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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최근 국내 의료환경은 의학 및 신기술의 발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의 초고속공유화 의료전달체계의 재구,

조화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안전망의 재정비 및 확산 삶, ,

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요구증진 등 많은 변화가 일

어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을2000). , ,

국내 영아사망률을 선진수준인 이하로 감소시키고 영5 ,

아사망의 가장 주요 원인인 조산과 저체중아 관련 장애

와 관련된 예방 및 건강증진적 사업으로 확장하게 되었,

다 이는 년 보건복(Park, Song & Park, 2000). 2001

지부 가족보건사업의 기본 목표인 인구의 자질향상 및‘

가족보건복지의 증진’(Ministry of Health and

에서도 잘 드러난다Welfare, 2001) .

출생 시 체중 미만의 저출생체중아 혹2,500 gram ,

은 재태기간 주미만의 미숙아 발생률은 년37 1996-2000

출생아 명 정도로 나타났다1,000 9.6-9.8 (Bae et al.,

이는 신생아사망과 사산에 대한1997; Ahn, 2000).

의무보고에 대한 행정적 구속력이 미약하고 발생을 추,

구 관리할 수 있는 공적 등록체계가 부재한 현 국내 실

정을 차치하고라도 선진유럽의 가까운 일본의, 4-5%,

에 비하면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다3-4% (US statistics

또한 나날이 발전하는 유전의in Wong, DL., 2001).

공학기술과 생식의료의 질 향상은 극저출생체중아의 생

존을 더욱더 가능케 하는데 이는 미숙과 관련된 뇌출혈, ,

만성호흡기질환 미숙망막증 뇌성마비 정신지연 언, , , ,

어학습행동발달장애 등의 이환율이 증가됨은 자명한

일이다(Ahn, 1998; Blackburn, 1998).

현대사회는 기술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

성을 강조하고 의료의 현장 역시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

회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많은 미숙아.

들을 인공적인 병원환경에서 그들이 속한 가정으로의 조

기퇴원을 격려한다 실제로 오늘날 차 병원의 미숙아. , 3

는 다른 합병증이 없고 안정적 체중증가로 약 2,000

정도 되면 퇴원을 계획한다 이렇게 조기 퇴원gram(g) .

하는 미숙아는 공격적이고도 긴박한 중재를 요하는 급성

중증의 건강문제는 없을지라도 정상적 성장발달을 도모

하기 위한 전문의료인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는 신생아중환아실Choi, Chae & Lee(1999) (neonatal

의 퇴원 후 재입원율을intensive care unit: NICU)

조사한 결과 정상아의 경우 임에 비해 저출생체중12.7%

아의 경우 로 보고하였다 또한, 29.0% . Leonard,

Clyman, Piecuch, Juster, Ballard & Behle(1990)

는 미숙아에 대한 지나친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스트레, ,

스와 비현실적인 기대로 인해 증가된 아동학대빈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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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의. Australia Armstrong, Fraser, Dadds

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신생아와 그 가& Morris(2000)

정에게 가정방문간호를 실시한 결과 부모역할 육아실무,

능력 자녀수용 등의 모아상호애착은 물론 영아의 예방, ,

접종과 외상발생감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

다 이러한 자료는 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환. , NICU

원한 미숙아와 그 가족들의 정상적인 기능회복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

다 미국의 경우 에서 퇴원하는 미숙아와 그 가족. , NICU

은 TIC(transitional infant care: www.almost-

나 방문간호단체home.org) (visiting nurse association:

등에 의뢰되어 전문간호인의 간호중재와www.vna.org)

예방적 관리를 받는다 또한 고위험가정을 조기 발견하.

여 신생아기부터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하와이 주정부 자

치프로그램인 등도 대Healthy Start Program(HSP)

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공적 의(Duggan et al., 2000).

료체계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미숙아들은 조기 발견되

어지고 또 장기적 건강문제는 통합적 방법으로 관리되어

져 각자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달을 도모하,

고 더 큰 건강위험요인을 예방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도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숙아 발생빈도 신생아관련,

질환의 증가 영아사망률에서 신생아사망의 점유율 증가, ,

의 질적 관리 등은 점점 선진화되어 가는 추세에NICU

있으나 막상 이들이 지역사회 내로 조기 퇴원했을 때,

계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공적 의료

체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자.

생된 산후조리원에서의 미숙아사망은 지역사회중심의 미

숙아건강관리체계의 부재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이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에서 조기퇴원하는 미숙아를NICU

포화발견 하여 해당 지역사(saturated identification) ,

회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그 안에서 건강관리와 예방사,

업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거점 미숙아건강관리프로그램

의 개발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자건강관리의.

사회정책흐름을 반영하여 퇴원 후 가정에 복귀한 미숙아

들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을 개발하고 그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사업내용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범.

적으로 적용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모,

자보건의 정책적 목표달성 사업의 전문성 현장수행가능, ,

성 국민의 기본 건강권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증,

을 거쳐 수정보완된 것으로 년부터 전국 보건소2002

에서 확대 실시되어야 하는 미숙아 저출생체중아 선천, ,

성이상아 등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의 일 모델이 될 것이

다 이에 그 구체적인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의 목적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본 연구는 지역

중심 미숙아건강관리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는데 그 세부* ,

프로그램은 가정방문간호사업과 자조모임지원사업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와 각 세부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궁극적 목표1)

(1) 보건소중심의 지역중심 미숙아건강관리사업을 개

발하고 이를 일정 지역에 시범적용한다.

해당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보건현장 특(2)

성에 맞게 사업내용을 수정보완한다.

지역중심 미숙아건강관리를 위한 전문교육프로그(3)

램을 개발한다.

세부사업의 구체적 목표2)

가정방문간호사업목표(1)

해당지역의 미숙아 발견등록을 위한 공적 정보①

망을 구축함으로서 미숙아 관련 역학적사회적,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사업의 현장 적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②

의 특성과 보건인력자원의 수급에 맞는 가정방

문간호의 내용을 개발한다.

보건소 중심의 정기적인 가정방문간호를 제공함③

으로서 미숙아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능한

장애발생의 양과 정도를 최소화한다.

미숙아의 일차건강관리를 위해 병원을 포함한④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기능하는 보건

의료재활서비스의 연계망을 구축한다.

보건소 중심 미숙아건강관리를 위한 저해요인을⑤

파악한다.

미숙아의 일차건강관리에 관한 전문교육프로그⑥

램을 개발하고 전문보건요원을 양성한다, .

자조모임지원사업목표(2)

미숙아 가족이 서로 만남을 통해 공유하는 경험①

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 간의 신뢰적 대화를 통해 미숙아의 출생과②

양육과 관련된 염려와 갈등 개방의 기회와 사회

적 관계 및 지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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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의 역동적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을③

도모함으로 가족기능을 증진한다.

미숙아의 양육과 건강문제에 대한 건강정보를④

제공한다.

미숙아의 육아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⑤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동일유사한 건강문제를 가진⑥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지단체로 기능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기능하는 자조모임의⑦

실행에 저해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과정분석 혹은 수행분(process analysis)

석 을 통해 지역사회중심 미숙(implantation analysis)

아건강관리사업의 모델을 개발하는 평가연구(evaluation

이다 이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실무 과정research) . , , ,

혹은 정책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기능하는가에 대한 과

정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간호실무개발이나 지역사,

회 정책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Polit &

Hungler, 1999).

연구기간 및 대상2.

본 프로그램의 궁극적 대상 은 미숙아(population) ,

저출생체중아 선천성이상아 등을 포함한 고위험영아이,

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고위험영아인 미숙아.

를 그 모집단 으로 하여(accessible population) 1999

년 년 간 년 동안 수도권 도시의 일개 행정구역-2001 3

구 단위에서 발생한 사례를 표적대상( ) (target

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사업의 세부내samples) .

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목적적 표본으로서 비확률 편의

표출되었다.

연구과정3.

요구사정 이는 여성과 어린이1) (need assessment) : ‘

건강증진을 위한 년 간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인 모’ 10

자보건선도사업의 방향을 참고로 해당 지역의 문제,

를 진단하고 관련된 건강요구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

이를 위해 일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및 모자건강관련 생정통계를 분석하였다.

세부사업개발 이는 구체적 세부사업 개발과정으로2) :

공적의료체계인 지역보건소를 이용하여 가정방문간호

사업과 자모모임지원사업을 개발하였다 외국의 미숙.

아 지역사회건강관리사례와 국내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 중 장애아의 건강증진사업 영유아건강증진사업,

등을 참고로 개발하였다(Armstrong et al., 2000;

Duggan et al., 2000).

지역사회자원파악 및 연계체계구축 이는 해당지역의3) :

의료전달체계를 파악하고 미숙아관련 행정부서 관련,

법규 인적 자원 등을 파악하고 본 사업을 정보화하,

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본 사업을 선도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일개 지역 보건소의 인적 자원,

행재정적 구조 모자건강관련 업무 등을 분석하고, ,

해당지역의 모자건강관련 병의원을 파악하여 본 사

업을 정보화시켰다.

선행집행 및 모델수정 이는 본 사업의 세부사업가4) : (

정방문간호사업과 자조모임사업을 해당지역의 소규)

모 대상자에게 선행 집행함으로서 실제 사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의 전략과 저해 요인을 파악하는 과정

이다 이는 사업을 실제 수행할 때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세부 단계 및 방법에 적,

용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본 연, .

구가 진행되는 년 동안 년 단위로 사업의 전 과정3 ,

을 평가하여 본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 지역사회, ,

와 인적 혹은 행정적 저해요인들을 파악하고 효율적

이고도 목표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반영

하여 모델을 수정하였다, .

Ⅲ 연구 결과.

위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가정방문간호사업과 자,

조모임사업이 최종 개발되었다 아래 내용은 과정평가.

연구방법의 결과로 지역사회중심 미숙아건강관리사업의

구체적 개발과정을 제시한다.

가정방문간호사업1.

대상자발견 및 등록1)

보건소는 해당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미숙아를 포함한

모든 고위험분만의 발생과 관련 인구학적 정보를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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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현 모자보건법은 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생.

아 사망 및 사산 미숙아 등의 출산보고를 의무화하였으,

나 사례 발생 시 신고의무의 행정적 구속력과 발생을,

즉시 발견할 수 있는 순발력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보건소는 출생신고자료 담당지역의 분만시설병의원, ( )

의 보고자료 의무기록 등 가능한 자원에 적극적으로 접,

근하여 사례등록의 충실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

체적인 방법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해당지역의 동사무소에 등록되는 출생신고 건을 조①

사한다 회주 이상: 2 / .

해당지역 차 차 차 의병원에 본 사업의 취1 , 2 , 3 ( )②

지와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여 대상자 발생,

시 협조를 요청한다.

해당지역에 접근가능한 차 병원의 신생아실 및3③

신생아중환자실의 입퇴원을 파악하여 대상자를 발

견한다 의뢰기관에게 본 사업을 설명하고 보건: ,

소와 공적 의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순환적 추구

관리를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대상자가 발견되면 보건소는 해당 가정과 보건소간④

에 연계를 구축한다 전화를 통해 사례발견 과정: ,

을 설명하며 공적 지원체제로서의 보건소자원을,

소개한다.

등록관리2)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영아의 인구학적 특

성과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는 일정한 양식으로 자료화되

어 축적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관리되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일례는 에 의해 개발된 등록서식지를 활Im(2000)

용할 수 있다 에 인용됨(Lee, Lee, Ahn & Im, 2000 ).

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의 발견과 모니터링을 위해Im

미국질병통제센터 의(CDC) National Center for

에서 제시한 항목을 중심으로 항목Health Statistics 41

을 조사하는 등록서식지를 개발하였다 이 서식지는.

용 웹서버가 설정된 일CGI(Common Gate Interface)

정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CGI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록된 자료를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

스화되도록 개발되었다 이렇게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 정보검색은 물론 필요한 자료의 성격과 범주를,

정하여 자료의 취합을 가능하게 미숙아와 선천성기형에

대한 공적 시스템을 통한 추적관리를 가능케 한다.

가정방문간호의 내용개발3)

발견된 대상자가 퇴원하면 보건소는 아래와 같은 과,

정으로 개발된 가정방문간호를 실시한다 모든 사정과.

중재는 가정방문간호기록지에 기록되며 모든 기록은 개,

인 별 파일에 계속적으로 축적보관된다.

선행연구 가정방문간호의 내용은 미숙아들이 퇴원(1) :

했을 때 잔여되어 있거나 잠재되어있는 간호문제 및

건강요구에 근거하여 개발되어져야 한다. Cho,

는 미숙아 어머니들의 교육적Jung & Lee(1997)

요구로 선천성질환검사 감염예방법 지능발달 발, , ,

작관리 청색증관리 질병시 신호증상 인근 의료, , / ,

자원 등을 보고하였다 은. Choi & Kwon(2000)

에서 퇴원한 어머니들의 간호교육요구로 영NICU ,

아돌보기 섭식 이상행동 질병관리 부모자녀관계, , , , ,

환경문제 등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질병문제와 이상,

행동에 관해서는 퇴원 한 달 후에도 다른 항목에 비

해 높은 교육요구가 있음을 보고했다.

한편 실제 에서 퇴원하여 가정(2) pilot study: , NICU

에 복귀한 미숙아의 건강관리요구를 현실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일개 보건소를 거점으로 그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미숙아 가정 중 가정평균 출생34 (

체중 을 개월 동안 가정방문하면서= 2197.7 g) 4

그들에게 필요한 건강사정 간호중재 건강요구 등, ,

을 파악하였다 그(Lee, Lee, Ahn & Im, 2000).

결과 감기 등의 호흡기문제 수유영양문제 성장발, / ,

달문제 뇌초음파검사 망막이상검사 등 추후검사문, ,

제 모성의 건강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산후건, .

강관리 빈혈 피임 등의 모성건강문제는 다른 선행, ,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건강문제로 실제적으로 각,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조사했을 때는 미숙아

라는 고위험요인이 아기에게 뿐 아니라 모성에게도

이미 고위험요인예 의 제왕절개율으로 작( : 84.1% )

용함을 보여주는 현실적 정보라 할 수 있다.

내용개발 위 문헌과 를 바탕으로 현재(3) : pilot study

수행 가능한 부분부터 앞으로 개발 가능한 영역까,

지 모두 포함하여 본 사업의 가정방문간호의 서비스

내용을 표준화하였다 이는 신체계측 주요건. ,① ②

강문제사정 반사근신경사정 간호중재, , ,③ ④ ⑤

교육상담 발달사정의 여섯 영역으로 각 영역은, ⑥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신체계측 방문시 체중 키 두위 측정 성장곡: , , ,①

선사정

주요 건강문제사정 호흡문제감기 등 영양문: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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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유 이유 등 피부문제발진 등 배설문( , ), ( ),

제 설사 변비 등 특수잔여문제선천성 질환( , ), (

등 가족스트레스 특수검사문제서력 청력 뇌), ( , ,

초음파 등 부모자녀관계문제 사회경제적 자원),

문제

반사근신경사정/ : moro reflex, tonic neck③

reflex, babinski reflex, rooting/sucking

reflex, dancing reflex, ventral suspension,

torticollis, opisthotonus

간호중재 활력증상 측정 및 평가 신체사정 및: ,④

평가 운동 및 물리치료 아기마사지 직접간호, , ,

시범 및 수행 등 지(tube feeding, dressing ),

역사회서비스자원연결 전문의료인에게 의뢰 및/ ,

추적 관리

교육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예방접종상담 및: ,⑤

교육 성장발달상담 및 교육 부모자녀관계상담, ,

및 교육 일반적 육아상담 및 교육 피임상담 및, ,

교육 산후건강관리 상담 및 교육 안전교육, ,

발달사정 이는 기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사:⑥

정할 수 있다 의 경우 아동건강 전문인들. DDST

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최근 한국형 의, DDST

개발과 적용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

라 보건소에서의 사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 에 의해 개발된(Shin, 2002). (1999)

발달선별개발표는 만 세까지 회의 초간편검사2 6

와 서술적 질문을 포함하여 가정방문간호 수행

시 미숙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현장적용성이

우수한 도구로 보여진다 이때 성장발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각 미숙아의 교정나이를 고려해

야 한다.

가정방문간호기록지 개발4)

가정방문간호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방문간호기록지

를 개발하였다 초기 형식은 초진용과 재진용으로 나뉘.

어졌는데 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 출생력 현 건강문제, , ,

뿐 아니라 가정방문간호 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가능,

한 다 서술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개월 동안 시험적으, 4

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나온 정보와 건강문제 요구도. , ,

중재빈도 교육 및 상담빈도를 분석한 결과 기록지를 하, ,

나로 통일시켜 표준화된 기록서식지를 개발하였다(Table

참조 그 내용은 미숙아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1 ). ( , ,

번호 어머니의 이름 가구주직업 출생력재태기간 출, , ), ( ,

생체중 출생방법 분만기관 등 가정방문일정방문일, , ), (

시 회수 담당간호사 등의 인구학적 행정적 정보와 더, , )

불어 가정방문간호의 가지 영역신체계측 주요건강문, 6 ( ,

제사정 반사근신경사정 간호중재 교육상담 발달사정, , , , )

을 포함한다 또한 방문간호사의 종합의견 다음 방문예. ,

정일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방문간호기록지의 모든 정.

보는 계량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어 방문간호수,

행 즉시 그 자리에서 기록할 수 있으며 추후에 통계처, ,

리가 가능하다.

가정방문간호실행5)

해당 지역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청진기 체온계 펜, ,

라이트 체중계 줄자 키재기자 등이 준비된 방문간호가, , ,

방을 휴대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했다 이때 가정방문간호.

를 위한 모든 도구 챠트기록 교육용 소책자 등을 일정, ,

한 가방으로 키트화하여 물품준비운반관리를 용이하

게 하였다 가능한 보건소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가정방.

문 시에는 앞치마 형태의 간략한 유니폼과 신분증을 착

용하여 방문간호사의 신분을 확실히 제시했다.

가정간호내용은 위에 제시된 성장발달 반사검사 활, ,

력증상을 포함한 건강상태 영양상태 예방접종 이행상태, ,

등의 신체계측과 건강사정 등이었다 병원에서 계속적인.

추후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각종 검사뇌초음파검사 망( ,

막검사 등에 대한 지식은 물론 부모자녀 상호관계증진) ,

및 육아에 대한 교육상담 임신 분만과 관련된 모성의, ,

건강상담을 제공하였다 필요시 미숙아와 관련된 지역사.

회자원과 전문의료기관을 연결하였으며 정기적 가정방문

스케줄은 대상자의 일반적 성장발달과 미숙아의 건강요

구를 고려하여 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총<Table 2> .

방문시간은 평균 시간 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었으1 - 1

며 다음 방문일정을 예약한 후 방문을 종결하였다 일반, .

적인 미숙아의 경우 개월까지는 정기적 가정방문을 통18

해 그 이후는 전화를 통해 추구관리하고 만 세가 넘으, 2

면 퇴록시킨다 그러나 조기분만 등으로 인한 고위험요.

인이 현존 혹은 잠재해 있는 경우는 계속 가정방문을,

통해 추구 관리한다, .

전문방문간호인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6)

방문간호사는 미숙아의 성장발달 영양상태 교정된, ,

스케줄에 따른 예방접종상태 등을 사정하고 방문간호,

시 발견된 건강문제를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영아의 신경근육발달에 기초한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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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사정하고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발달간호를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방문간호 실행 전에 실무.

를 담당할 간호사를 대상으로 미숙아를 포함한 고위험신

생아와 영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과 시간은 아동간호학교수 신생아전문의사, ,

수간호사 보건소가정간호사와 토의를 거쳐 결정되NICU ,

었다 내용은 미숙아지역사회건강관리의 궁극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상 출생아의 성장발달을 기본으로 미숙아

를 포함한 고위험신생아의 최근 발생현황과 치료방향,

고위험신생아의 임상간호 고위험신생아영아의 건강증, /

진 선천성이상아 및 미숙아 발생 역학과 감시체계 소아, ,

재활 등을 포함하였다 이때 이론교육 뿐 아니라 차. , 3

의료기관의 신생아실과 를 견학하여 임상적 치료NICU ,

및 간호동향을 학습하였다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은 전국. ,

의 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또 실제 가정방문간호2 ,

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영역을 보완한 것이다 교육내.

<Table 1> Documentation Form of Home-Visit Nursing for Premature Infants and the Family

성명 성별 남여 어머니 성명 연령/ /

주소 전화번호:

분만기관명 가구주 직업

생년월일
출생시

체중(kg/%)
/

재태기간

주( )

방문일시 방문간호사 성명 방문횟수/ 회/ ( )

체중

(kg/%)
/

신장

(cm/%)
/

두위

(cm/%)
/

체온( )℃
예방접종

이행상태

주요 건강문제

해당사항에(

체크하시오)

감기호흡기문제( )①

영양수유문제( )②

피부문제(rash....)③

변비설사문제/④

특수검사문제 시력 청력 등: , , sono⑤

빈혈철분제복용/⑥

특수건강문제선천성기형 등( )⑦

부모자녀관계⑧ 가족스트레스⑨

경제적 필요⑩

기타자세히 기록( )⑪

반사근신경사정/

normal: N

abnormal: A

questioning: Q

moro reflex①

tonic neck reflex②

babinski reflex)③

dancing reflex④

rooting/sucking reflex⑤

torticollis⑥

ventral suspension⑦

opisthotonus⑧

기타⑨

간호중재 내용

해당사항에(

체크하시오)

신체사정 및 평가① 활력증상 측정 및 사정②

직접적 간호중재 및 등demonstration((tube feeding, dressing )③

운동 및 물리치료④ 아기마사지⑤

교육상담/⑥ 발달사정 및 평가 사용(tool )⑦

지역사회자원서비스 연결/⑧ 기타자세히 기록( )⑨

교육상담 내용

해당사항에(

체크하시오)

피임상담 및 교육① 예방접종 상담 및 교육②

영양상담 및 교육③ 성장발달 상담 및 교육④ 산후건강 상담 및 교육⑤

안전교육⑥ 부모자녀가족관계 상담⑦ 기타 육아 상담자세히 기록( )⑧

종합의견 다음방문예정일

<Table 2> Nursing Care Plan in Home-Visiting for Premature Infants and Family

절차 정기방문스케줄 방문간호내용

대상가정에 출산축하와 미숙

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안내

엽서 발송

엽서 발송 후 전화를 통해 가

정방문을 위한 동의를 얻음.

가정방문을 위한 스케줄을 확

정.

미숙아는 교정나이 까지40 GA ,

기타는 출생 후 주가 될 때까지4

는 회주1 / .

출생 후 주 개월에는 회4 -2 1 /2

주.

출생 후 개월에는 회월2-6 1 / .

교정나이 개월에는 회월6-12 1 / .

미숙아 성장발달 상담 및 교육 성장발달패턴 행동발달 애착 가: , , ,

족갈등 등

건강사정 신장 체중 두위 측정 백분율 성장곡선 기록 활력증: , , ( , ),

상 반사검사 신경근육발달 등 신체사정 평가, , , DDST

영양사정 교육 및 지도 체중증가 사정 수유이유 교육 등, : , /

예방접종 상담 및 교육 교정나이 별 사정 관련 고위험요인사정 등: ,

일반적 육아상담 빈혈관리 감염관리 제대관리 목욕 구토 설: , , , , ,

사 황달 수면 등, ,

의뢰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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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별 배정시간과 내용의 순서는 각 기관에서 융통성 있

게 조정할 수 있다.

이때 모든 보건소가 각자 독립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보건소나 국립기관의 주관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타 보건소의 가정방문인력을,

교육화하는 형태가 교육내용의 일관성 있는 전문화를,

도모하고 확대 적용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내에서 미숙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의료기

관과 보건소간의 공조체계를 통해 상호 전문교육과 행정

적 지원체계구축이 중요하므로 본 사업을 해당지역사회

내에서 이식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교육인적

자원과 행정적 지원체계를 가능한 해당 지역사회에서 탐

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조모임지원사업2.

본 자조모임은 미숙아와 그 가족이 주체적 구성원이 되

어 스스로를 돕는 정기적 모임이다 외국의 경우 특정 지. ,

역 를 중심으로 가족모임NICU [PAP(parents helping

parents) at Magee Womens Hospital of PA,

이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의 미숙아USA]

양육을 도모하는 한편 간호사 신규오리엔테이션, NICU

시 가족간호의 일부분으로 그 자원을 공유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년 일개 지역보건소를 중심으로 최초로, 1999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

은 자조모임을 위한 지원사업 시 수정보완된 내용 및

전략 등의 전개 과정이다.

사전 준비 자조모임의 주체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1) :

모임실행단을 구성하고 모임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한 차량 및 보육지원 등이 필요하다.

모임 실행단 구성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효율(1) :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모임대표로 구성된 실행단을 구성하였다 이때.

해당지역을 행정관할 단위로 구분하여예 동 단( :

위 각 단위 대표자들을 모임실행단에 참여시킨),

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자조모임인 니큐사랑.

의 사례를 들면 모임실행단은 아래(NICU love)

와 역할을 담당하여 자조모임을 계획하고 운영,

하였다.

대상자 파악 지역주민 홍보 및 방문간호를:①

통해 대상자 파악

모임 구성 및 관리 주소 및 연락처 등기 요: ,②

구파악 만남 주선 개인전화상담, off-line ,

월별 대화 주제 논의 및 선정③

매달 모임준비 및 실행 전화연락 및 출석확인:④

사업진행상 실무관리 차량지원: , baby sitting,⑤

등의 지원사업조정incentives

자원 발굴 및 의뢰⑥

지원사업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2) :

내용과 같은 저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장소이동을 위한 차량 편의제공 미숙아와 양:①

육자가 가정에서 자조모임장소로 자조모임장,

소에서 가정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보건

소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경우 많은 육아용품기저귀 우유 여유분 옷( , , ,

모유패드을 소지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 미숙아의 특성 상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다태아인 경우가 많아 타 장소로 이동,

하고자 할 때 택시를 타거나 배우자 등의 운,

전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적인 부담이

<Table 3> Education Program in Health Promotion and Management of Premature Infants

and Family

Contents hours Instructors

- neonatologist

- nursing professors

- clinical specialists

- physical therapist:

bobath specialist

Perspectives of community based nursing care of high risk infants and toddlers 1 hours

Normal fetal growth & development 2 hours

Health promotions of newborn and family 3 hours

Health problems & management of high-risk newborns 4 hours

Nursing care in NICU 3 hours

Health promotion of infants: Normal growth and development 2 hours

Health promotion of toddlers: Normal growth & development 2 hours

Health problems and management of high-risk infants and toddlers 4 hours

Developmental care of high-risk infants and toddlers: physical therapy 4 hours

Clinical practicum of NICU 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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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뿐 아니라 미숙아와 양육자의 독립성을 저,

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보건소 차량은 자조.

모임의 시간에 맞추어 해당 지역의 넓지 않은

일정 코스를 순회함으로써 참석자를 가정에서

보건소로 연결한다 이렇듯 차량서비스는 미숙.

아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독립

성과 안전성 확보에 첫 관문을 제공한다.

미숙아는 대부분 건강관련문제baby sitting:②

를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위험아로

양육자의 끊임없는 돌봄과 인내를 요하므로

미숙아 양육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의 하나는 육아에 있어 쉴 틈이 없다는 것‘ ’

이다 대부분의 양육자인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고위험아를 양육함과 동시에 가사 타 자녀 돌,

보기 등 끝없는 가정생활에 일차적 책임을 가

지고 있다 또한 그들 자신 역시 고위험출산을.

경험한 고위험대상자이므로 산후우울 육아스,

트레스 가족적응문제 등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자조모임에 참석.

하게 하는 것은 끝없는 스트레스 환경에서 잠‘ ’

시나마 완화해 주고 그 시간에 다양한 건강관

련 정보와 대화를 통해 더욱더 나은 역할기능

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자조모임 시간 동안 참석자.

들이 미숙아와 다른 자녀들로부터 잠시 떨어

져 자신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양육자가 자조.

모임 동안 책임져야 할 대상자와 함께 있게,

되면 실제적으로 스트레스 환경으로부터의,

잠시의 완화가 불가능하다 이는 모임으로의‘ ’ .

능동적 참여와 역동적 상호관계를 불가능케

하여 자조모임의 궁극적 목적 달성의 저해요,

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조모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임동안 미숙아와 형제들을

돌보아주는 서비스가 반드시 필baby sitting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의 공공근로간호.

사와 간호보조인력을 활용하거나 전문인력의,

감독 하 해당지역의 종교단체나 자원봉사 등

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동강화 미숙아의 양육자가 자incentives:③

조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들의 결정과 행동을

격려하는 보상이 제공되면 모임에 참석하는

행동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모임의

목적달성을 극대화한다 이에 모임에 참석한.

가정을 위해 다과를 준비하고 미숙아건강관리,

교육용 소책자 보건소제작 교육정보리플렛, ,

체온계 온습도계 등의 건강관리용품을 제공,

하였다 또한 출산육아산업체에서 제공하는.

관련비매품아기양말 베이비로션 오일샘플( , ,

등 을 지원 받을 수도 있지만 이때 지원품의) , ,

내용과 질이 물질적 의존이 아닌 자조모임의,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긍정적 강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에 국한되어야 함을 주의한다.

자조모임실행2)

대상자 자조모임의 대상자는 해당지역의 미숙(1) :

아와 그 가족 친지들로 구성되었다 해당 지역, .

내에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전한 주민이나 혹,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친지조부모 부모의 형제( , ,

친구 등들이 원하는 경우 구성원으로 참여를 격)

려하였는데 이는 자조모임 가족구성원이나 관심,

있는 어떤 사람도 참석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조모임실행 및 사업 자조모임은 부와 부로(2) : 1 2

약 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부는 소개와 대화의2 . 1

시간으로 새로운 가정을 소개하고 서로의 관심을

나누는 시간이며 부는 전문인에 의한 교육상담, 2

시간으로 구성한다.

대화 및 상담 모임의 참여자는 스스로 주체가:①

되어 자신과 미숙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각자의 경험을 서로 개방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구성원 간의 혼자가 아닌 함께. ‘

같이 가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미숙아의 출’ ,

산과 양육과정과 관련된 갈등상황을 예견 혹

은 직면하게 하고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가지,

고 있는 경우 상호대화와 모임촉진자의 중재

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

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숙아의 주 양육자.

와 가족은 직면하는 관계갈등이나 건강문제를

털어놓으며 자신에게 국한되었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는 집단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적응

하기 위한 자력을 기를 수 있다.

교육 미숙아의 건강문제 및 육아에 관한 정보: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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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위해 모임실행단은 각 가정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수렴하였다 이는 가정방문간.

호를 통해 일차 파악되었고 다양한 요구는 각,

지역대표들과 실무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시범적으로 진행된 니규사.

랑의 예를 보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교육내용,

은 영양관리 미숙아발달간호 모유수유 황, , ,

달 미숙아망막증 재활치료 육아 등, , , Q & A

으로 신생아전문의 망막전문안과의 재활치, , ,

료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상담하

였다 (Inchon City, Yonsu Ku, 2001).

사업전개 자조모임의 궁극적 목적은 스스로:③

기능함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동일한 혹은

유사한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을 위한 정보제

공 및 지지단체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모임구성원 간의 연락처를 공유하여 근접,

지역 가정끼리의 을 통해 서off-line meeting

로의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자발적 개방을 격

려하였다 또한 모임실행단과 보건소의 협조.

하에 육아용품작은 옷 머리핀 등과 정보 등( , )

을 교환하는 바자회나 야유회를 계획하여 시

행하였다 또한 간단한 장난감 작은아기를 위. ,

한 의복 및 이불을 만들거나 성장발달을 촉진

하기 위한 도구예 시력발달보조용품를 스( : )

스로 제작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이,

를 해당 지역의 에 입원한 가족에게도NICU

개방하고 지지그룹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

한 활동은 타인들과는 나누어지지 않는 그들

만의 경험을 공유한 가정끼리 서로 정보를 교

환하고 다른 아기들보다 작을까봐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의 아기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을 통.

해 자모모임의 구성원들은 완전하지 않은 아, ‘

기를 기꺼이 환영하기 않는 문화적 여건 속에’

서 에 새로 입원하는 가정을 그들의 입NICU

장에서 수용하고 지지하는 자원이 되며 한편,

의료진에게는 가족간호를 위한 정보를NICU

제공하였다.

Ⅳ 결 론.

한 나라의 모자건강수준은 곧 과거와 현재 국민들의

건강상태를 반영하고 결국 미래 대상인구의 자질을 결,

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의료복지정책은 국가의 모자

보건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국가의.

의료선진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지표의 하나

인 영아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

이 절실하다 국내의 경우 전 출산의 를 차지하. , 5-10%

고 영아사망률의 을 차지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 2/3

상아 발생 시 차 병원에서의 임상적 관리는 이미 선진3

수준에 도달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부터. 2001

는 미숙아의료비지원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영아사망률

중 전기사망률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후기영아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병.

원에서 퇴원한 미숙아들이 지역사회의 각 가정에 복귀했

을 때 전문의료체계와 순환적 연결망을 통해 계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건강관리가 필

요하다 외국의 경우 지역사회 중심 가정방문간호프로그.

램을 통해 후기영아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접근이

활발한데 그 예는, REACH program[(Resource,

Education And Care in the Home); Barnes-

미국 하와이 주의Boyd, Norr & Nacion, 1996],

미국 유럽 호주 등Healthy start program(HSP), , ,

의 의과대학간호대학대학병원의 상호협력지원 하에

전개되는 COPE(Creating Opportunity for

Parenting Empowerment) program(Melnyk et al,

2001), IHDP(Infant Health and Development

Program; Blair, C., 2002), NIDCAP(newborn

individual care and assessment program;

Westrup, Kleberg, Eichwald, Stjernqvist &

등에서 잘 보여진다 국내의 경우Lagercrantz, 2000) .

보건복지부는 년부터 년 간 진행된 모자보건선도1999 3

사업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기초로 년부터는2002

보건소중심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건강관리사

업을 확대 실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모자보건선도사업의 과정에서 개발적용수정

된 지역중심 미숙아건강관리프로그램의 일 모델을 제시

한다 세부사업내용은 미숙아등록 및 가정방문간호사업.

과 자조모임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전개과정은.

대상자의 삶의 현장과 지역의 인적자원을 반영하면서 시

범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저해요인과 전략을 반영하여 현

장침투성과 이식성을 높였다 또한 본 사업의 전문적 질.

을 확보하고 방문간호사의 표준화된 역할기능을 확보하,

기 위해 전문교육프로그램지침을 제공함으로서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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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체계적 적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본 모델은 궁극.

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미숙아와 그 자정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는

탄력을 가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본 모델은 최.

근의 국내외적 보건의료정책방향을 기초로 사업의 현

실성을 반영하여 특정 보건소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지역

거점 미숙아건강관리 사업의 일례로 궁극적으로 영아사,

망률을 감소시키고 장기적 건강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미래 인구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으로 기대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

미숙아 발생실태 인구학적의학적 정보 등을 체계1. ,

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관련 실태 및 현황파악의 기,

본자료로 활용된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미숙아와 그 가족이 갖고 있는2.

건강문제의 내용과 중증도를 우선순위를 사정함으로

써 국가적 공적의료지원 정책수립의 기준이 된다.

지역중심 고위험영아의 건강관리내용을 표준화 적용3.

한다.

의료전문기관과 지역사회 내 자원과의 공적의뢰연계4.

체계를 구축한다.

궁극적으로 영아사망률 하향을 달성하기 위한 국책사5.

업의 초석이 된다.

오늘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권을 위한 국가적,

전략은 지역단위 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된다 이와 같.

은 시대적 맥락은 과거 대단위 중심의 모자보건에서 탈,

피하여 각 주민의 삶에 직접 개입함으로서 현재 삶의,

질은 물론 미래 인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지,

향적인 모자건강관리의 새로운 모형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는 미숙아건강관리의

일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년부터 전국 보건소에 실2002

시해야만 하는 미숙아 건강증진사업에 활용가능성을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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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Premature infants, Community

based-nursing, Infant mortality

rate, Home visiting nursing

Development of the Model for

Community-based

Health Care Program for

Premature Infants and Family*

Ahn, Young-Mee**

The article reports the process, contents and

strategies i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based-heath care management program for

high-risk infants and family, which was based

on literature review, empirical needs assessment

from pilot study. The program was divided into

two emphasis areas: (1) identification and home

visiting nursing care program, and (2) the

construction of self-supporting group. The

contents of home visiting nursing care were

developed from the pilot study of the direct

home visiting to premature infants after

discharge. The documentation form for home

care was standardized, including the

demographic data, birth history, home care

services, education and counsels, and visiting

schedules. The integrated education protocol was

elaborated to enhance the body of knowledge as

well as clinical competency in caring high-risk

infants and family by the supports of

neonatologists, nursing scholar, and clinical

specialists. In addition, the process and

* This research was partially suppor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0.

** Inha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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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in developing self-supporting group,

consisting the high-risk infants and family, and

any significant others were addressed. Emphases

were given to the role of public health center

and the recycling health care referral system to

maximiz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high-risk infants on the community-base, which

in turn, contributing to decrease the

postneonatal mortality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