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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역량, 수행정도 및 중요도

  본 연구는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을 상으로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역량과 수행

정도, 중요도, 장애요인을 조사하여 영아 발달 간호에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질

적인 간호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상은 서울 소재 S 상급 종합병원 소아중환자실과 소아심장외과중환자

실 간호사 51명을 상으로 하였으며, 2017년 3월 22일부터 2017년 4월 5일까지 설문

지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수집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영아 발달 간호 역량 설문지는 김정순(2015)의 미숙아 발달지지 

간호역량 도구를 토 로 하여, 연구 내용에 맞게 수정한 후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고 

사용하였다. 영아 발달 간호 수행정도와 중요도 설문지는 연구에 앞서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될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아동간호학 전공 교수의 

자문을 구하여 문항을 수정한 후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고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WIN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영아 발달 간호의 장애요인을 

알아보았고,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은 총점 64점 만점에 49.00±4.37   

     점, 평점 4점 만점에 3.06±.27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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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수행정도는 총점 52점 만점에           

      39.39±3.70점, 평점 4점 만점에 3.03±.28이며, 영아 발달 간호 중요도는 총  

      점 52점 만점에 43.90±4.36점, 평점 4점 만점에 3.37±.34로 수행정도보다 중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은 학력        

     (t=-2.330, p=.024), 총 임상경력(F=5.194, p=.004), 소아중환자실 임상경력    

     (F=4.678, p=.006)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발달 간  

     호 수행정도와 중요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 

  4.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역량, 수행정도 및 중요도 간의 상관관  

     계에서 역량과 수행정도(r=.362, p=.009), 수행정도와 중요도(r=.408, p=.00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역량과 중요도(r=.183, p=.198)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장애요인은 개인적요인(지식/교육 부족,  

     경험부족), 환경적요인(면회시간 제한, 안전문제, 장비부족), 정책적요인(보험/  

     수가문제, 인력부족, 업무부담으로 인한 시간부족), 기타요인(신규간호사의 눈  

     치, 타 의료진의 인식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수행정도가 높고, 

영아 발달 간호 중요도가 높을수록 수행정도도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러므로 영아 발달 간호 수행 증가를 위해 일상적인 간호 수행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영아 발달 간호 가이드라인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요인을 바탕으로 영아 발달 간호의 업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하여 질

적인 간호 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소아중환자실 간호사, 영아, 발달 간호, 역량, 수행정도, 중요도,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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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영아기는 인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그 발달 속도와 변화가 가장 급속히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이 시기에는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언어적, 정서적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며, 그 어느 시기보다도 전 생애에 가장 지 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달단계이다. 특히 영아기는 전적으로 양육자에 의해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며, 양육자의 성장발달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기이다. Laakso et 

al.(1999)는 영아들에게 발달적 경험, 물리적, 사회적, 정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이 시기 이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라 강조했다. 영아기의 발달은 이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반면 적절

한 발달자극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상적인 발달에 제한적일 수 있다. 

  중환자실 환경에서 영아는 신체접촉제한, 여러 의료장비들의 불쾌한 소음, 밝은 조

명,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과 플라스틱 벽(Blackburn,1998), 낯선 사람들과 많은 의료

인에 의해 둘러싸이는 것, 낯선 언어, 병실에 갇히는 것, 튜브와 선들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과 감각의 변화, 수면박탈 등을 접하게 된다(Woodrow, 1997). 미숙아나 만성질

환을 가진 영아들은 입원을 통한 부정적 자극에 노출되어 있으며 더 긴 입원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Feldman et al., 2003)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이 이루어지지 못 

할 수 있다. 인공호흡기 치료 및 정맥관 삽입 등의 필수적인 치료과정을 통해 생존이 

가능해지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통증 등의 불필요한 과도한 자극과 필수 자극의 결

핍, 중환자실 내의 제한된 환경은 환아들에게 스트레스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Holditch-Davis, Barlett, & Belyea, 2000) 입원 기간 동안 경험하게 되는 여러 상

황은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성장 

발달이 지연된다고 보고되고 있다(오진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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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우선순위는 복잡하고 기계적인 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진 긴박한 환경 내에서 불안정한 중환자의 신체상태를 안정화하는 것이므로

(Watts, Gardner & Pierson, 2005) 환아들의 발달을 위한 간호는 제공되기 어려운 실

정이다. 그러나 출생 초기인 영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입원 치료 과정 동안 적절

한 발달 자극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돌봄이 필요하므로 영아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정규

적이고 적극적인 발달간호가 제공되어야 한다(조결자, 1993). 

  영아의 감각자극에 관한 연구는 부분이 미숙아나 저체중아를 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국내에서 중환자실에서의 미숙아 발달 간호에 관한 연구는 감각자극(송희승, 

2000), 음악요법(박상순, 2002; 추선자, 2004; 서보민, 2010), 후각자극(이은지, 

2016; 박영아, 2017), 마사지(김지영, 2004; 김희영, 2012), 캥거루케어(신현경, 

2012; 신화진, 2013; 노수진, 2015), 물리치료(이은주, 2011) 등 다양한 자극으로 발

달자극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반면, 출생 후 건강문제로 위

급하거나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영유아를 상으로 진행되는 발달 간호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간호 수행은 간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요구를 이해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이루

어지는 것으로(Marguerite, 1972) 간호 실무 현장에서 간호 수행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 역량이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윤주, 2012; 조나영, 2012; 박현숙, 2016). 역량이 부족한 간호사는 환아의 신호

를 민감하게 알아채지 못하고(이소정, 2017) 가볍게 생각되어 간과하기 때문에(전애

숙, 2005) 중환자실에서 발달 간호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발달 간호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량과 현재 수행정도를 확인하는 과

정이 필요하며 이는 발달 간호를 간호사의 역할로 정립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영아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영아 

발달 간호 역량과 수행정도, 중요도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영아 발달에 한 교육 프

로그램 개발과 질적인 간호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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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역량과 수행정

도,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영아 발달에 한 교육 프로그

램 개발과 질적인 간호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역량, 수행정도, 중요도를 파악

    한다.

 2)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역량, 수행   

   정도, 중요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역량, 수행정도, 중요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4)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장애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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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1) 발달 간호

  - 이론적 정의: 발달 간호는 영아가 입원해 있는 동안 외적 내적 환경을 조절하여 

                 신경발달 기능에 긍정정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Buehler et al., 

                 1995).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기초로 구성한 성장발달사정, 

                 청각자극, 시각자극, 촉각자극, 전정감각자극, 비영양 흡철자극, 

                 운동자극의 간호를 의미한다. 

  2) 발달 간호 역량

  - 이론적 정의: 간호 역량은 실무현장에서 적절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지식, 기

                 술, 판단, 능력을 통합하는 개인의 자질을 의미한다(Campbell &

                 Mackay, 2001).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입원기간동안 최적의 발달을 이루기 위해 소

                 아 중환자실의 내외적 환경 요소들을 조절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판단 능력을 통합하는 간호사 개인의 자질로, 김정순(2015)의 미

                 숙아 발달지지 간호역량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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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영아 발달 간호

  발달(Development)이란 복잡한 행동, 사고, 정서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개인

의 능력을 증진시켜 환경에 한 적응을 향상시키는 상 적이고 연속적인 변화와 성

장 과정이다(Overton, 2006). 영아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기술을 획득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 등의 발달에 있어

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전경숙, 2007). 또한 이 발달 과정은 부분의 아이들이 

특정한 연령동안 습득 할 수 있게 된다(CDC, 2017).

  두뇌 발달에 한 연구로 아동의 생애 첫 일 년 동안의 경험이 건강한 신체, 정서, 

지능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영아의 발달 능력은 신체 성장, 두뇌 발

달, 주변 환경, 그리고 특히, 영아의 돌봄 제공자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영

아의 자기조절 행위의 습득은 생체 리듬과 섬세하고 지속적인 돌봄 제공자에게 의존

하며 영아와 주 돌봄 제공자 사이의 양육관계는 영아의 발달에 있어 모든 측면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Catherine, Ardys, Margaret, Nancy & Catherine, 2012).

  성장 발달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아에게 제공되는 발달 간호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노출로부터 보호하여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성장 발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으로 설명된다(Solhaug et al., 2010). 미숙아 간호영역에서는 미숙아의 질병 예

후와 추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Kenner, 2000)으로 이후 연장되는 시기인 

영아 간호영역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외에서 진행된 발달 간호에 한 연구의 경향은 1970년  신생아의 행동 사정의 중

요성을 강조하며(Brazelton, Parker, & Zuckerman, 1976), 행동 사정 도구 개발을 

(Als, Tronick, Lester, & Brazelton, 1977) 시작으로 한다. 1980년  영아의 개별

적인 발달 사정과 지지의 개념이 정립되었고(Als, 1982), 1990년 에는 초 극소 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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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아와 미숙아를 상으로 개별적인 발달 간호 연구가 시도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었

다(Als et al., 1994; Als & Gilkerson, 1997). 2000년 는 신생아의 개별적 발달 사

정과 중재 프로그램인 NIDCAP(Newborn Individualized Developmental Care and 

Assessment Program)이 개발되었으며, Coughin, Givvins & Hoath(2009)는 발달 간호

에 한 근거 기반 실무 개발을 위해 임상현장에서의 행동지침을 제시하였다. 

Atun-Einy & Scher(2008)는 발달 간호를 위한 실무영역을 부모 및 가족참여 영역, 환

경조절 영역, 개별적 간호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영역에 한 실무 간호사의 구

체적인 수행평가 내용으로 부모 및 가족참여 영역에서는 부모참여정도, 입 퇴원 프로

그램, 간호사의 협력, 퇴원 후 관리, 방문정책을 포함하였고, 환경조절영역에서는 소

음, 빛, 의학적 치료관련 간호를, 마지막으로 개별적 간호 및 사정영역에서는 자극과 

간호의 통일성, 자세변경, 비영양 흡철, 캥거루 케어 등을 포함시켰다.

  국내에서 진행된 발달 간호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1984년에 각 시기별 발달 단

계를 중심으로 한 간호 중재(김명애, 1984) 연구가 있었으나 영아에게 까지 미치지 

못하다가 2000년 에 들어서 영아의 발달을 위한 구강간호, 안위간호, 감각자극 제

공, 환경 관리 등의 중재 연구(김미예, 2000; 김민아, 2008; 방경숙 et al., 2013)가 

시도되었다. 그 이후 김정순과 신희선(2014)은 미숙아 발달지지 간호에 한 개념을 

분석하였고, 발달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간호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김정

순, 2015). 이소정(2017)은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의 발달지지간호 영향요인을 의도

와 지각된 행위통제로 확인하면서 간호사는 발달 간호와 관련한 지식 및 기술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병원 및 부서는 발달 간호에 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

하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달 간호에 한 인식을 높여주는 것이 필

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영아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을 관찰하는 것은 이 시기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이

기 때문에 중요하며 만약 성장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일찍 관찰되었다면 치료를 시작

할 수 있고 결과는 좀 더 긍정적(Catherine, Ardys, Margaret, Nancy & Catherine, 

2012)으로 이끌 수 있다. 영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감각운동 능력을 촉진시

킬 자기 주도적인 기회와 독립심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시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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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촉각, 눈과 손의 협응력 등 다양한 감각 기관을 자극할 수 있는 장난감과 활동들

이 마련되어야 한다(정보미, 2013). 

  그러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아의 경우 중환자실 환경에서는 불가피하게 유해한 자

극에 노출되며, 부모와 분리 및 접촉의 제한이 이루어지므로, 입원해있는 동안 최적

의 성장 발달을 위해 생후 초기 발달 간호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김정순 & 신희선, 

2014). 예를 들어, 영아의 청각능력은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 소리가 조금만 달라져

도 그 차이를 인식 할 수 있을 만큼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전체적인 양상에 민감

한 상태(Berk, 1994)임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의 경우 기계나 알람으로 인한 부적절

한 큰 소음에 노출 될 수 있으므로, 영아의 수면주기 또는 낮과 밤의 변화에 맞추어 

소음을 조절하고(이은주, 2011) 익숙한 부모의 음성이나 음악과 아기의 이름을 불러

주는 긍정적인 자극 경험을 주어야 한다. 또한 처치등과 같은 과도한 조명 등에 노출

되어 시각적인 부정 자극의 결과를 최소화하기위해 머리위에서 비추는 빛을 차단하거

나 덮개 등을 이용해 밝기를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다(이은주, 2011). 의학적 처치

를 위하여 고정 상태에 놓이게 되는 영아는 전정자극의 감소를 초래(Turnage- 

Carrier, 2004)하게 되므로 적절한 흔들어 주기를 통해 전정감각을 자극하고 이로써 

영아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Sandra & Terrie, 2005). 중환자실에서 머리

조절, 체간활동, 감각적응을 통한 자세조절을 제공하는 것은 향후 발달과 치료 예후

에 매우 중요하다(Sue, 2005). 바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손을 입 주위로 두는 

옆으로 누운 자세로의 다양한 자세　변화는 같은 자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영아에

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줄일 수 있고 신경근 발달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된다

(Mcmanus & Capistran, 2008). 

  중환자실 환경 내의 영아는 통증에 자주 노출되어 있으며 부모와의 접촉 결여로 인

해 긍정적인 촉각 자극은 상 적으로 부족하다. 다수의 연구에서 미숙아나 저체중아

를 상으로 마사지나 캥거루 케어 등의 촉각 자극 중재를 통해 체중 증가, 행동 발

달, 질병 및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에 해 보고되었다(Scafidi, Field & 

Schanberg,  1993; 김희숙, 1996; 김정선, 1998; 강진선, 1999; 장미영, 2013; 이은

정 et al., 2014; 노수진, 2015). 또한 Pereira(1981)는 출생 시 입술 주위에 촉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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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되어 있으므로 비 영양 빨기의 효과로 수면유도와 불안정 상태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빠는 행위가 안정효과가 뛰어나고 감정을 순화시키며(Blass & 

Ciaramitaro, 1994) 보챔과 울음시간을 단축시키며(Anderson, 1986; Gill, Behnke, 

Conlon & Anderson, 1992), 저체중 출생아의 행동을 안정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에너지

를 감소시킨다(McCain, 1992). 국내에서는 노리개 젖꼭지를 이용하여 미숙아의 통증

을 감소시키는 연구가 시행되어 그 효과를 입증하였고(윤영훈, 노영일, 김은영 & 박

상기, 2004; 전애숙, 권영미, 박성미 & 하순옥, 2005;  김미진 & 최미혜, 2006), 순

한 행동양상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다(박진희 & 박호란, 2007). 

  이상의 연구들은 다양한 자극을 통한 발달 간호의 효과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

지만 일상적인 간호업무에서 치료에 집중되거나 가볍게 생각되어 간과하거나(전애숙, 

2005) 지식 부족, 연구능력 부족, 동기 부족(이지은 & 박명화, 2011; 유재용, 2012)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 비용 및 시스템에 한 지원 부족, 간호조직의 낮은 자

율성과 제한된 권한, 엄격한 조직문화 및 환경의 제약(이지은 & 박명화, 2011; 

Solomons & Sprose, 2011), 다양한 의료직종 간의 상호이해와 협조부족(유재용, 

2012; 박동아, 2014) 등으로 근거에 적절한 발달 간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이와 같이 영아 발달 간호는 성장 발달에서 중요한 시기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아

에게 적절한 발달 간호를 제공하여 부정적 자극과 성장 발달의 지연을 줄일 수 있고 

치료에도 효과적이므로 일회성이 아닌 매일의 일상 업무로 간호 수행 시에 활용 할 

수 있는 영아 발달 간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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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 간호 역량

  간호 실무에서 간호역량의 개념은 1990년 부터 역량기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두되면서 간호사의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

아지기 시작하였다(Cowan, Norman & Coopamah, 2005). 간호사에게 있어서 간호역량은 

실무현장에서 부여된 직위에 따라 적절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식, 기술, 판단, 

능력을 통합하는 개인 내적 자질을 의미한다(Campvell & Mackay, 2001). 

  김정순(2015)은 미숙아 생존율 및 성장발달 합병증 증가로 미숙아 성장발달을 지지

하는 간호의 중요성이 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사의 발달지지 간호 역량은 매우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였다. 김미예(2010) 또한 미숙아의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동

안 간호사는 입원환경과 발달상의 요구, 기질 및 상태에 민감해야 하고, 신체적, 심

리사회적, 신경학적 발달을 최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발달 간호를 측정하는 도구와 간호사의 발달 간호 지침의 부분은 NIDCAP을 기반

으로 하는데, 신생아의 개별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발달 상태를 사정하고 적절한 감각

자극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써(Solhaug, Bjork & Sandtro, 2009) 호흡, 피부색, 운

동기능, 얼굴표정, 전체적인 상태, 자세, 제공한 간호, 주변 환경 등을 기록하여 환

경 관리나 긍정적인 감각 자극에 해 가족과 함께 계획하고 수행하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간호사와 가족은 치료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가족을 지지할 수 있게 된다

(Wallin, 2009). 국내 아동전문간호사의 직무기술서 또한 신체/운동, 사회심리, 인지

도덕의 성장발달상태 확인하고 발달 단계별 건강교육 계획을 수립,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 개발, 시행, 평가하며 부모/주 양육자와 면담 등의 발달 간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발달 간호 역량의 주요 속성은 부정적 자극을 감소하고 긍정적 자극을 제공

하는 것, 영아의 행동을 기반으로 발달 상태를 이해하고 간호를 계획하는 능력, 부모

/주 양육자에게 교육과 지지를 제공, 관련 의료진과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간

호사 개인의 노력(Atun-Einy & Scher, 2008; 김정순, 2015)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간호 역량을 연구한 내용을 보면 정보 역량(김현 & 김미영, 2013; 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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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정의 & 양승경, 2016), 임상 등급에 따른 간호 역량(박미란 & 김남초, 2014; 

조명숙, 조용애, 김경희, 권인각, 김미순 & 이정림, 2015), 관리 역량(이선미, 1997; 

변혜숙 & 장금성, 2000), 문화적 역량(박명화 & 박은아, 2013; 손현미, 제민지 & 이

병준, 2014; 박소영, 2016)은 있으나 영아 상자에 한 발달 간호 역량에 한 연

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 영아의 발달 간호 역량과 관련된 측정도구는 없으며, 미숙아 상으

로는 김정순(2015)가 개발한 미숙아 발달지지 간호역량 측정도구가 있다. 발달 간호

에 한 측정 내용으로는 주로 소음정도, 빛의 세기, 미숙아의 체중변화, 활력징후 

변화, 수면주기 변화, 통증 관리, 어머니의 자신감 등으로 간호사의 실무 수행 능력 

및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및 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추후 다양한 연구시도 및 관

심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은 성장 발달 간호의 중요성이 두되고 있는 시점

에서 매우 필요한 자질이며 이를 통해 간호사와 가족은 치료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가족을 지지할 수 있게 되어 영아의 입장에서 병원에서 뿐 아니라 퇴원 후 가정에서

까지 연속적인 발달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아 발달 간호 역량

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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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병원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역량과 

수행정도,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사용한 서술적 조사와 영아 발달 간호

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내용분석 연구이다.

2. 연구 상자

  1) 설문조사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S 상급 종합병원의 소아중환자실, 소아심장외과중환자실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하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간호사를 상으로 자료를 분석 하였다.

  연구 상자 표본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의 양측검

정으로 유의수준(α=.05), 검정력(1-β=.95), 신아영(2011)의 연구에서 역량과 수행

정도 사이의 상관계수(r=0.487)를 근거로 하여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최소 

표본 크기는 48명이 요구되었다. 탈락률을 10%로 고려하여 52명을 목표로 하였다. 총 

58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3부가 회수되었으며, 상자에 부합하지 않은 2부를 제외

하고 본 연구에서는 5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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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상자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상자 중 장금성(2000)의 임상경

력개발모형에 따라 초보자 단계(입사 후 1년) 2명, 상급 초보자 단계(2년차~3년까지) 

1명, 유능한 단계(4년차~6년까지) 2명, 숙련 단계(7년차 이상) 1명 총 6명의 간호사

를 목적적 표본 추출하였다. 

3. 연구 도구

  1) 영아 발달 간호 역량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순(2015)의 미숙

아 발달지지 간호역량 도구를 토 로 하여 연구 내용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이 

도구는 19문항이며 발달지지영역, 부모지지영역, 상호작용영역, 비판적사고영역, 전

문성개발영역, 파트너십영역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을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후 소아중환자실 파트장 1인, 소아중환자실 경력 교수 1인, 소아중환자실 경력 

아동전문간호사 3인으로 구성된 5명의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 결

과 내용타당도가 .80 이하인 ‘나는 간호를 계획할 때 최 한 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다.’, ‘나는 영아의 문제에 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성장발달을 고려한다.’, ‘나

는 상반된 의견을 가진 타인에게 기분 상하지 않게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3문

항을 제외하고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원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83 이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2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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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아 발달 간호 수행정도와 중요도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수행정도와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

가 문헌고찰을 토 로 아동간호학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아 발달 자극 영역을 하위 7

개 영역 성장발달사정, 청각자극, 시각자극, 촉각자극, 전정감각자극, 비영양 흡철자

극, 운동자극으로 분류하였고, 각 유형의 방법을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소아중환자실 파트장 1인, 소아중환자실 경력 교수 1인, 소아중환자실 경력 

아동전문간호사 3인으로 구성된 5명의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 결

과 내용타당도가 .80 이하인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흔들의자를 적용한

다.’ 2문항을 제외하고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아 발달 간호 수행 문항에 해 4점 Likert 척도로 수행정도는‘전혀 수행하지 

않는다’(1점), ‘ 체로 수행하지 않는다’(2점), ‘ 체로 수행한다’(3점), ‘항

상 수행한다’(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중요도는 ‘전

혀 중요하지 않다’(1점), ‘ 체로 중요하지 않다’(2점), ‘ 체로 중요하다’(3

점), ‘매우 중요하다’(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정도의 Cronbach's α=.74, 중요도의 Cronbach's α=.87 였다. 

 

  3) 일반적 특성

  간호사의 연령, 성별, 학력, 간호사 경력, 소아중환자실 임상경력, 출산 경험의 일

반적 특성과 영아 발달 관련 교육 이수 경험과 근무 시 담당하는 평균 환아의 수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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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연구승인을 받은 후, 2017년 3월 

22일 부터 4월 5일까지 서울 소재 S 상급 종합병원 소아중환자실, 소아심장외과중환

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이루어졌다. 

  1) 설문조사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에 소재한 S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본부와 소아중환자실, 소

아심장외과중환자실 파트장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진행 협

조 및 승인을 얻은 후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익명성, 비밀유지, 자발적 참여, 이

득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에 한 의문이 있는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자가 재방문

하여 응답한 설문지를 회수 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상자에게는 1500원 상당의 

구강 청결제를 답례품으로 제공 하였다.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

였다.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인터뷰를 위해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익명성, 비밀유지, 자발적 참여, 이득, 자

료수집 방법(녹음과 기록)에 한 정보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구조화된 면담 문장을 이용해 인터뷰는 한 그룹을 1회에 걸쳐 연구자가 진행하였고 

장소는 조용하고 상자들이 익숙한 중환자실 내 회의실을 이용하였다. 시간은 략 

90분 정도가 소요 되었으며 인터뷰 후 5000원 상당의 커피 교환 쿠폰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 15 -

  인터뷰 질문은 Krueger & Casey(2000)가 제시한 방식으로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 

질문, 마무리 질문의 4가지 종류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표 1>.

  인터뷰 시작과 함께 2 의 녹음기를 활용하여 녹음을 진행하였고, 인터뷰 중 내용

이나 논의사항을 간단히 연구자가 기록하였다. 인터뷰가 끝난 후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가 전사하였으며, 각 상자에게 코드 번호를 부여하였다. 

<표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시간 질문 방식 질문 내용

5분 도입 질문 최근에 근무하면서 행복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5분 전환 질문 소아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는 발달 간호에 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70분 주 질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

떤 발달 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발달 간호를 계획하기 위해 어떤 요인(개인적, 환경적, 정책

적, 기타)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발달 간호 수행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분 마무리 질문 저의 요약이 적절하였습니까?

지금까지 소아중환자실 영아 발달 간호의 장애요인에 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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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1) 설문조사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dow 22.0 이용하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

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 검정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방법

  인터뷰 내용은 서술적인 자료를 주제와 주요 개념에 따라 조직하고 통합하는 과정

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Polit & Beck, 2012). 연구자는 

녹음된 파일과 기록, 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 중 의미 있는 자료를 추

출하여 비교, 분류하고 주요 내용과 범주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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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S 상급 종합병원 기관연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IRB File No. SMC 2017-02-133-001)을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

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목적을 포함한 정보 활용 동의서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상자는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제공된 봉투에 넣어 봉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나이, 성별, 학력, 임상 경력, 출산 경험, 교육 이

수 경험)의 개인 정보만 수집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상자 선정은 상자의 자

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터뷰 내용의 전사 시 각 상자를 코드번호로 구

분하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코딩된 자료와 설문지, 필

사 자료, 음성파일은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파일에 저장하였고, 연구 종료 후 

10년 간 보관하고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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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총 51명으로 연구 상자인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

성은 <표 2>과 같다. 

  상자의 평균 연령은 28.06±3.88세이며, 상자 51명(100%)모두 여성이었다. 학

력은 학(학사) 졸업이 44명(86.3%), 학원(석사) 졸업이 7명(13.7%) 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70.25±54.48개월, 소아중환자실 임상경력은 평균 58.94±38.24개월

이었다.

  근무 하면서 영아 발달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상자는 38명

(74.5%), 있다고 응답한 상자는 13명(25.5%)으로, 있다고 응답한 상자의 교육 주

제는 주로 컨퍼런스 때 시행한 소아의 발달 과정과 신체 계통별 특성이었다. 근무 시 

담당하는 평균 환아의 수는 2.03±.16명이었다. 상자 중 출산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상자는 전체 중에서 4명(7.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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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자의 일반적 특성

(N=51)

특성 구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범위

연령 28.06±3.88세 23-41세

학력 졸(학사)

학원 졸(석사)

44 (86.3)

7 (13.7)

총 임상경력 12개월 미만

12~36개월

37~72개월

73개월 이상

7 (13.7)

8 (15.7)

21 (41.2)

15 (29.4)

70.25±54.48개월 4-180개월

소아중환자실

임상경력

12개월 미만

12~36개월

37~72개월

73개월 이상

7 (13.7)

9 (17.6)

23 (45.1)

12 (23.5)

58.94±38.24개월

4-145개월

교육이수경험 없음

있음

38 (74.5)

13 (25.5)

출산 없음

있음

47 (92.2)

4 (7.8)

담당 환아 수 2.03±.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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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아 발달 간호 역량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은 발달지지영역, 부모지지영역, 상호

작용영역, 비판적 사고영역, 전문성개발영역, 파트너십영역의 6개의 하부영역으로 구

분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하부영역에서 발달지지영역이 평점 평균 3.42±.38로 

가장 높았고, 전문성개발영역이 2.45±.45로 가장 낮았다. 문항 별 분석에서도 발달

지지영역의 문항인 ‘나는 영아의 자세지지를 위해 담요나 베개 등을 발달매트로 활

용한다.’가 3.53±.54로 가장 높았고, 전문성개발영역의 문항인 ‘나는 영아 간호와 

관련된 교육 및 학술 회에 자발적으로 참석한다.’가 2.16±.64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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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아 발달 간호 역량

(N=51)

하부

영역

문

항

평점평균

±표준편차
문항

평점평균

±표준편차

발달지지

영역

4 3.42±.38 나는 간호할 때 영아에게 눈 맞추기, 

쓰다듬기와 같은 감각적 자극을 준다.

3.37±.49

나는 영아가 울거나 사지 떨림 등이 보

일 때 편안함을 위한 지지를 한다.

3.35±.48

나는 영아의 수면주기에 따라 빛을 줄

여 어두운 환경을 조성한다.

3.43±.57

나는 영아의 자세지지를 위해 담요나 

베개 등을 발달매트로 활용한다.

3.53±.54

부모지지 

영역

2 2.92±.46 나는 가능한 면회시간동안 부모와 함께 

있으려고 노력한다.

3.16±.46

나는 영아의 발달에 한 부모의 관심

정도에 해 질문한다. 

2.69±.73

상호작용

영역

3 3.27±.39 나는 수유할 때 영아의 반응을 관찰하

며 수유방법을 조정한다.

3.25±.52

나는 간호사로서 내가 돌보는 영아의 

상태에 해 책임감을 느낀다.

3.45±.54

나는 영아가 자신에 해 표현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3.11±.55

비판적 

사고영역

2 2.89±.45 나는 성장발달관련 지식을 영아 간호에 

활용한다.

3.06±.51

나는 간호에 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성장발달사항을 고려한다.

2.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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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아 발달 간호 역량

(N=51)

하부

영역

문

항

평점평균

±표준편차
문항 평점

전문성 

개발영역

3 2.45±.45 나는 간호할 때 관련문헌이나 연구결과

를 활용한다.

2.57±.57

나는 양육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교육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2.63±.69

나는 영아 간호와 관련된 교육 및 학술

회에 자발적으로 참석한다.

2.16±.64

파트너십

영역

2 3.25±.43 나는 영아의 발달지지를 위해 동료간호

사 및 의사와 정보를 공유한다.

3.08±.59

나는 영아에 한 중요한 정보는 부모

와 공유한다.

3.43±.50

총점 16 평점평균±표준편차 3.06±.27

평균±표준편차 49.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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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아 발달 간호 수행정도와 중요도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는 성장발달사정, 청각자극, 시각자극, 촉각

자극, 전정감각자극, 비영양 흡철자극, 운동자극의 7개의 하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수

행정도와 중요도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하부영역으로 비교해봤을 때 수행정도는 청각자극이 3.33±.47로 가장 수행정도가 

높았고, 성장발달사정이 2.66±.60로 가장 수행정도가 낮았다. 중요도는 시각자극이 

3.54±.43로 가장 중요도가 높았고, 전정감각자극이 3.06±.65로 가장 중요도가 낮았

다.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수행정도는 운동자극인 ‘자세를 조절한다.(측위, 복위 

등)’3.65±.48로 가장 수행정도가 높았고, 성장발달사정인 ‘발달 상태를 사정한

다.(발달도구평가 등)’와 촉각자극인 ‘마사지를 시행한다.(캥거루 케어 포함)’이 

2.33±.71로 가장 수행정도가 낮았다<표 5>. 중요도는 청각자극인‘영아의 이름을 불

러주며 이야기한다.’3.67±.48로 가장 중요도가 높았고, 전정감각자극인‘안아서 흔

들어준다.’가 3.06±.65로 가장 중요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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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영아 발달 간호 수행정도와 중요도

(N=51)

하부영역 문항
평점평균±표준편차

수행정도 중요도

성장발달사정 2 2.66±.60 3.39±.47

청각자극 2 3.33±.47 3.46±.45

시각자극 2 3.32±.43 3.54±.43

촉각자극 2 2.67±.45 3.33±.41

전정감각자극 1 2.80±.66 3.06±.65

비영양 흡철자극 2 3.10±.56 3.22±.50

운동자극 2 3.22±.48 3.48±.47

평점 총점 13 3.03±.28 3.37±.34

총점 39.39±3.70 43.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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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수행정도와 중요도 문항별 분석

(N=51)

하부영역 문항
평점평균±표준편차

수행정도 중요도

성장발달사정 성장상태를 사정한다.

(계측, 영상, 검사 등)

2.98±.68 3.49±.50

발달 상태를 사정한다.

(발달도구평가 등)

2.33±.71 3.29±.54

청각자극 음악이나 동화를 들려준다. 3.16±.61 3.25±.56

영아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야기한다. 3.51±.54 3.67±.48

시각자극 빛을 줄여 어두운 환경을 조성한다. 3.33±.52 3.51±.54

발달 연령에 맞는 모빌, 책, 장난감 

등을 보도록 한다.

3.31±.55
3.57±.50

촉각자극 마사지를 시행한다.

(캥거루 케어 포함)

2.33±.71
3.18±.43

발달 연령에 맞는 인형, 장난감, 블

록 등 만지고 가지고 놀도록 한다.

3.00±.49
3.49±.50

전정감각자극 안아서 흔들어준다. 2.80±.66 3.06±.65

비영양 흡철자극 노리개 젖꼭지를 적용한다. 3.55±.50 3.33±.59

구강 마사지를 시행한다. 2.65±.93 3.10±.64

운동자극 자세를 조절한다.(측위, 복위 등) 3.65±.48 3.51±.54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시행한다. 2.78±.67 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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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1) 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발달간호역량의 차이

  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의 평균은 학원 졸업(석사이상)이 52.43±4.35로 졸(학사)

의 48.45±4.17보다 높았고(t=-2.330, p=.024), 총 임상경력(F=5.194, p=.004), 소아

중환자실 임상경력(F=4.678, p=.006)이 높을수록 평균점수가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

했다. 

  총 임상경력의 4그룹 간의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Scheffe  

사후비교한 결과 12개월 미만과 73개월 이상의 경력(p=.050), 37~72개월과 73개월 이

상의 경력(p=.010)을 가진 간호사가 유의하게 역량이 높았다. 소아중환자실 임상경력 

4그룹 간의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Scheffe 사후비교한 결과 

12개월 미만과 73개월 이상의 경력(p=.046), 12~36개월과 73개월 이상의 경력

(p=.041), 37~72개월과 73개월 이상의 경력(p=.030)을 가진 간호사가 유의하게 역량

이 높았다. 즉, 73개월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는 72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보다 발달 간호 역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교육이수경험과 출산경험에서 있음이 없음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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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의 차이

(N=51)

  * 
p<.05,   

** 
p<.01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학력 졸(학사) 48.45±4.17 -2.330 .024
*

학원졸업(석사이상) 52.43±4.35

총 임상경력 12개월 미만
a 47.14±2.27 5.194 .004

**
a<d

*

12~36개월
b 47.75±3.49

37~72개월
c 47.71±3.64 c<d

**

73개월 이상
d 52.33±4.90

소아중환자실 12개월 미만
a 47.14±2.27 4.678 .006

**
a<d

*

임상경력 12~36개월
b 47.44±3.39 b<d

*

37~72개월
c 48.26±4.09 c<d

*

73개월 이상
d 52.67±4.72

교육경험 없음 48.85±3.24 -0.146 .885

있음 49.05±4.74

출산경험 없음 48.66±4.20 -1.959 .056

있음 53.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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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발달 간호 수행정도의 차이

  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발달 간호 수행정도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일반적 특성의 모든 변수에 따른 영아 발달 간호 수행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학원 졸업(석사 이상)의 경우 39.86±3.67로 졸(학사)의 

39.32±3.74 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교육유무, 출산유무에서도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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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발달 간호 수행정도의 차이

(N=51)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학력 졸(학사) 39.32±3.74 -0.355 .724

학원졸업(석사이상) 39.86±3.67

총 임상경력 12개월 미만 40.14±2.91 1.365 .265

12~36개월 39.75±2.71

37~72개월 38.19±3.80

73개월 이상 40.53±4.12

소아중환자실 12개월 미만 40.14±2.91 1.287 .290

임상경력 12~36개월 39.44±2.69

37~72개월 38.39±3.71

73개월 이상 40.83±4.47

교육경험 없음 39.26±3.83 -0.422 .675

있음 39.77±3.42

출산경험 없음 39.30±3.82 -0.620 .538

있음 40.5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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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발달 간호 중요도 차이

 

  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발달 간호 중요도 차이는 <표 8>과 같다.

  일반적 특성의 모든 변수에 따른 영아 발달 간호 중요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교육경험, 출산경험의 경우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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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발달 간호 중요도 차이

(N=51)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학력 졸(학사) 44.07±4.49 0.678 .501

학원졸업(석사이상) 42.86±3.58

총 임상경력 12개월 미만 45.14±4.06 1.207 .317

12~36개월 43.00±3.42

37~72개월 42.86±4.22

73개월 이상 45.27±4.98

소아중환자실 12개월 미만 45.14±4.06 0.701 .556

임상경력 12~36개월 43.44±3.47

37~72개월 43.13±4.22

73개월 이상 45.00±5.43

교육경험 없음 43.87±4.40 -0.093 .926

있음 44.00±4.45

출산경험 없음 43.77±4.30 -0.760 .451

있음 45.50±5.51



- 32 -

5.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역량과 수행정도, 중요도 간의 상관

관계는 <표 9>로 나타났다. 역량과 수행정도의 상관계수가 .362로 다소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9). 역량과 중요도의 상관계수는 

.1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98). 수행정도와 중요도의 상관계수는 

.408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 

  즉, 발달 간호 역량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발달 간호 수행정도가 높고, 발달 간호 

중요도가 높을수록 수행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51)

변수 역량 수행정도 중요도

역량 1.00

수행정도 .362 (p=.009) 1.00

중요도 .183 (p=.198) .408 (p=.0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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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커스 그룹 인터뷰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장애요인에 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

행하였고, 상자는 S 상급 종합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6명의 간호사로 일

반적 특성은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포커스 그룹 인터뷰 상자의 일반적 특성

식별

코드
학력 경력

발달 간호 

교육 경험
출산 경험

A 졸 10개월 유 무

B 졸 10개월 유 무

C 석사과정 중 4년 10개월 무 무

D 졸 4년 8개월 무 무

E 졸 3년 11개월 유 무

F 석사 10년 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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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석을 통해 영아 발달 간호에서의 장애요인을 10개의 내용으로 도출하고, 이를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책적 요인, 기타의견의 4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각 내용

의 중복응답 비율을 <표 11>에 제시하였다. 지식/교육 부족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으

며, 장비부족과 업무부담으로 인한 시간부족이 그 뒤를 이어 영아 발달 간호 장애요

인으로 많이 언급 되었다. 

<표 11> 영아 발달 간호 장애요인

(N=6, 중복응답)

영역 범주 내용 실수 (%)

장애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책적 요인

기타

지식/교육 부족

경험부족

면회시간 제한

안전문제

장비부족

보험, 수가 문제

인력부족

업무부담으로 인한 시간부족

신규간호사의 눈치

타 의료진의 인식부족

9 (20.45)

2 (4.55)

4 (9.09)

4 (9.09)

7 (15.91)

2 (4.55)

4 (9.09)

7 (15.91)

3 (6.82)

2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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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1. 개인적 요인

  내용1. 지식/교육 부족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습득과 임상현장에서의 적용이 쉽지 않고, 적절한 교육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교과서적 지식 바탕으로만 중재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요.” (C)

“각 연령별 발달 상태를 모두 알고 있기에 양이 많고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 확신

이 어려워요. 그래서 발달과정에 맞춰 각기 다른 중재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학회나 컨퍼런스의 여부도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A)

“저도 환아 연령에 따른 정상 발달에 한 지식 부족 및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주로 급성기의 환아를 보다 보니 거의 90%이상 발달 상태가 저조하여 정상정

인 발달 영아를 보기 힘들고 전문적인 중환자 care에 관한 지식은 접하기 쉽고 교육

은 많이 하나 그 외 정상적인 영아 발달에 해서는 교육의 기회가 적은 듯 느껴져

요. ” (E)

“지식적 부분이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게 경험적으로 습득 하는 것도 있

긴 하지만 부모가 되려면 온갖 책들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교과서로만 배우지만 보호

자들은 미디어가 잘 되어 있어서 간호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자료들이 풍부함에도 

불고하고 접하지 못해서 지식적인 부분의 차이가 환자에게 해 줄 수 있는 차이가 되

는 것 같아요.” (F)

“병원에서 연차가 조금 지나야 소아청소년 과정을 듣는데, 오히려 초반부터 이런 발

달단계 교육을 받았더라면 오히려 근무 중에 효율적으로 적용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몰라서 놓쳐왔던 것 같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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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과정 하니까 생각났는데, 병원 내에서 있는 교육도 질병중심의 교육이

지 아이들의 발달에 한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F)

“예를 들어 콧물이 나면 어떻게 해야해 이런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발달이 이다

음에 무엇인지 모르는 거에요. 아이가 몇 개월인데 아직 이런 발달을 못해 이랬을 때 

이거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을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 모르는 그

런게 많아요. 그러다보니 해줄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아청소년 과정에도 

이런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E)

“오히려 병원에서의 교육보다 작년에 신규 컨퍼런스에서 소아의 정상 성장발달을 강

의 들어서 조금 알았어요.” (B)

“아기를 단순히 vital sign이나 정규 업무 이런 것에 focus를 두었지, 아이들의 발

달단계 이런 것을 생각하는게 업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시간

이 남으면 부가적으로 감싸도 주고 흔들어도 주겠지만, 시간이 남을 때 이야기지 기

본적으로 업무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cting이 끝나면 다른 

선생님을 도와드린다거나 그런게 오히려 환자에게는 필요한 것을 놓치는 것 일수도 

있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식을 안했기 때문에 놓쳐왔던 것 같아요.” (A)

  

  내용2. 경험부족

“저는 출산경험이 있으니 그 시기의 아이를 키워봐서 경험을 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은 미혼이고, 조카나 동생으로만 경험했을텐데, 이

런 경험의 차이도 해줄 수 있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F)

“아기를 싸는 것 하나도 경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이불로 아기

를 감쌀 때 몇 번이나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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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2. 환경적 요인

  내용3. 면회시간 제한

“저는 약간 면회를 충분히 하는 것에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위

험한 일이 있기 전에 보호자가 치료에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

았고,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NICU처럼 의자 가져다 놓고 

캥거루 케어하고 이런 것과 달리 너무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있는 면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C)

“면회시간이 제한되어 아이들이 오히려 불안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호자가 

있다 없다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혼란을 가중 시킬 수도 있구요.” (D)

“보호자와 함께 있는거, 분리불안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보호자와 분리시키지 않고 중증 케어를 할 수 있는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

로 매우 힘들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가야하기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

게는 부모만큼 또 좋은게 없으니까요.” (F)

“면회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는 것이 아이들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부모님들 또

한 그들의 발달과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과 아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시기에 형성하는 애착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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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4. 안전문제

“각종 관의 제거 위험성 때문에 면회시간에도 침  높이, side rail도 내리지 마시

고 이런게 너무 보호자와 환아의 interaction을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 인 것 같아

요.” (E)

“좀 더 면회시간에 보호자가 환아를 편하게 보도록 의자를 갖다드리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감염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제한되는게 아쉬워요.” (C)

“아이들은 붙잡고 일어서는 것 자체가 그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근육 발달인데 우

리가 너무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해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아버리잖아

요.” (F)

“아이들의 관을 빠지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억제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관을 감

싸거나 닿지 않게 하는 주머니나 물품이 개발되어서 아이들이 만지고 빨고 이런 움직

임을 덜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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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5. 장비부족

“side rail이 높은 소아 침 ! 소아 침 가 있어서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아이면 붙

잡고 서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아이의 성장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F)

“병원에 젖꼭지 종류가 2개 밖에 없는 것에 참 시 를 못 따라가고 부족한 것이 아

닌가 생각해요.” (E)

“가끔 보호자들이 소아중환자실인데 왜 젖병소독기 하나 없느냐, 이런 것들. 저희도 

난감해요.” (E)

“병원 차원에서도 치료 중재에 필요한 의료기기 외 발달 자극 관련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빌이나 동화책, 음악 등 보호자가 물품을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엔 

수행하기가 들어요.”  (C)

“어떤 자리는 wifi가 되고 어떤 자리는 안되고 이런 것도 그렇고, TV도 4~5명이 1개

로 보고 그런게 아쉬워요. 이용할 수 있는 매체 같은 것도 많은데 이런 놀면서 학습

하는 것들, 그런 환경도 부족해요.” (D)

“TV가 각 존에 1개씩뿐이라 틀어도 뽀로로 틀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환아들 개개인

에게는 맞지 않는 상황이죠.” (A)

“또 뭔가 애들 발달 정도를 사정하려고 해도 표준화된 방법 또는 도구가 없고 병동 

내에서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만약 필요한 발달 사정 도구는 전산화되면 

활용도 높을 것 같아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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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3. 정책적 요인

  내용6. 보험, 수가 문제

“우리가 발달 간호를 한다고 해서 수가를 책정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구요.” (E)

“물건 하나라도 쓰면 자꾸 삭감된다고 하니까 물건을 제 로 쓸 수 없는 것도 문제

인 것 같아요. 보험이나 수가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발달 간호가 중환자

실 상급 실무로 인정되지 않아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요.” (F)

  내용7. 인력부족

“소아 재활 선생님이 턱도 없이 부족해요. 보호자들이 재활에 해서 질문하거나 요

청해도 해 줄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E)

“재활 선생님이 자주 바뀌고 인력이 없어서 자주 오시지도 못하니까 낯가리고 울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D)

“시간 여유가 많지 않아 아이들의 발단관련 중재를 시행할 수 없어요. 시간부족이라

고 해야 할지 인력부족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소아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C)

“인력이 부족해서 발달 간호를 못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인 것 같아요.” (E)



- 41 -

  내용 8. 업무부담으로 인한 시간부족

“아기가 손 타면 계속 안아줘야 하고 다른 간호에 부담이 돼서 힘들어요.” (A)

“환자의 발달에 맞추어 필요한 요구를 제공하고 싶지만 다른 담당 환자의 시술 처치

로 원하는 만큼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진짜 마음은 가득한데 밀린 업무로 routine

외의 간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C)

“맞아요, 발달 간호가 다른 일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업무 할 때 

일단 정규간호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 상 적으로 발달 간호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바쁠 때는 생략 1순위구요.” (E)

“선임을 보거나 병동 전체가 바쁠 경우에는 오히려 제 담당 환아에게 집중하기 힘들

어요. 정규간호활동이나 투약하고 추가 처방확인하고 수행하고 이런 것에 시간이 할

애되는 것 같아요.” (D)

“저도 아직 평상시 routine 업무도 벅차서 근무 시간 내에 발달 간호는 수행하기 어

려워요.” (B)

“기본적인 간호 업무 외에도 추가적인 업무가 많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중재를 추가

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워요. 환경 정리, 물품 정리 다 좋은데 정작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제 로 된 평가나 중재를 하기는 어려워요” (F)

“근무 형태나 회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이들은 낮에 깨어서 노는데, 정작 

낮에는 우리는 추가되거나 일상적인 업무에 너무 바빠요. 추가 업무가 적게 주어진다

거나, 발달 간호를 하는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어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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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4. 기타 요인

  내용9. 신규간호사의 눈치

“처음에 저는 신규이고, 눈치도 보이고 했어요. 일하는게 아니라 노는 것 같아 보이

고 해서, 딸랑이 흔들어 주고 있다가 누가 오시면 멈추고 이랬었거든요. 면회도 조금 

오래하면 제재를 해야할 것 같고 이런게 아직 막내라서 눈치가 보이네요.” (B)

“놀아주는게 시간이 남아서 놀아주는,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안 쓰고 왜 그러고 

있냐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눈치가 보여요.” (A)

“아직 신규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이런 업무적인 간호활동이 아니라 발달중재를 하

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선을 긋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그렇지만 시간이 

남으면 다른 곳 도와주러 가야지 여기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F)

  내용10. 타 의료진의 인식부족

“진료과와 간호사의 gap, 발달중재나 치료적 파트너십을 생각하는게 전혀 다른 것들

이 있어요.” (F)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질병에 

해서만 아니까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 이유식을 처음 먹는 아이가 당연히 안 먹고 뱉

을 텐데, 삼킴 검사나 다른 검사 할 생각을 하거나, 이유식으로 칼로리 채우자고 하

는 생각이 너무 무지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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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의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을 상으로 영아 

발달간호에 한 역량과 수행정도, 중요도를 파악하고,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장애요인을 심층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

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영아 발달 간호 역량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인 김정순(2015)의 결과에서 발달 간

호 관련 교육 경험 중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받지 않은 간호사보다 높았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녀가 있는 집단의 평균값도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측

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지만 출산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높았으며, 교육 이수 경험에서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평균을 가지는 것과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발달 

간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발달 간호와 관

련된 보수 교육 등 연수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간호 역량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임상 경력이 제시된다(김성란, 1994; 

김소인 & 김정아, 1997; 이미정, 2002; 이효진, 2014). 김정순(2015)의 연구에서도 

임상경력에 따라 발달 간호 역량이 차이를 보였는데 신생아 중환자실 임상경력이 7년 

이상의 숙련된 단계가 가장 높았으며, 4~6년의 경력보다는 3년 이하가 높게 측정되었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총 임상경력이나 소아중환자실 임상경력

이 영아 발달 간호 역량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총 임상경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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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7~72개월의 경력보다는 12~36개월의 경력이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임상경력은 

짧지만 점차 조기 발달 간호의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부에서 교육 받은 발달 간

호에 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낮은 임상경력 기간에 비해 발달 간호 역량이 높게 측

정된 것으로 생각한 김정순(2015)의 연구에 뒷받침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달 간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수교육의 중요성

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73개월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는 그 이하의 임상경력

을 가진 간호사보다 발달 간호 역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처럼 역량이 높

은 임상경력이 많은 간호사들이 계속 임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정

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을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발달지지요인에 해당하는 감각적 

자극을 주거나 편안함을 위한지지, 환경조성에는 역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

상 간호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중재들로 추가적으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와 반 로 간호할 때 관련문헌이나 연구결과를 활용하거

나 간호사의 교육 및 관련 학술 회에 참석한다는 전문성개발요인의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효숙(2010)에 의하면 간호사는 양질의 간호 제공과 자신의 경력 

및 역량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높은 교육 참여욕구는 전문직으로서 간호사 위상 발

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전문성개발요인을 

높이기 위해 근거 중심 실무 활동이나 학술 회 참석을 격려하고 시간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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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아 발달 간호 수행정도와 중요도

  본 연구에서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는 수행정도와 중요도로 확인하

였을 때, 중요도는 높았으나 간호사가 인지한 중요도에 비해 수행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잘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정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문항들을 살펴보면, ‘발달 상태를 사정한다.(발달

도구평가 등)’, ‘마사지를 시행 한다(캥거루 케어 포함).’, ‘구강마사지를 시행 

한다.’, ‘안아서 흔들어준다.’이다. 이 중 ‘안아서 흔들어준다.’의 경우 간호사

들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다수에게서 받았고, 중요도도 가장 낮은 항목이었다. 이는 전정감각자극에 한 지식

부족과 적절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여겨진다. 이 외의 다른 문항의 경우에도 마사지 

시행과 발달 상태 사정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추후 발달 간호에 한 가이드

라인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주어진다면 수행정도와 중요도가 올라갈 것

으로 생각된다.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정도가 낮은 문항은,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시행한다.’, 

‘발달 연령에 맞는 인형, 장난감, 블록 등 만지고 가지고 놀도록 한다.’이다. 이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시간을 들여 수행해야 하는 발달 간호 항목으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수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영아 발달 간호의 장애요인에서도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시간부

족이 많은 의견을 차지했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환자에게 발달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된다면 수행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수행정도와 중요도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 있는 변수는 없었으나, 교육이수경험, 출산경험에서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수행정도와 중요도가 높았고, 총 임상경력에서도 높을수록 수행정도와 중요도

가 높았다. 이는 영아 발달 간호 역량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었고, 많은 임상경력과 

역량 습득을 통해 간호 수행정도를 발전(강경자, 김은만 & 류세앙, 2011)시키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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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역량

과 수행정도, 중요도 간의 상관관계에서도 발달 간호 역량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발달 

간호 수행정도가 높고, 발달 간호 중요도가 높을수록 수행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난 것으로 보았다. 여러 연구(송정희 & 문명자, 2008; 심미경 & 손선영, 2012; 김

미영, 2013)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발달 간호 수행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달 간호

의 역량과 중요도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3. 영아 발달 간호 장애요인

  본 연구에서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장애요인에 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이를 10개의 내용으로 도출하고,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

책적 요인, 기타의 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지식, 교육, 경험 부족을 내용으로 하였는데, 이소정(2017)의 

연구에서는 발달 간호의 장애요인을 통제하는 개인의 능력을 조사하였는데,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지은 & 박명화(2011)

와 유재용(2012)의 연구에서도 간호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지식 부족, 연구능력 부족, 

동기 부족이 확인되었다. 즉, 지식, 교육의 부족이 발달 간호의 장애요인으로 본 연

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과도 일치하였다. 개인적인 장애 요인을 줄이기 위해 

발달 간호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교육적 중재가 필요하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면회시간 제한, 안전문제, 장비부족을 내용으로 하였는데, 

Nelson et al.(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임종간호의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병원환경영역

에서는 중환자실 공간부족, 면회시간 제한이라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영아 발달 

간호의 환경적 장애요인과 일치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병원들은 감염관

리에 신경 쓰며 면회객과 면회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이런 환경이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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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간호에서 장애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불필요한 면회 문화는 자제하

되 면회하는 보호자의 손 씻기, 보호 장구 착용, 면회 시 주의사항이나 감염관리교육

을 강화하여 면회 시간을 이용해 발달 간호를 시행하는 것도 장애요인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정책적 요인으로는 보험, 수가문제, 인력부족, 업무부담으로 인한 시간부족을 내용

으로 하였는데, 이는 간호사들이 간호의 장애요인으로 임상현장에서의 시간부족과 인

력부족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이은현 & 김혜숙, 2000; Brown, et al., 2009; 유재

용, 2010; 박소희, 2014)과 일치하며, 본 연구에서도 주요 원인으로 포커스 그룹 인

터뷰 시간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며 다뤄졌다. 이는 중환자실의 급박한 환경

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간호를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인력의 배치를 침상  총 간호사의 비율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간호 업무의 경중

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이 소아중환자실 영아 발달 간호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감소하는 영아 인구수를 비하여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아들이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수가 책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많은 연구와 가이드라인 개발이 시급하다. 

  기타 요인으로는 신규간호사의 눈치, 타 의료진의 인식부족을 내용으로 하였는데, 

근거에 적절한 간호 수행의 장애요인으로 간호조직의 낮은 자율성과 제한된 권한과 

엄격한 조직문화 및 환경의 제약(이지은 & 박명화, 2011; Solomons & Sprose, 2011), 

다양한 의료직종 간의 상호이해와 협조부족(유재용, 2012; 박동아, 2014)으로 확인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백기령(2016)은 지속적인 긍정 조직문화 활동으로 개인과 조

직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간호사의 소진 감소와 역량발휘의 요인

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근거에 적절한 발달 간호를 수행하는데 엄격한 조직문화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의료진과 간담회나 협력적인 다학제적 

환자 라운딩(Stephen, 2007)을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으로 의사결정을 공유하고 서로

를 이해하여 영아 발달 간호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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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발달 간호의 주체인 간호사들의 역량과 수행정도, 중요도를 조사하여 

각 요인들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영아 발달 간호 수행 증가를 위해 일상적인 간호 

수행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영아 발달 간호 가이드라인과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

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영아 발달 간호의 장애요인을 조사하여 질적인 간호 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

도록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상자는 일개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로 국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둘째,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의 수행정도를 분석하는 도구의 경우 수행 빈도와 

정기성 등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영아 발달 간호의 수

행정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에서 간호사를 상으로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역량, 수행정도, 중요도

를 분석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를 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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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소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을 상으로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역량과 수행

정도, 중요도, 장애요인을 조사하여 영아 발달 간호에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질

적인 간호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상은 서울 소재 S 상급 종합병원 소아중환자실과 소아심장외과중환자

실 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51명을 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3월 22일부터 2017년 4월 5일 까지였으며 설문지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영아 발달 간호 역량 설문지는 김정순(2015)의 미숙아 발달지지 

간호역량 도구를 토 로 하여, 연구 내용에 맞게 수정한 후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고 

하였다. 영아 발달 간호 수행정도와 중요도 설문지는 연구에 앞서 관련 문헌을 참고

하여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될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아동간호학 전공 교수의 자문

을 구하여 문항을 수정한 후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고 최종적으로 사용될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고, 연구 목

적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영아 발달 간호의 장애요인을 알아보았

고,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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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은 총점 64점 만점에 49.00±4.37   

     점, 평점 4점 만점에 3.06±.27점으로 나타났다. 

  2.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수행정도는 총점 52점 만점에           

      39.39±3.70점, 평점 4점 만점에 3.03±.28이며, 영아 발달 간호 중요도는 총  

      점 52점 만점에 43.90±4.36점, 평점 4점 만점에 3.37±.34로 수행정도보다 중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은 학력        

     (t=-2.330, p=.024), 총 임상경력(F=5.194, p=.004), 소아중환자실 임상경력    

     (F=4.678, p=.006)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 발달 간  

     호 수행정도와 중요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 

  4.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역량, 수행정도 및 중요도 간의 상관관  

     계에서 역량과 수행정도(r=.362, p=.009), 수행정도와 중요도(r=.408, p=.00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역량과 중요도(r=.183, p=.198)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장애요인은 개인적요인(지식/교육 부족,  

     경험부족), 환경적요인(면회시간 제한, 안전문제, 장비부족), 정책적요인(보험/  

     수가문제, 인력부족, 업무부담으로 인한 시간부족), 기타요인(신규간호사의 눈  

     치, 타 의료진의 인식부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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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간호 교육

  병원에 입원한 영아에게 적절한 발달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성장 발달의 지연을 줄

일 수 있고 치료에도 효과적이므로 이를 제공하는 간호사에게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

화함으로써 발달 간호 수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에서도 영아 발달 간호의 장애요인으로 지식/교육 부족이 많은 의견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환자를 간호하는 임상 간호사를 상으로 영아 발달 간호

에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여 간호사의 역량과 중요성을 강화시킴으로

써 영아 발달 간호의 수행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할 것을 제언한다.

2) 간호 연구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체계적인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개발, 적용

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장애요인을 포함한 영아 발달 

간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해 파악하여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

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3) 간호 실무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를 촉진시키기 위해 실무지침서를 만들어 적

용하고, 장애요인을 바탕으로 영아 발달 간호의 업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함으

로써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언한다. 영아 발달 간호를 간호사의 일상

적인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에 해 모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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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부록

1.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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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동의서

 

1)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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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커스 그룹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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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역량, 수행정도, 중요도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 학교 간호 학원 석사과정 남송이 입니다. 

본 설문지는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에 한 역량과 수행정도, 중요도,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영아 발달 간호에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질적인 간호수

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

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비밀과 익명이 보장 

됩니다. 설문지 작성은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설문조사 도중 원하지 않으시면 언제

든 그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동의 건강을 위해 언제나 노력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세 학교 간호 학원 아동간호 석사과정

남송이 드림

연락처: 

이메일:



- 72 -

(1) 일반적 특성

1) 연령: 만 (      )세

2) 성별: ① 남     ② 여 

3) 학력: ① 전문 졸     ② 졸(학사)     ③ 학원 졸업(석사 이상) 

4) 경력: ① 총 임상경력 (      )년 (      )개월

         ② 소아중환자실 임상경력 (      )년 (      )개월

5) 근무 하면서 영아 발달 관련 교육 경험: 

  ① 없음 

  ② 있음 – 체크하셨다면 주제에 해 서술해 주세요.

                                                                            

6) 출산 경험: ① 없음    ② 있음 

7) 근무 시 담당하는 평균 환아의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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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역량

■ 다음은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역량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제시된 문항에 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Ⅴ표시해 주십시오.

번

호
문항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간호할 때 영아에게 눈 맞추기, 쓰다

듬기와 같은 감각적 자극을 준다.

2
나는 영아가 울거나 사지 떨림 등이 보일 

때 편안함을 위한 지지를 한다.

3
나는 영아의 수면주기에 따라 빛을 줄여 어

두운 환경을 조성한다.

4
나는 영아의 자세지지를 위해 담요나 베개 

등을 발달매트로 활용한다.

5
나는 가능한 면회시간동안 부모와 함께 있

으려고 노력한다.

6
나는 영아의 발달에 한 부모의 관심정도

에 해 질문한다.

7
나는 수유할 때 영아의 반응을 관찰하며 수

유방법을 조정한다.

8
나는 간호사로서 내가 돌보는 영아의 상태

에 해 책임감을 느낀다.

9
나는 영아가 자신에 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성장발달관련 지식을 영아 간호에 활

용한다.

11
나는 간호에 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성

장발달사항을 고려한다.

12
나는 간호할 때 관련문헌이나 연구결과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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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는 양육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교육 및 상

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14
나는 영아 간호와 관련된 교육 및 학술 회

에 자발적으로 참석한다.

15
나는 영아의 발달지지를 위해 동료간호사 

및 의사와 정보를 공유한다.

16
나는 영아에 한 중요한 정보는 부모와 공

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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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영아 발달 간호 수행 실태

■ 다음은 소아중환자실에서 영아 발달 간호 수행정도에 해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귀하는 제시된 간호를 최근 수행하는 빈도에 따라 해당 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Ⅴ표시

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수행하

지 

않는다

체로 

수행하

지 

않는다

체로 

수행한

다

항상 

수행한

다

성장발달 

사정

1. 성장상태를 사정한다.

(계측, 영상, 검사 등)

2. 발달 상태를 사정한다.

(발달도구평가 등)

청각자극

3. 음악이나 동화를 들려준다.

4. 영아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야

기한다.

시각자극

5. 빛을 줄여 어두운 환경을 조성

한다.

6. 발달 연령에 맞는 모빌, 책, 

장난감 등을 보도록 한다.

촉각자극

7. 마사지를 시행한다.

(캥거루 케어 포함)

8. 발달 연령에 맞는 인형, 장난

감, 블록 등 만지고 가지고 놀도

록 한다.

전정감각

자극
9. 안아서 흔들어준다.

비영양 

흡철자극

10. 노리개 젖꼭지를 적용한다.

11. 구강 마사지를 시행한다.

운동자극

12. 자세를 조절한다.

(측위, 복위 등)

13.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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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소아중환자실에서 영아 발달 간호 수행의 중요도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제시된 간호의 중요도에 해 해당 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Ⅴ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중요하

지 

않다

체로 

중요하

지 

않다

체로 

중요하

다

매우 

중요하

다

성장발달 

사정

1. 성장상태를 사정한다.

(계측, 영상, 검사 등)

2. 발달 상태를 사정한다.

(발달도구평가 등)

청각자극

3. 음악이나 동화를 들려준다.

4. 영아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야

기한다.

시각자극

5. 빛을 줄여 어두운 환경을 조성

한다.

6. 발달 연령에 맞는 모빌, 책, 

장난감 등을 보도록 한다.

촉각자극

7. 마사지를 시행한다.

(캥거루 케어 포함)

8. 발달 연령에 맞는 인형, 장난

감, 블록 등 만지고 가지고 놀도

록 한다.

전정감각

자극
9. 안아서 흔들어준다.

비영양 

흡철자극

10. 노리개 젖꼭지를 적용한다.

11. 구강 마사지를 시행한다.

운동자극

12. 자세를 조절한다.

(측위, 복위 등)

13.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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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etency, Performance and Perceived Importance 

of Infant Developmental Care by Nurses in the PICU

Nam, Songyi

Child Health Nursing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analysis study which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on infant developmental care and 

performance of quality nursing by analyzing competency, performance, 

importance, and obstructive factors of the infant developmental care of nurses 

in the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The study subjects included 51 nurses in the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and pediatric cardiac surgery intensive care unit in the S general hospital 

located in Seoul, an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from March 22 to April 5, 2017.

  The questionnaire for infant developmental care competency was modified from 

the premature baby developmental support care competency tool developed by 

Jeong soon Kim(2015) to be suitable for our study and the validity of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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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was verified. The questionnaires for the performance and importance of 

infant developmental care were developed by referencing relevant literature to 

collect data, and the questions were modified after consulting with a professor 

of pediatric nursing and the validity of their contents was verifi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From the focus group interview, obstructive 

factors of infant developmental care were examined and analyzed with the 

content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competency of infant developmental care of the nurses in the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was 49.00±4.37 out of a total score of 64 and         

     3.06±.27 based on a 4 point scale.

  2. The performance of infant developmental care of the nurses in the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was 39.39±3.70 out of a total score of 52  

      and 3.03±.28 based on a 4 point scale. The importance of infant          

      developmental care was 43.90±4.36 out of a total score of 52 and         

      3.37±.34 based on a 4 point scale. Hence, importance showed higher       

      scores than performance.

  3. Competency of infant developmental care of the nurses in the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degrees (t=-2.330, p=.024), total      

     clinical experience (F=5.194, p=.004), and clinical experience in the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F=4.678, p=.006). Performance and           

     importance of infant developmental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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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he correlations among competency, performance, and importance of infant   

     developmental care of the nurses in the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showed that competency and performance (r=.362, p=.009) as well as         

     performance and importance (r=.408, p=.003)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competency and importance did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r=.183, p=.198).

  5. The obstructive factors of infant developmental care of the nurses in the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were personal factors (lack of knowledge,    

     education, and experience), environmental factors (limited visit time,     

     safety issues, lack of equipment), political factors (issues of insurance  

     and fees, lack of manpower, lack of time caused by workload), and other    

     factors (pressure of new nurses, lack of understanding by other medical    

     personnel). 

  These results indicated correlations that the nurses with high competency of 

infant developmental care had high performance, and the performance of infant 

developmental care increased as its importance increased. Therefore,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infant developmental care, nursing guidelines for 

infant developmental care that can be used during the performance of everyday 

nursing are required in addition to continuous and effective education 

programs. In addition, the work system of infant developmental care needs to be 

reevaluated based on the obstructive factors so that quality nursing can be 

performed.

Key words: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nurses, Infant, Developmental care,    

Competency, Performance, Importance, Obstructive fa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