네가지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남정모, 1997).  

  본 연구에서 중도절단되어 들어간 자료를 살펴보면 모두 우측 중도절단된 자료(right 

censored)로 시작 시점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어 조사기간 내에서 중도 탈락(drop out) 

된 경우, 12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하 으나 추적조사 실패한 경우, 첫돌이 되기 전에 연

구기간이 종료된 경우로 연구기간 내에 모유수유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즉, 

1998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조사 자료에서 <그림 3>과 같이 우측 중도절단된 자료

가 존재한다.  그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생 후 첫돌(12개월)이 될 때까지를 조사함으로써 

2000년 6월 조사시점까지 첫돌이 되지 않은 경우(n=151명), 연구기간 내에 출생후 12개

월 시점에서 아직도 모유수유 중인 경우(n=74명), 연구종료 및 모유수유 중단이 아닌 다

른 사건으로 종결된 경우가 있었다(n=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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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측 중도절단된 자료의 예

calendar time
1998.1 1999.1 2000.1 2000.6 2001.1

calendar time
1998.1 1999.1 2000.1 2000.6 2001.1

0 첫돌

duration
(months)

1      2      3      4      5       6       7      8     9  10   11 0 첫돌

duration
(months)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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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도절단된 자료의 생존시간은 불확실하나 중도절단되기 직전까지는 모유수

유 중단 사건(event)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존

분석에서는 이러한 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분석한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중도절단된 자

료를 분석에서 제외된다면 잘못된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도 있다.  생존분석에서는 모든 

연구대상의 관찰시간을 알아야 하고 또한 중도절단 여부를 명확히 알아야 하므로 연구

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생존시간의 시작점을 확실히 정의 

할 수 있는지, 정확한 생존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및 사건의 발생여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모유수유 기간은 출생 후 모유수유를 시작

하여 모유수유를 중단하기 직전까지 모유수유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생존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사건의 발생여부인 모유수유 중단을 모유수유 중인 경우와 확

실히 구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의되는 생존분석을 이용하는 경우 모유수유 중단은 모유수유를 시작해야

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모유수유를 시작한 경우만이 이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다.  1,066명 중에서 모유수유를 시작한 740명이 분석대상이 되는데, 이 가운데에는 조

사당시 아직 모유수유 중이거나 조사기간 12개월까지만 모유수유 기간을 조사한 사례 

227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측 중도절단(right censored)된 것으로 분석에 

포함시킨다. 

   분석에 사용할 자료가 허용한다면 위의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여 분석대상자를 선택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SAS version 8.2의 LOGISTIC, PHREG 프로시져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PROC LOGISTIC은 모유수유 실천 결정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 다.  PROC LIFETEST는 비모수적 생존함수의 추정을 위해 사용하

으며, PROC PHREG 는 여러 변수들의 향을 동시에 알아보는 다변량 분석

(multivariate analysis)을 위해 Cox 모형을 이용한 생존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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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998년 1월에서 2000년 6월까지(0~29개월) 출생한 최종 출생아를 대상으로 산모의 

특성과 함께  <표 3>을 통하여 살펴보면,  교육수준별로 보면 분석대상자의 약 58%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여성들이고 중학교 이하가 5%로 전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여성이 63.1%이고  나머지 36.9%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들이

다.  현재 거주지별로는 도시 지역이 57.5%이고 읍․면 지역은 42.5%의 비율을 나

타내고 있다.

분석대상자의 최종 출생아 출산시 산모의 나이를 보면 25세 미만이 15.7%, 

25-29세가 51.2%로 가장 많고, 30-34세 26.5%, 35세 이상은 가장 적어 6.5%를 차지

하 다. 대상자의 49.2%는 종교가 없으며, 나머지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20%는 

불교, 22%는 개신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 2000년 자료수집 당시 고용주, 상용고

인 경우가 10.7%이고, 임시, 일용고, 자 업자 등이 9.3%이고 나머지 80.0%는 비

취업 상태인 주부이다. 가구원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가구원 1인당 월평균 소

득은 27만원 미만이 51.2%이고 27만원이상은 48.8%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의 특성을 보면 남아가 53.3%를 차지하고 여아가 46.7% 차지한다. 임신기

간은 91.4%가 38주이상이고 출생아 체중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3,230g±443.61로 

2,500g-3,500g이 69.1%로 가장 많았고 3,500g이상이 27.0% 으며 2,500g미만의  

4.0%를 차지하 다. 분만장소는 종합병원 및 병원이 7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의원, 조산소, 보건소 등은 합하여 25.4%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분만형태는 자

연분만이 61.7% 제왕절개 분만이 38.3%로 높은 비율을 나타나고 있다. 출생순위를 

보면 첫째아가 48.1%, 둘째아는 40.0%, 셋째아 이상은 11.9%로 첫째아 및 둘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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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을 차지하 다. 

세대형태를 보면 3세대 미만 가정이 88%로 대부분이고 3세대 이상 가정은 12%

로 나타났다. 남아선호가 있는 산모가 45.7%이고 나머지 54.3%는 남아선호가 없었

으며, 최종 출생아 출산시 83.2%로 대부분 원하던 임신이었고 나머지 16.8%는 원

하지 않는 임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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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모의 특성(연구대상자의 특성)                            (단위: n, %)

변수 분류 빈도 백분율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이상

673

393

63.1

36.9

종교
없음

있음

524

542

49.2

50.8

현 취업상태

고용주, 상용고

임시, 일용고, 자 업자등

주부

114

99

853

10.7

9.3

80.0

현재 거주지
도시

읍․면

613

453

57.5

42.5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27만원 미만

27만원 이상

536

512

51.2

48.8

산모의 나이†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168

546

283

69

15.7

51.2

26.5

6.5

최종 출생아 체중

2.5kg 미만

2.5-3.5kg 

3.5kg 이상

42

735

287

4.0

69.1

27

최종 출생아 성별
남아

여아

568

498

53.3

46.7

분만장소
병원급이상

의원, 보건소, 조산소등

795

271

74.6

25.4

분만형태
자연분만

제왕절개

658

408

61.7

38.3

임신기간
37주 이하

38주 이상

92

974

8.6

91.4

출생순위
첫째아

둘째아 이상

513

553

48.1

51.9

가족의 세대형태
3세대 미만

3세대 이상

893

173

83.8

16.2

남아선호
있다

없다

485

577

45.7

54.3

원하던 임신여부
원했음

안 원했음

876

177

83.2

16.8

주: 변수에 따라 결측값이 있는 경우가 있음. 

†: 최종 출생아 출산시 산모의 나이   

자료: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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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유수유 실천

가. 모유수유 실천율 

전체 대상아의 모유수유 실천율을 <표 4>를 통해서 보면, 출생 이후 약 70%의 

신생아가 생후 첫 1주간 모유수유를 하 고, 이후 월령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되는 모유수유 실천율은 12개월에 이르게 되면 거의 종결된다. 

출생시 모유수유 시작은 거의 조사한 대상자에서 일반적이다. 다른 양원에 

관계없이 55.4%의 최종 출생아가 첫 달 말 시점에서 아직 모유수유 중이었다.  2

개월째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비율은 47.8%이고, 4개월째 35.6%, 6개월째 27.7%이

고 12개월 말까지 모유수유 실천율은 약 12%이다. 

모유수유기간과 같은 변수의 대표치을 산출할 경우, 평균은 특별히 수유기간이 

긴 사례(outlier)가 있을 경우 그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향을 받게 되므로, 이러

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100명이 있다면 50번째와 51번째 값의 평균으로 산출

되는 중앙값(median)도 대표치로 취하 다. 부분모유수유 및 혼합수유인 경우 4주

로 나타났고 완전모유수유인 경우 0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median 생존시간은 생

존확률 값이 0.5에 해당되는 생존시간이다. 

완전모유수유인 경우 47.3%로 시작하여  36.2%의 최종 출생아가 첫 달 말 시

점에서 아직 모유수유 중이었다. 출생 후 1개월까지만 모유수유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나타낸다.  2개월째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비율은 31.5%이고, 4개월째 

22.7%, 6개월째 17.7%이고 12개월째에는 그 비율은 약 6.3%이다. 완전모유수유 평

균기간은 8.9주로 부분모유수유 또는 혼합수유의 14.5주보다 약 40%정도 짧은 기

간 동안만 모유수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6개월 시점에서의 모유수유 실천율은 17.7%로 같은 시점에서의 모유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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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율을 조사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남훈 등(1997)

의 22.1% 및 경상북도 보건소를 조사한 박천만 등(2000)의 23.0%보다 낮은 수준이

다. 

                        

 표 4. 최종 출생아의 모유수유 실천율  

구분                월령 1주 2주 3주 4주 2월 3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부분모유수유 실천율(%) 69.6 65.8 63.8 55.4 47.8 41.3 35.6 27.7 21.4 15.7 11.8

완전모유수유 실천율(%) 47.3 44.8 41.8 36.2 31.5 26.4 22.7 17.7 12.9 9.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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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실천과의 관계

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실천과의 관계를 보면 <표 5>와 같다. 사회·경제적 특

성인 교육수준에 따른 모유수유 실천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68.8%, 전문대 이상인 경우 70.5%로 학력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실천

한 경우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 학력이 높을수

록 모유수유율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결과(박천만, 2002; 김혜

련, 2001)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국외 연구(Nina, 2003; Leung, 2003)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모유수유율이 높아진다고 나타나 향후 교육수준과 모유수유율과의 관련

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 취업상태별로 고용주, 상용고인 경우 64.0%로 임시, 일용고, 자 업자 등인 

경우 67.7% 및 비취업 상태인 주부의 경우 70.3%보다 모유수유 실천율이 낮게 나

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연구결과(변수자, 

1995; 박천만 등, 2000)에서는 취업한 모의 모유수유실천이 유의하게 낮았다. 가구

원 1인당 월평균소득이 27만원 미만인 경우 71.6%보다 27만원이상인 경우 67.0%

로 모유수유 실천이 낮아 박인화 등(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p<0.20). 

산과적 특성과 모유수유실천과의 관계를 보면, 출생아 체중, 분만장소, 임신기

간, 출생순위 및 분만형태가 모유수유실천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출생아 체중별로 2.5kg미만은 42.9%, 2.5kg-3.5kg은 69.7%, 3.5kg이상은 

72.8%로 체중이 많을수록 모유수유 실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1). 병원급 이상에서 분만한 경우 68.2% 보다 의원, 보건소, 조산소에서 분만

한 경우 73.1%, 임신기간이 37주이하인 경우 62.0%보다 38주이상인 경우 70.1% 

및 출생순위가 둘째아인 경우 67.5% 보다 첫째아인 경우 71.5% 에서 모유수유 실

천율이 높았다(p<0.20). 특히, 분만형태는 제왕절개로 분만한 경우 63.2%보다 자연

분만인 경우 73.3%로 유의하게 모유수유율이 높았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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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치관 특성과 모유수유실천과의 관계를 보면, 남아선호가 없는 산모의 경

우 67.2%보다 남아선호가 있는 산모의 경우 72.0% 로 모유수유실천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p<0.20). 그러나 원하던 임신여부와 가족의 세대형태는 모유수유실천 유, 

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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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경제적, 산과적 및 문화가치관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실천 (단위: n, %)

변수 분류
모유수유실천 

χ
2
-test

♱
하지 않은 경우 한 경우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이상

210(31.2)

116(30.0)

463(68.8)

277(70.5)
0.26

종교
없음

있음

160(30.5)

166(30.6)

364(69.5)

376(69.4)
0.00

현 취업상태

주부

임시, 일용고, 자 업자등

고용주, 상용고

253(29.7)

32(32.3)

41(36.0)

600(70.3)

67(67.7)

73(64.0)

2.04

현재 거주지
도시

읍․면

182(29.7)

144(31.8)

431(70.3)

309(68.2)
0.45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27만원미만

27만원이상

152(28.4) 

169(33.0)

384(71.6)

343(67.0)
2.45*

산모의 나이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50(29.8)

165(30.2)

87(30.7)

24(34.8)

118(70.4)

381(69.8)

196(69.3)

45(65.2)

0.66

최종 출생아 체중

2.5kg 미만

2.5-3.5kg 

3.5kg 이상

24(57.1)

223(30.3)

78(27.2)

18(42.9)

512(69.7)

209(72.8)
15.55***

최종 출생아 성별
남아

여아

174(30.6)

152(30.5)

394(69.4)

346(69.5)
0.00

분만장소
병원급이상

의원,보건소등

253(31.8)

73(26.9)

542(68.2)

198(73.1)
2.05*

분만형태
자연분만

제왕절개

176((26.8)

150(36.8)

482(73.3)

258(63.2)
11.44***

임신기간
37주 이하

38주 이상

35(38.0)

291(29.9)

57(62.0)

683(70.1)
2.27*

출생순위
첫째아

둘째아 이상

146(28.5)

180(32.6)

367(71.5)

373(67.5)
1.91*

가족의 세대형태
3세대미만

3세대이상

273(30.6)

53(30.6)

620(69.4)

120(69.4)
0.00

남아선호
있다

없다

136(28.0)

189(32.8)

349(72.0)

388(67.2)
2.54*

원하던 임신여부
원했음

안 원했음

261(29.8)

61(34.5)

615(70.2)

116(65.5)
1.30

♱: Yate's continuity correction test,    * : p<0.20,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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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유수유 기간

가.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기간

   

   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기간은 <표 6>과 같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모

유수유 기간은 교육수준, 현 취업여부, 현재 거주지 및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모유수유 평균기간은 18.24±16.32주, 전문대 

이상인 경우 모유수유 평균기간이 14.25±13.61주로 학력이 낮을수록 모유수유 기

간이 길다(p=0.00). 고학력자일수록 모유수유 기간이 짧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

학력자의 사회진출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

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현 취업상태에 따라 주부인 경우 17.29±15.62주 보다 고용주 및 상용고인 경우 

11.30±12.09주로 모유수유 기간이 짧았으며, 임시, 일용직, 자 업자 등은 

17.81±16.41주로 주부인 경우와 모유수유 기간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주 및 상용고인 취업상태는 주부 및 임시, 일용직, 자 업자등에 비하여 

모유수유 기간이 유의하게 짧아진다(p<0.01). 이는 박옥희 등(199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고용주 및 상용고로 취업한 모에 대한 제도적 장치

와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 거주지로는 읍․면이 18.02±16.30주로 도시의 15.83±14.80주보다 길었고 가

구원 1인당 월평균 소득별로는 27만원 미만이 16.02±15.77주로 27만원 이상의 

14.53±15.19주보다 유의하게 길었다(p<0.20). 

   산과적 특성에서 산모의 나이별로 35세 이상이 21.29±19.06주로 25-29세의 

15.40±14.38주보다 모유수유 기간이 길었고 25세 미만에서도 18.06±16.49주로 25-29



- 52 -

세에 비해 모유수유 기간이 길었으며, 출생 순위별로 첫째아 14.99±14.30주보다 둘

째아 이상이 18.48±16.34주로 출생순위가 늦을수록 모유수유 기간이 길어지는 경

향이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p=0.00). 다른 산과적 특성인 최종 출생아 성

별, 최종 출생아 체중, 분만장소, 분만형태 및 임신기간은 모유수유 기간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단 모유수유를 시작한 

경우 산과적 특성은 산모의 나이 및 출생순위를 제외하면 모유수유 기간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가치관 특성인 원하던 임신여부, 남아선호 및 가족의 세대형태는 모유수유 

기간에 개별적으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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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20,   ** : p<0.05,   *** : p<0.01 

표 6. 사회·경제적, 산과적 및 문화가치관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기간(단위: week)

변수 분류 평균±표준편차 t-test/ANOVA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이상

18.24

14.25

±16.32

±13.61
3.58***

종교
없음

있음

16.15

17.32

±15.45

±15.47
1.04

현 취업상태

고용주, 상용고

임시, 일용고, 자 업자등

주부

11.30

17.81

17.29

±12.09

±16.41

±15.62

5.10***

현재 거주지
도시

읍․면

15.83

18.02

±14.80

±16.30
1.91*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27만원미만

27만원이상

16.02

14.53

±15.77

±15.19
1.27*

산모의 나이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18.06

15.40

17.53

21.29

±16.49

±14.38

±15.77

±19.06

2.73**

최종 출생아 체중

2.5kg 미만

2.5-3.5kg 

3.5kg 이상

22.22

16.34

17.33

±19.01

±15.28

±15.28

0.23

최종 출생아 성별
남아

여아

16.75

16.73

±15.46

±15.50
0.02

분만장소
병원급이상

의원,보건소등

16.89

16.34

±15.63

±15.08
0.43

분만형태
자연분만

제왕절개

16.81

16.62

±15.28

±15.85
0.16

임신기간
37주 이하

38주 이상

15.19

16.87

±15.89

±15.44
0.43

출생순위
첫째아

둘째아 이상

14.99

18.48

±14.34

±16.34
3.08***

가족의 세대형태
3세대미만

3세대이상

16.47

18.18

±15.30

±16.32
1.27

남아선호
있다

없다

17.59

16.03

±16.50

±14.51
0.17

원하던 임신여부
원했음

안 원했음

16.76

17.20

±15.41

±15.84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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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유수유 중단

  

   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조기중단 유, 무는 <표 7>과 같다. 모유수유 조기중

단이 있다는 것은 조사기간 출생시부터 첫돌(12개월) 이내에 모유수유 조기중단 

사건(event)이 일어난 경우이고 모유수유 조기중단이 없는 것은 모유수유 중으로 

12개월이상 모유수유를 하 거나 연구가 종료함으로서 12개월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교육수준별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에서 약 66.3%보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에서 74.4%로 모유수유 조기중단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났다

(p=0.02). 현 취업상태별로 주부인 경우 66.5%보다 임시, 일용고, 자 업자 등인 경

우 76.1% 및 고용주, 상용고인 경우 86.3%로 모유수유 조기중단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났다(p<0.00).  종교, 현재 거주지,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은 모유수유 조기

중단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과적 특성에서 산모의 나이가 25세 미만인 경우 69.5%보다 35세 이상인 경우 

46.7%로 모유수유 조기중단 사건이 적게 일어났다(p<0.01). 최종 출생아 체중별로 

2.5kg 미만인 경우 50.0%, 2.5-3.5kg인 경우 70.9%, 3.5kg 이상인 경우 67.0%로 대

체로 2.5kg 미만인 경우보다 체중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중단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 다(p=0.12).

   이 밖의 다른 산과적 특성이나 문화가치관 특성은 모유수유 조기중단 유,무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여러 변수들이 동시에 모유수유 기간 결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위한 로짓분석 및 생존분석을 하기 전에 모유수유 기간 및 모유수유 조기중단 

여, 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생존함수의 추정을 위하여 로그순위 검정법(Log-rank 

test)을 사용하 다. 검정결과 생존분포 그래프는 <부록>에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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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te's continuity correction test,  * : p<0.20,   ** : p<0.05,   *** : p<0.01    

표 7. 사회·경제적, 산과적 및 문화가치관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중단(단위: n, %)

변수 분류
모유수유 중단 

χ
2
-test

♱
하지 않은 경우 한 경우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이상

156(33.7)

71(25.6)

307(66.3)

206(74.4)
4.92**

종교
없음

있음

108(29.7)

119(31.7)

256(70.3)

257(68.3)
0.25

현 취업상태

고용주, 상용고

임시, 일용고, 자 업자등

주부

10(13.7)

16(23.9)

201(33.5)

63(86.3)

51(76.1)

399(66.5)

13.60***

현재 거주지
도시

읍․면

129(29.9)

98(31.7)

302(70.1)

211(68.4)
0.19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27만원미만

27만원이상

125(32.5)

99(28.9)

259(67.5)

244(71.1)
0.99

산모의 나이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36(30.5)

112(29.4)

55(28.1)

24(53.3)

82(69.5)

269(70.6)

141(71.9)

21(46.7)

11.79**

최종 출생아 체중

2.5kg 미만

2.5-3.5kg 

3.5kg 이상

9(50.0)

149(29.1)

69(33.0)

9(50.0)

363(70.9)

140(67.0)

4.29*

최종 출생아 성별
남아

여아

117(29.7)

110(31.8)

277(70.3)

236(68.2)
0.29

분만장소
병원급 이상

의원,보건소등

168(31.0)

59(29.8)

374(69.0)

139(70.2)
0.05

분만형태
자연분만

제왕절개

150(31.1)

77(29.8)

332(68.9)

181(70.2)
0.08

임신기간
37주 이하

38주 이상

17(29.8)

210(30.8)

40(70.2)

473(69.2)
0.00

출생순위
첫째아

둘째아 이상

113(30.8)

114(30.6)

254(69.2)

259(69.4)
0.00

가족의 세대형태
3세대미만

3세대이상

187(30.2)

40(33.3)

433(69.8)

80(66.7)
0.34

남아선호
있다

없다

113(32.4)

112(28.9)

236(67.6)

276(71.1)
0.91

원하던 임신여부
원했음

안 원했음

185(30.1)

37(31.9)

430(69.9)

79(68.1)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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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유수유 기간에 대한 생존율 추정(Kaplan-Meier방법 사용)

   <그림 4>는 12개월 중의 어느 시점에서 모유수유를 계속할 확률을 나타낸다. 

모유수유 기간의 중간값(median) 생존시간은 생존확률 값이 0.5에 해당되는 해당

시간으로 약 12주이다. 

duration of breast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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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유수유를 결정하는 요인

가. 로짓분석 1

  

   모유수유 실천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해 로짓분석을 하 다. 1,066명의 출생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유

수유를 실천할 확률을 구한 결과이다. 독립변수와 모유수유 확률과의 관계를 통계

적으로 <표 8>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산과적 특성인 분만형태와 출생아체중 두 

요인만이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 분만인 경우 모유수

유를 실천할 확률이 자연분만에 비해 약 35% 감소한다(95% 신뢰구간: 0.49-0.86). 

출생아 체중이 2.5-3.5kg이면 출생아 체중 2.5kg미만보다 모유수유를 실천할 확률

이 2.9배이고 3.5kg이상인 경우도 모유수유를 실천할 확률이 3.5배이다. 따라서, 출

생아 체중 2.5kg-3.5kg 및 3.5kg이상인 경우 2.5kg 미만인 경우보다 모유수유를 실

천할 확률이 각각 190% 및 250%정도 더 높아진다(95% 신뢰구간: 1.64-5.80, 

1.66-7.19). 

   이외의 다른 산과적 특성인 산모의 나이, 출생아 성별, 분만장소 및 임신기간 

등은 95% 신뢰구간에서 모유수유 실천 확률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란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특성과 문

화가치관 특성은 모유수유 실천 결정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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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모유수유 실천의 결정요인: 로짓분석 1                    

변수 분류 오즈비 95% 신뢰구간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이상

1.00

1.12 0.83-1.53

종교
없음

있음

1.00

1.02 0.77-1.35

현 취업여부

주부

임시, 일용고, 자 업자등

고용주, 상용고

1.00

0.90

0.75

0.56-1.47

0.48-1.18

현재 거주지
도시

읍․면

1.00

0.95 0.72-1.25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27만원 미만

27만원 이상

1.00

0.80 0.60-1.06

산모의 나이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1.00

0.95

1.02

1.02

0.63-1.44

0.64-1.65

0.52-2.01

최종 출생아 체중

2.5kg 미만

2.5-3.5kg 

3.5kg 이상

1.00

2.91

3.45

1.46-5.80

1.66-7.19

최종 출생아 성별
남아

여아

1.00

1.03 0.79-1.36

분만장소
병원급이상

의원, 보건소, 조산소

1.00

1.26 0.91-1.74

분만형태
자연분만

제왕절개

1.00

0.65 0.49-0.86

임신기간
37주 이하

38주 이상

1.00

0.94 0.56-1.55

출생순위
첫째아

둘째아 이상

1.00

0.83 0.62-1.11

가족의 세대형태
3세대 미만

3세대 이상

1.00

1.18 0.80-1.74

남아선호
있다

없다

1.00

0.77 0.58-1.02

원하던 임신여부
원했음

안 원했음

1.00

0.79 0.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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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짓분석 2 와 생존분석

  

   각 변수별로 모유수유 기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로짓분석 2 와 생존분석

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표 9>. 

   먼저 로짓분석 2에서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교육수준에 따라 모유수

유 기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

유 조기중단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전문대학 이상일 경

우에는 모유수유 조기중단할 확률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보

다 30%정도 높다. 현 취업상태는 모유수유 조기중단에 높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 취업상태인 주부보다 현 취업상태가 임시, 일용고, 자 업자 등인 

경우 모유수유 조기중단의 확률이 1.7배 높고(p=0.11), 주부에 비해 현 취업상태가 

고용주, 상용고인 경우 모유수유 조기중단의 확률이 3.1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종교, 가구소득 및 현 거주지는 모유수유 조기중단의 확률에 통

계적으로 의미 있는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과적 특성에서 산모의 나이가 모유수유 조기중단 결정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5세 이상 고령인 산모에서 25세 미만

인 산모에 비해 모유수유 조기중단의 확률이 70%정도 낮아졌다. 최종 출생아 체

중이 2.5kg미만인 경우보다 2.5-3.5kg인 경우 모유수유 조기중단 확률이 2.3배 높

아졌다. 산모의 나이와 출생아 체중은 모유수유 조기중단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했지만, 출생아 성별, 분만장소, 분만형태, 임신기간 및 출생순위는 모유수유 조

기중단 확률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가치관 특성인 가족

의 세대형태, 남아선호 여부 및 원하든 임신여부도 모유수유 조기중단 확률에 통

계적으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분석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최종분석방법으로 모유수유 기간을 고려한 모

유수유 조기중단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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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특성인 교육수준의 효과를 보면 교육수준에 따라 모유수유 기간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고등학력 이하의 교육을 받은 여성에 비해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산모가 모유수유를 중단할 위험이 약 1.2배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취업상태별로 임시, 일용고, 자 업자등 및 고용주, 상용고인 여성은 비취업 

상태인 주부에 비해 모유수유 중단의 위험이 뚜렷하게 높다(p=0.00). 즉, 고용주, 

상용고로 취업중인 경우 모유수유 기간이 짧아진다고 할 수 있다. 종교, 가구원 1

인당 월평균소득 및 현 거주지는 모유수유 기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과적 특성을 보면 임신기간에 따라 37주 이하인 경우에 비해 0.2 유의도 수

준에서 38주 이상인 경우 모유수유를 중단할 위험이 23%정도 낮다. 그러나 병원

급 이상 분만인 경우 의원, 보건소, 조산소에서 분만한 경우보다 모유수유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최종 출생아 체중은 2.5kg 미만인 기준범주에 비해서 모유수유를 중단할 위험

이  2.5-3.5kg인 경우 모유수유를 중단할 위험(hazard)이 1.5배 높아 모유수유 기간

이 짧아지나 로짓분석 2와는 달리 생존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최

종 출생아 출산시 산모의 나이가 25세 미만인 기준범주에 비해서 30-34세 산모는 

모유수유를 중단할 위험이 기준범주보다 0.9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35세 이상

인 산모는 0.54배로 나타났다. 따라서 35세 이상인 산모의 경우 모유수유를 중단

할 위험이 46%정도 낮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선형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30세 

이후 나이가 많을수록 모유수유 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p=0.02).

   다른 산과적 특성인 분만형태, 출생순위 및 출생아 성별은 모유수유 기간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가치관 특성에서 보면, 3세대 미만에서 3세대 이상인 가족형태보다 모유수

유 중단위험이 높아 모유수유 기간이 짧아짐을 알 수 있다(p=0.17). 그러나 남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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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나 원하던 임신여부는 모유수유 중단 위험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분석 결과인 모형 2를 보면 로짓분석 결과인 모형 1에서 유의미한 향을 

주었던 특성이나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았던 특성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결

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모형 1과 모형 2에서 높은 유의수준으로 오류를 범할 위

험이 큰 0.2 유의도 수준에서 의미 있는 변수들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모형 1

에서 최종 출생아 체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유수유 조기중단 확률에 향을 

주었으나, 모형 2에서 모유수유 기간을 고려하 을 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임신기간 및 가족의 세대형태는 모형 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모형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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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짓분석 2,      ‡: 생존분석

* : p<0.20,   ** : p<0.05,   *** : p<0.01 

표 9. 모유수유 기간의 결정요인: 로짓분석 2 와 생존분석                     

변수 분류
모형 1 † 모형 2 ‡

오즈비 95%신뢰구간 위험비 χ2-value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이상

1.00

1.31* 0.90-1.89

1.00

1.20 3.13*

종교
없음

있음

1.00

1.05 0.75-1.47

1.00

1.01
0.01

현 취업여부

주부

임시, 일용고, 자 업자등

고용주, 상용고

1.00

1.67*

3.08***

0.89-3.14

1.48-6.38

1.00

1.19

1.73

1.20

13.57***

현재 거주지
도시

읍․면

1.00

0.92 0.66-1.29

1.00

0.93 0.70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27만원 미만

27만원 이상

1.00

1.07 0.76-1.50

1.00

1.05 0.25

산모의 나이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1.00

0.91

0.86

0.29***

0.56-1.47

0.49-1.49

0.13-0.65

1.00

1.03

0.97

0.54

0.04

0.03

5.16**

최종 출생아 체중

2.5kg 미만

2.5-3.5kg 

3.5kg 이상

1.00

2.27*

1.91

0.81-6.39

0.65-5.58

1.00

1.52

1.49

1.88

1.22

최종 출생아 성별
남아

여아

1.00

0.92 0.66-1.28

1.00

0.98 0.05

분만장소
병원급 이상

의원, 보건소, 조산소

1.00

1.21 0.83-1.78

1.00

1.13 1.47

분만형태
자연분만

제왕절개

1.00

1.12 0.78-1.60

1.00

1.02 0.03

임신기간
37주 이하

38주 이상

1.00

0.80 0.41-1.57

1.00

0.77 2.17*

출생순위
첫째아

둘째아 이상

1.00

1.20 0.84-1.73

1.00

0.95 0.30

가족의 세대형태
3세대 미만

3세대 이상

1.00

0.77 0.48-1.23

1.00

0.84 1.87*

남아선호
있다

없다

1.03

1.04 0.74-1.46

1.03

1.02 0.07

원하던 임신여부
원했음

안 원했음

1.00

0.99 0.63-1.57

1.00

1.0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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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적 특성을 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실천율이 낮아질 것이다.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은 카이스퀘어 검정결과 유의하게 나왔으나, 로짓분석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가구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모유수유를 실천할 

확률이 20% 낮게 나왔다. 현 취업중인 경우 월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이 

두 요인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결과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현 취업중인 경

우를 통제하는 경우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가설 1은 모유수유실천에 대한 로짓분

석 1을 통해 기각되었다. 

가설 2.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기간이 짧아질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중단의 위험이 높아 모유수유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모유수유 중단의 위험이 높고 이것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1은 모유수유 기간에 대

한 로짓분석 2 및 생존분석을 통해 지지되었다. 

 

가설 3. 현재에도 직업을 가진 여성에서 모유수유 기간이 짧아질 것이다.

모의 직업이 모유수유 기간에 유의미한 향을 주고 있는 것은 기존의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도 현 취업중인 경우 특히 고용주, 상용고 

상태에서 모유수유 기간이 짧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 가설3은 지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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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과적 특성을 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제왕절개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모유수유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분만형태는 모유수유실천에 직접적인 향을 준다.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한 경

우 자연분만인 경우보다 모유수유할 가능성이 낮다. 본 연구에서 가설 4는 로짓분

석 1을 통해 지지되었다.  

가설 5.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모유수유를 길게 할 것이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유수유 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5세 이상인 경우 유의하게 모유수유 기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산모의 나이와 

모유수유 기간의 관계가 선형적이지는 않지만, 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모유수유 중단 위험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모유수유 기

간이 길어진다고는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35세 이상의 고연령이 모유수유 기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준다. 가설 5는 지지되었다. 

 

가설 6.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모유수유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출생순위에 따른 모유수유 평균기간은 첫째아보다 둘째아 이상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또한 로그순위 검정에서도 생존분포가 확실히 차이가 있게 나타났

다. 그러나 생존분석에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여 고려할 때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출생순위와 모유수유 기간과의 관계를 보는 가설 6은 기각되었다. 

(3) 문화가치관 특성을 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남아선호 여부에 따라 모유수유 실천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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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선호는 카이스퀘어 검정에서 모유수유실천 유,무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왔으나, 이후 로짓분석에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는 상황에서는 모유

수유 실천 확률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7은 기각되

었다.

가설 8. 세대형태에 따라 모유수유 기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같은 지지자와의 동거여부가 모유수유 기간에 향을 

주기 때문에 세대형태가 어떠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 는데, 결과는 3세

대이상의 가족형태에서 모유수유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가설 8은 생존분석을 통

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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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

한 것이다. 모유수유 양상, 산과적 특성 관련 내용의 경우 피면접자의 응답을 중심

으로 기술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경우 모유수유 양상 및 출산과 관련된 자료가 피면

접자의 기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 부분에 한계4)가 있다. 또한, 연

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가치관 요인은 출산당시

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조사 시점 당시의 요인이다. 따라서 조사시점으로

부터 최근 3년간의 산과적 요인에 비하여, 특히 경제적 요인의 경우는 출산 당시의 

시점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다.  로짓분석에서 이러한 시간 의존적 변수들의 향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분석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모유수유에 향을 미치는 산과적 요인 중 모아의 건강상태, 모아의 첫 접촉 지

연시간, 유방울혈 등 모유수유 생리적 요인과  관련된 정보들이 모유수유 결정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나 이 자료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설문이 아닌 관계로 

정보가 따로 없어 자료 자체의 한계로 분석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병원에서의 모자

동실 여부, 국가의 모자보건정책 등도 모유수유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모유수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경우 보건소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거

4) 특히, 짧은 기간 동안만 모유수유한 대상자에서 잠재적 과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보

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의 최종 출생아에게 초점을 맞춤

으로서 이것과 관련된 기억 편향(recall error)을 최소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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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소, 병원 내원 대상자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연구(박천만 등, 2000; 박옥희 

등, 1996)가 실시되어 전체인구를 대표할 수 없다. 즉, 우리나라에서 모유수유 실

태와 관련요인에 관해서는 지역적 또는 어떤 기관에 한정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

며, 전국적으로 모유수유 실천 및 기간의 결정요인에 관해서는 별로 연구된 바가 

없다.  또한, 연구방법 측면에서 기존연구들은 모유수유 중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

고 모유수유 기간을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과에 편의(bias)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모유수유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았고, 모유수유 실천율이 10%대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전국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

는 의미가 있다. 또한, 국외에서는 모유수유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을 실시한 경우

(Berra, 2003; Teresa 등, 2001)가 최근에 있었지만, 국내에서 자료의 손실을 최소한 

줄이고 월령별 모유수유율을 파악하면서 다변량 분석에서 생존분석을 시도한 점에

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존자료 분석시 몇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존분석에서 Cox 모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Cox 모형은 비례적 위험함수의 형태

를 가정하므로 우선 이 가정이 성립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5) 비례성가정에 대

한 쉬운 판단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며, 좀 더 객

관적인 방법은 시간의존(time-dependent) 변수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이용하여 판

단하는 방법이다.6) 

   본 연구에서는 LLS그래프 이용하여 각각의 비례성가정을 검토하 다. 각 공변

5) 비례적 위험함수 모형에서 비례성가정에 어긋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이다. 첫째로 공변량 

효과가 시간에 따라 변해가거나, 둘째로 모형에 삽입되어야 하는 공변수가 제외 되었거나, 

셋째로 여러 공변수의 교호작용효과가 유의한데 모형에 고려되지 않았거나, 넷째로 위험함

수가 앞의 분석방법에 있는 식(5)와 같은 지수형태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이어야 할 때 비례

성가정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6) 이외에도 잔차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식(5)의 지수형태가 아닌 여러 다른 모형들

을 시도해 보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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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층(strata)별로 LLS그래프를 그린 결과 각 층의 LLS 곡선이 비교적 평행하여 

비례성가정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돌(12개월) 시점에서 아직 모유수유 중이거나 연구 종료시점에서 모유수유 

중단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227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우측 중도절단(right 

censored)된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에 포함시킴으로 모유수유 기간을 바르게 계산

할 수 있어  조사당시 '모유수유 중'인 경우를 적절히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227명의 모유수유 중인 경우를 이유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

면 자료와 분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위험이 크다.  

    중도절단이 발생하는 것은 대상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강대룡, 2003). 만약 이 가정이 어긋나면 생존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방법들은 

편의(bias)를 가지게 된다. 중도절단된 자료를 살펴보면, <표 10>에서 나타나듯이 

1998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연구한 자료로 연구종료 시점에서 모유수유 조사

기간 12개월에 완전히 노출되지 않고 중도절단된 경우가 149건을 차지하 다. 이

는 2000년도에 최종 출생아의 대부분은 중도절단되어 포함되기 때문에 추정치가 

낮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나, 중도절단이 많이 일어난 2000년도 최종 출생아

를 제외하고 분석하 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으므로 연구자가 임의로 중도절단

된 샘플을 추출하게 되는 편의(bias)는 개입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출생코호트별  중도절단자료                                                                            단위: 명 
(%)

  

기간
98. 1.1~ 

98.6.30

98. 7.1~ 

98.12.31

99. 1.1~ 

99.6.30

99. 7.1~ 

99.12.31

2000. 1.1~ 

2000.6.30

98. 1.1~  

2000.6.30

모유수유 중단

(Event)
81(16.0) 129(25.0) 116(23.0) 114(22.0) 73(14.0) 513(100)

모유수유 중

(Censored)
31(14.0) 28(12.0) 19(8.0) 29(13.0) 120(53.0) 22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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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추적 관찰된 연구인 경우, 예를 들어 연구기간이 20년이라 하면 연구시작 

초기에 참여한 사람과 연구 후반에 참여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환경은 여러 가지

로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연구에 포함된 출생코호트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따로 분석을 하거나 출생코호트로 나눈 집단을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출생코호트에 따라 환경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는 가정하에 출생코호트별로 따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기간이라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출생코호트별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 기간을 고려한 모유수유 조기중단 여부에 관심이었다. 콕

스(Cox) 비례위험 회귀모형이 모유수유 기간에 초점을 두었다면 로지스틱 회귀분석

은 사건 발생여부에 초점을 둔 방법이다. 여기서 모유수유 중단한 집단과 모유수유 

중단하지 않은 집단으로 자료를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할 수 있으나 중도절

단된 자료의 처리가 어렵다. 따라서, 자료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하여 모유수유 실천 

결정에 대해서 로지스틱 분석을 먼저 실시하고 모유수유 기간 결정에 대해서는 모

유수유 조기중단 여부에 대하여 로짓분석을 한번 더 실시한 다음, 최종적으로 생존

분석을 실시하 다.  몇 가지 가정하에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두 방법을 비교해 

본 결과 추적관측 기간이 짧거나, 전체 자료수에 비해 모유수유 중단 사건(event)이 

적은 경우는 회귀계수의 추정값이 비슷하나 두 집단의 중도절단된 분포의 차이가 

심하다면 로지스틱 방법에 의한 추정치는 편의(bias)를 가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 추

적기간이 12개월(첫돌)이내로 길지 않았고, 전체 740명 중 497명(약 67%)에서 모유

수유 중단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로짓분석 2 와 생존분석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한 시점에서 모유수유율을 조사하는 것은 1개월 아이가 모유수유 하는 것과 12

개월 아이가 모유수유 하는 것이 다른데, 이를 반 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한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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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추정법(Kaplan-Meier Product-limit method)을 이용한 생존분석을 통해 월령

별 모유수유율을 계산함으로써 변화하는 모유수유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비례위험함수 모형을 이용한 생존분석을 통하여 여러 독립변수들이 모유수유 결정

에 미치는 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출산과 모유수유의 생리적 문제에서 비롯된 편의(bias)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및 미숙아로 출생 후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되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못하는 경우, 모유수유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

나 모유수유 생리적 문제로 분비가 안 되는 경우를 모유수유 실천하지 않은 경우와 

묶어 각 독립변수들이 모유수유 결정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다면 그 연구결과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출산 후 조사시점까지 모유수유를 안한 

경우라 하더라도 나중에 모유수유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근 들어 저체중 출생아 및 미숙아에게도 지방의 흡수 및 소화가 좋을 뿐 아니

라 항 감염 및 양인자를 가지고 있어 모유수유가 중요하다는 보고(Lucas & Coke, 

1990)가 있으며 다른 엄마의 모유를 모유가 부족한 아기에게 먹이기도 한다.  이와

는 달리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측면에서 유방은 미를 상징하는 것이고 수유

를 하게 되면 몸매가 나빠진다는 인식이 펴져 있어 모유수유를 꺼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자료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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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모유수유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한  주요 연구과제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은 최종출생아 1066명 중에서 모유수유 중인 경

우 227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모유수유 실천을 시도한 대상자는 740명, 모유수유 

실천하지 않은 대상자는 326명이 다.  

   모유수유의 결정요인이라고 알려졌던 몇 가지 요인들이 2000년 자료를 분석해도 

여전히 모유수유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

되었던 많은 산과적 요인들은 분만형태, 출생아체중 및 임신기간을 제외하면 모유

수유와 허위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로 모유수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특성 및 문화가치관 특성인 교육수준, 현 취업여부, 가족의 세

대형태임이 밝혀졌다. 즉,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가설검정을 위한 로짓분석 결과에

서 산과적 특성인 분만형태, 출생아체중만이 모유수유 실천 결정에 유의미한 향

을 주었다. 또 모유수유 기간 결정에 대한 가설검정을 위한 생존분석 결과에서는 교

육수준, 현 직업상태, 산모의 나이, 임신기간 및 세대형태가 유의미한 향을 주었

다. 이중 임신기간과 가족의 세대형태는 높은 유의수준(P<0.20)으로 오류를 범할 위

험이 높으나 가설검정을 위하여 유의한 변수로 포함시켰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실천에 분만형태, 출생아 체중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소득수준, 출산연령 등 여러 요인이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실천 결정에 대한 로짓분석1에서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때 분만방식 및 

최종 출생아 체중만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제왕절개 분만인 경우 자연분만보다 모유수유율이 현저히 낮았고 최종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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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체중이 많을수록 모유수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기남 등(2002)에서 자연분

만이 제왕절개보다 모유수유율이 높다고 보고한 내용을 지지하고 Nina(2003)에서 

저체중 출생아는 정상 및 과체중 출생아보다 모유수유율이 낮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  

   자연분만은 제왕절개 분만보다 조기에 병원을 퇴원할 뿐 아니라 산후 회복이 빨

라서 모유수유를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모유수유율이 높을 수 있겠으

나 제왕절개 분만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이들의 모유수유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모유

수유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병

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 길거나 집중치료로 격리되기 때문에 모아접촉 장애로 모

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후의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

온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나 특히, 제왕절개 수술이 OECD 국가 평균

인 10% 보다 높고, 20%로 비교적 제왕절개 시술율이 많은 미국보다도 더 높아서 

36%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모유수유 실천에 주요한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한편, 제왕절개 수술이 모유수유 기간에는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의미하

지 않다고 나타났다. 제왕절개 수술한 경우 및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모유수유 실천

에 큰 향을 주고 있는 것은 다른 연구 결과(박인화 등, 1994)와 마찬가지이나 일단 

모유수유를 시작한 대상자에 대한 모유수유 기간 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은 더 이

상 산과적 특성이 주요한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분석대상이 속한 사회계층을 알 수 있는 변수인 교육수준은 모유수유 기간 

결정에 뚜렷한 차이를 주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산모들의 모유

수유 기간이 짧은 현상은 다른 연구결과(박천만 등, 2000)와도 일치하는 현상이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라 생각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외국의 연

구결과(Louise, 2003)를 통해서 보면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

유수유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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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유 기간과 연관된 사회·경제적 특성이 개발도상국에서 관찰된 것

(Perez-Escamilla, 2003)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경제적으

로 소득수준이 높게 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율을 낮추는데 향을 미치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수준이 어떤 이유로 모유수유 기간에 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셋째, 교육수준이 모유수유 실천 결정에는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서구 선

진국(Dubois, 2003; Wright & Walker, 1983)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교육수준이 낮

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모유수유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김기남 등, 2002; 

박인화 등, 1994).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시되었던 타 연구와는 다르게 

교육수준과 모유수유 실천율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 소득수준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실은 서구 선진국에서의 바람직한 수유분포 양상 즉, 고학

력자들이 모유수유를 선도하고 그들을 표방하려는 심리로 인해 사회적으로 모유수

유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양상도 변화하고 있는 이행기로 

추측할 수도 있다(김미종, 1995).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일치된 

연구결과가 요청된다.

   넷째, 사회·경제적 요인인 현 취업여부는 모유수유 기간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출산이후에도 유지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여성

의 취업여부가 모유수유 기간에 향을 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출산당시의 취업여부는 아니지만 조사시점에서 현 취업여

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향을 살펴보았다. 박천만 등(2000)과 박옥희 등(1996)

에서 취업상태인 경우 모유수유를  일찍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일치한

다.  최근 근로기준법에서 출산휴가가 3개월로 정해졌고 모유수유 1시간이 있다 할

지라도 실제적으로 3개월을 쉴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모유수유 시설이 설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이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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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해 산전후 휴가, 직장 보육시설 및 모유시설 설치 등의 사회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산모의 나이가 모유수유 기간 결정에 유의하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모유수유 기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나이에 따른 모유수유 기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보고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결과(박옥희 등, 1996; 박천만 등, 2000)와는 현상이 

다르나 외국의 연구(Leung, 2003)에서 고연령층에서 다소 모유수유 기간이 높은 경향을 

보인 것과는 같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섯째, 1993년도에 UNICEF와 WHO에서 모유수유 권장운동에도 불구하고 모

유수유율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1997년 14.1%, 2000년 11.8%(김승권 

등, 2000)로 모유수유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모유수유 정책이 효과적

이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일곱째, 가족의 세대형태가 모유수유 기간 결정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세대 이상의 가족형태에서 모유수유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모유수유를 시작한 

상태에서 모유수유를 지속하는데 있어서 지지자의 여부가 주요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본다. 모유수유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지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가족인 경우 가정내 모유수유를 도와줄 만한 지지체계

(support system)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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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제안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실천율 및 기간을 높이기 위하여, 다

음의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모유수유가 아에게는 양적 측면, 면역 및 항알레르기 측면, 정서적 측

면 및 건강적 측면에서 인공수유보다 우수하고, 산모에게도 중요하며, 사회·경제적

으로도 이득이 있음을 살펴보았으므로 아 및 어머니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경

제적 측면에서도 모유수유 실천율 및 기간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모자보건을 증진시키고, 유아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위하여 모유수유율이 낮은 

특성을 가진 집단 즉, 나이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을 중심으로 모유수유에 대

한 우수성 및 정확한 수유방법에 대한 홍보와 오랫동안 모유수유할 수 있도록 적절

한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외국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도 앞으로 노력여하에 따라 

선진국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제왕절개 분만 증가가 모유수유 실천율을 낮추는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

다. 이와 같은 제왕절개 분만 증가 원인으로는 노령임산부의 증가, 태아감시 장치의 

발달, 겸자분만의 감소, 의료분쟁의 증가, 공급자 유도 원인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의료공급자 유인 등에 대한 정책적 접근으로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는 것이 결과적

으로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출산시에는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제왕

절개 분만 산모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유수유를 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한, 저체중 출생아 및 조기 분만아에게도 모유수유가 더 중요하고 모유수유가 가능하다는 것

을 인식시켜 오랫동안 모유수유할 수 있도록 한다.  

   WHO에 따르면 모성보호법 2000년 No.183 및 모성보호권고 No.191에 의해 산

후휴가, 모유수유 설비 및 유급 모유수유 시간이 고용된 모든 여성에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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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는 모성보호법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따른 문제는 많이 해소된 측

변이 있고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법적인 제도로 산후 휴가가 3개월이 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는 산업장이 별로 없고 수유시간 1시간이 있으나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취업여성이 모유수유 기간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 시간제, 재

택근무 및 간헐적 근무가 가능하게 하고 취업여성에 대한 산전·산후 휴가의 의무적

인 실시, 직장 내 탁아시설의 설치 등 취업여성이 모유를 먹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

안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가능하면 12개월까지 모유수유

를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구의 세대형태가 모유수유 기간에 향을 주고 있다. 즉, 지지그룹이 모유수유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핵가족 세대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대가족을 고

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역사회 기반을 둔 지지체계(support system)

를 개발하여 적절한 모유수유를 돕는다. 예를 들어, 어머니 지지 그룹, 동료그룹 또

는 전문 상담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퇴원시 산모를 의뢰할 수 있는 곳을 개발한다. 

또한, 모아접촉, 모유수유 상담 및 동시에 아이를 어떻게 먹일지를 선택하는데 여성

과 그들의 가족 권리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모유수유가 단지 출산여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가족, 전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배려, 지지가 통합되어야 가능

하다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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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우리 나라에서 모유수유 우수성을 소개하고 권장하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 

실천율 및 기간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실에서 모유수유 결정요인들을 사회·경제적, 산과

적 및 문화가치관 특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

사 자료에서 1998년 1월부터 2000년 6월 출생한 최종출생아 총 106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유수유 실천의 결정요인을 로짓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산과적 특성 중에 유

일하게 분만형태 및 출생아 체중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왔다. 단변량 분석에서는 현 취업여부, 가구원 1인당 월평균소득, 분만장소 및 출생

아 체중이 유의하게 나왔으나 다른 요인을 통제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분만형태 및 

출생아 체중만이 유의하게 나왔다. 이는 모유수유 실천에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산

과적 특성이 모유수유 실천에 매우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파악된다. 

   모유수유 기간의 결정요인을 로짓분석 및 생존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통적

으로 교육수준, 현 취업상태, 산모의 나이가 주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고, 

생존분석에서 임신기간 및 가구의 세대형태가 추가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왔다.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교육수준이 모유수유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향을 주는

지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 취업여부가 모유수유 조기중단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이나 모유수유 

기간에 산과적 특성보다 사회·경제적 특성인 교육수준 및 현 취업여부가 가장 주요

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산과적 특성에서 산모의 나이는 모유수유 실천 결정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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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모유수유 기간 결정에 있어서 35세 이상에서는 모유수유 기간이 길게 나

타났다. 한편 출생아 체중, 출생아 성별, 출생순위, 분만형태, 분만장소는 모유수유 

기간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문화가치관 특성에서 가구의 세대형태가 모유수유 기간에 유의하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세대 이상의 가구형태에서 모유수유 기간이 길다는 것은 세

대 내에 모유수유 지지자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산과적 및 문화가치관 측면에서 모유수유 결정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모유수유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와 같은 인지적 측면에 대한 연

구를 통해 성공적 모유수유 지속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한, 서구에서는 지난 20년간 모유수유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와 더불어 

대중에게 모유의 장점이 잘 홍보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피상적이고 부분적

으로만 알려져 있다. 심지어 의료인들도 모유나 모유수유방법에 관하여 정확히 알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유수유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들과의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여 설

명할 수 있는 출생코호트별 추적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한 좀 더 체계적인 추

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모유수유 의미가 새롭게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모유

수유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천에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기간에 미치는 

향까지 가능한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 다. 또한, 모유수유는 개인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문제

로 계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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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회·경제적, 산과적 및 문화가치관 특성과 관련된 생존분포

logrank test: χ
2
-value=11.4076

              P-value=0.0007

 

  logrank test: χ2-value=20.5761
                P-value=0.0001

  

     logrank test: χ2-value=0.9843
                P-value=0.3212

  

      logrank test: χ2-value=0.0860
                 P-value=0.1487

 logrank test: χ2-value=0.0024
               P-value= 0.9607
 

  logrank test: χ2-value=1.8695
                P-value= 0.1715      

교육수준 현 취업여부

종교 현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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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rank test: χ2-value=0.1631
              P-value=0.6863
                 

logrank test: χ2-value=0.0906
              p-value=0.7634 
         

logrank test: χ2-value=0.3392
              P-value=0.5603

logrank test: χ2-value=2.8736
              P-value=0.0900

logrank test: χ2-value=0.7771
              P-value=0.3780

logrank test: χ2-value=1.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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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rank test: χ2-value=0.1331
                P-value=0.7152    logrank test: χ2-value=9.5864

                  P-value=0.0224

     logrank test: χ2-value=4.4074
                    P-value=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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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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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Factors Determining 

Breastfeeding rate and duration 

                                Wonju Hwang

                                   Dept. of International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jin Chu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of determining 

breastfeeding rate and duration concerning the impact of socioeconomic status, 

obstetric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values by investigating the previous article 

and testing the major hypotheses because currently the breastfeeding rate and 

duration is so low.

   This study is based on data from Year 2000 Korea National Fertility Survey 

carri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particular, the last 

babies born from January, 1998 to June, 2000 and their mothers were analysed as 

the main data for this study. Descriptive analysis show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and babies and the breastfeeding rate per birth month.  

   Hypotheses were tested by the statistic significance using logit analysi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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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determining the breastfeeding rate and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survival analysis as well as logit analysis for the factors determining the 

breastfeeding duration. The breastfeeding mothers were also included in the 

surviv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bout the factors to determine the breastfeeding rate 

by logit analysis showed that the type of delivery and birth weight are 

significant. The current occupation status, monthly income per person in family 

and delivery place were also significant by univariate analysis, but only the type 

of delivery and birth weight are significant in case controlled to the other factors 

by multivariate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obstetrical characteristics i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characteristics among the factors determining 

breastfeeding rate. 

   The results of the study about the factors to determine the breastfeeding 

duration by survival analysis are as follows.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e shorter the 

breastfeeding duration. And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occupation 

statu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early termination of breastfeeding. Although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similar to the previous research, what the education 

level and the current occupation status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is very observable to public.  The maternal age isn't significant to the 

determinants of the breastfeeding rate, but it is significant to the determinants of 

the breastfeeding duration among the women more than 35 years old.  On the 

other hand, birth weight, sex, birth order, the type of delivery and birth place 

are not influence the breastfeeding duration.

   Only the types of family generation in cultural values is associated with the 



- 90 -

breastfeeding duration, for example it is most likely to include the supporter in 

the family if the breastfeeding duration were longer in the types of family more 

than three generations. 

   We tried to research what are the determinants on the breastfeeding duration 

as well as the breastfeeding rate to refresh the meaning of the breastfeeding. We 

analysed in aspects of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bstetric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values  characteristics, so we need the further research in side of 

cognitive characteristics such as an attitude and belief to find a strategies for 

encouraging mothers to breastfeed longer successfully. Finally, this analysis 

suggests the necessities of systemic ongoing research like the longitudinal study 

by birth cohort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explaining the factors of determining the breastfeeding.  

 

    

key words: breastfeeding rate, breastfeeding duration, logit analysis, surviv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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