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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and clarify the concept of developmental care for preterm infants. Methods: The hybrid 
model method was used to identify the main attributes and indicators. In the field work stage, data were collected in Seoul and Cheonan, Korea. 
The participants were 5 nurses working in the NICU. Results: The concept of developmental care was found to have six attributes and ten indi-
cators in 2 dimensions. For the nursing practice dimension, four attributes were derived. They were being like intrauterine state, individualiza-
tion, interaction, and integrative care with awareness of development. For the family centeredness dimension, supporting parental attachment 
and professional alliance were attributes of developmental care. Conclusion: Developmental focused care can facilitate the identification of 
behavioral responses of newborns and provide individualized interventions for fostering growth and development. This concept analysis could 
provide guidelines for “developmental care” nursing practice and be useful for research in the neonat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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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내 미숙아 출생률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전으

로 생존율 또한 높아져 44.6%로 보고되었다(Cho et al., 2011). 미숙아는 

재태 기간 37주 미만으로 출생하여 자궁 외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부

족하여 대부분 신생아중환자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에 입원하여 각종 의료처치 및 장비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Pee 

et al., 2004). 자궁 내 환경은 태아를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어 양수는 중력으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며, 태반

을 통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은 과도한 에너지 소모 없이 신체발달에 

필요한 영양 요구를 충족시킨다(Ahn, 2012; Goldson, 1999). 그뿐만 아

니라 보온을 해주고 모체의 심장박동 소리, 목소리, 장음, 그리고 자궁

혈관 내 혈류 흐름소리 등이 자연스럽게 태아를 자극함으로써 성장발

달에 좋은 자극을 제공하며, 충격적인 외부소리가 여과되어 불필요한 

자극 노출을 감소시켜 유해한 자극에 대해 보호하고 성장발달을 자극

한다(Goldson, 1999). 반면, 미숙아의 생명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신생

아중환자실 환경에서의 과도한 빛과 소음은 시각과 청각 기능에 손상

을 초래하며, 장기적 인큐베이터 치료는 촉각과 전정기능에 자극결핍

을 가져와 이는 미숙아의 뇌기능 변화를 초래하여 발달장애, 성장 지

연, 행동장애와 같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Butler & Als, 2008; 

Shin, 2003). 그러므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은 미숙

아에게 의학적인 합병증으로 쉽게 설명될 수 없는 발달의 차이를 예방

하고 최적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생후 초기에 발달지지적인 간호 적

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발달지지간호는 영어로 ‘developmentally supportive care’, ‘develop-

mental care’, ‘developmental focused care’ 로 표현되며, 의학 및 간호학 

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의 발달증진을 위한 재활치료, 작업치료 등에

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Aita & Snider, 2002). 미숙아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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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달지지간호 개념은 1970년 이후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미숙

아 생존률 증가로 기존의 생존문제를 넘어서 성장발달과 관련된 장애 

및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대두되었다.

Als (1986)의 통합발달이론(synactive theory)은 미숙아의 행동 발달

에 대한 역동적 모형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내외적 환경에 영향 받

는 5가지 하부체계인 자율신경계, 운동 상태, 상태 조직화, 주의-상호성, 

자기조절능력을 소개하며 이러한 체계를 사정함으로써 영아의 안정과 

발달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Reid & Freer, 2000). 이 

이론을 토대로 영아에 대한 체계적 사정과 개별성에 근거한 간호에 대

한 관심이 증가되었고(Als & Gilkerson, 1997), 미숙아의 생존과 함께 영

아의 최적의 신경 행동적 발달과 조직화를 증진하기위해 가족에 대한 

지지를 통해 부모가 발달간호에 참여하도록 하는 추세에 있다(Carrier, 

2002; Sehgal & Stack, 2006). 한편, Coughlin, Givvins와 Hoath (2009)는 

발달지지간호에 대한 근거기반 실무 개발을 위한 시도로 수면유지, 통

증 및 스트레스 사정과 관리, 일상의 발달지지 간호, 가족중심 간호, 환

경조절 등의 다섯 개의 측정 개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발달지지간호는 그동안 아동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발달

증진 간호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 큰 아동의 발달지지간호와 구별되

는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국내 의료 환

경에 따른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에 대한 이론적 기반 또한 부족한 상태

이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간호 실무에서 발달지지 관련 간호

는 빛과 소음 관리, 단편적인 감각자극(Kang & Kim, 2011; Kim, 2003) 

등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통합적이고 다 학제적인 발달지지

간호의 개념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에 대해 

국내 상황에 따른 이론화를 위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미숙아의 최적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발달지지간호 중재 개발

이 필요하다고 본다.

혼종모형 방법은 이론적 분석과 실증적 관찰을 함께 사용하는 개념

개발 방법으로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와 같은 특정적인 간호 실무에 적

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Schwartz-Barcott와 Kim 

(2000)의 혼종모형(hybrid model)방법을 이용하여 미숙아 발달지지간

호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해 미숙아 발달지지 간호에 필요한 교육과 지

지체계의 구축을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혼종모형을 이용한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에 대한 개념분

석 연구로 혼종모형(Schwartz-Barcott & Kim, 2000)에서 제시하고 있

는 이론적 단계, 현장작업 단계, 최종분석 단계의 3단계에 따라 개념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단계에서는 개념을 선택하고 문헌고찰을 시작하

며 분석을 통해 개념의 의미와 측정에 대해 비교하여 작업적 정의를 

선택한다. 현장작업 단계에서는 실증적 관찰을 통해 이론적 단계에서 

시작한 분석을 확장, 통합함으로써 개념을 확증하고 정련화 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경험적 관찰로 부터 얻어진 통

찰을 통해 초기 이론적 분석과 결과를 재검토하고 유용한 정의를 추

출하게 된다(Schwartz-Barcott & Kim, 2000). 

이론적 단계

이론적 단계에서는 미숙아 발달지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속성에 

관심을 두고 본질적 의미고찰을 위해 사전적 의미와 학술문헌을 고찰

하였다. 해당문헌의 검색기간은 1997-2013년으로 하였으며, 주제어는 

“발달지지간호”, “developmentally supportive care”, “developmental fo-

cused care” 등으로 하였다. 국내 문헌검색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

원(www.riss4u.net),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www.ndsl.kr)의 학술지 및 

학위논문 정보를 검색하여 총 77편의 학술 논문 중 연구주제와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13편 중 단순 중재위주의 유사 실험연구를 제외한 3

편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국외논문 검색을 위해 학술데이터베이스

인 CINAHL과 EBSCO를 바탕으로 검색하여 전문(full text)위주의 학

술논문 중 연구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미숙아의 발달지지간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 9편을 분석하였다.

현장작업 단계

현장단계에서는 참여자와의 심층면담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다.

연구자의 준비 및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의 도구로써 자료수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시

행하기 전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 수업을 수강하였으며, 질적 

연구 관련 워크숍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수

년간 질적 연구 관련한 다수의 워크숍에 참여하였고 질적 연구 수행 자

료 분석 경험을 가짐으로써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계획에 대해 D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014-04-001-001)을 받았다. 또

한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면담하기 전 모든 참

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담진행방법을 설명하였고 면담내용 녹

음과 녹음자료 및 모든 참여자의 자료는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

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구하였다. 참여자의 자료 및 정보는 모두 고

유번호를 부여하여 익명으로 표시하였으며 정해진 공간에 따로 보관

하고 접근제한 설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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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및 연구 질문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였으며 참여자 선정기준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 직접간호를 10

년 이상 수행한 간호사로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 method)

을 통해 모집하였다. 참여자의 수는 면담 시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자료가 포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로 하여 총 5인이 참여하

였으며, 연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해

당기관에 공문을 통해 연구허락을 받은 후 참여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여 참여자가 편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대면하여 면담을 진행

하였다.

면담 시작은 일상적인 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긴장을 완화하고, 자연

스러운 면담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반구조적 형태의 

연구 질문 “미숙아를 위한 발달지지 간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미숙아 발달지지 간호를 위해 본인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숙아 발달지지간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를 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도중 참여자가 질문에 대한 내

용에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보충설명을 하여 참여자로부터 자료

를 수집하였다. 1회 면담 소요 시간은 50-70분 정도였으며 각 참여자마

다 1회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녹음된 면담내용은 면담 후 필사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 (1990)의 근거이론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이론을 위해 의도적인 표본추출을 하며 

필사된 면담내용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개념의 차원과 속

성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중환

자실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담간호사 1인과 아동간호학 교수 1인

에게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최종 분석 단계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이론적 단계에서 추출된 속성과 현장단계에

서의 분석 자료를 심도 있게 종합 분석하여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의 

정의 및 속성, 지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이론적 단계

발달지지간호의 사전적 의미

“발달”은 신체, 정서, 지능 따위가 성장하거나 성숙함을 의미하며, 

“지지”는 지원하여 도와줌을, “간호”는 다쳤거나 앓고 있는 환자나 노

약자를 보살피고 돌봄을 의미한다(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4).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발

달지지간호는 개인의 신체, 정신, 지능이 잘 성장하거나 성숙하도록 하

기 위해 개인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돌봄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접학문 문헌에서의 발달지지간호

발달지지간호는 미숙아 간호에서 나오는 주요개념이지만 간호학뿐 

아니라 의 약학, 사회학, 재활 및 작업치료영역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Bowden, Greenberg, & Donaldson, 2000). 정신의학

자 Als (1986)의 통합발달이론은 미숙아의 신경행동발달의 사정 및 관

찰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토대로 신생아가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인 관

계를 통해 자신의 발달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의 주체임을 제시하

며, 미숙아의 자기조절 능력 획득을 궁극적인 목표로 미숙아가 지속적

이고 역동적으로 신체적 안정성을 조절함을 강조하였다(Aita & Snider, 

2002). 이 이론을 토대로 발달지지간호에 대해 Als와 Gilkerson (1997)은 

“영아와 부모 및 돌봄자 간의 관계를 기본전제로 하여 부모가 영아에

게 집중하고 신경학적 통합성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능력을 가족에게

서부터 이끌어 내는 전문적인 연합과정”으로 보았다.

사회학자 VanderVen (1992)은 발달지지간호에 대해 인간 서비스 활

동 측면으로 보았는데, 이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욕구들을 가진 개인

들이 서로간의 상호작용, 협동, 활동의 즐거움 등을 삶에서 서로 공유

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Atun-Einy와 Scher (2008)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발달 실무 측정 

도구개발 연구에서 미숙아 발달 요구에 따른 여러 중재의 중요도를 조

사하기 위해 신생아 전문의,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아동발달전문가 

등으로부터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다양한 발달 중재로부터 발달지지

간호(developmental supportive care)의 주요 세 가지 요소, 즉 ‘미숙아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Age Education Location
Time in NICU

nursing
Delivery experience

Education on
developmental care

1 33 Graduate school Unit nurse 10 years None Yes
2 44 Graduate school Unit nurse 20 years Yes Yes
3 38 University RN 14 years Yes Yes
4 40 University RN 16 years None Yes
5 37 University Unit nurse 12 year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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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경행동발달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 ‘신생아의 안정과 균형

유지 하도록 환경조절과 환경적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미숙아 간호

에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격려’를 분별해야함을 제안하였다.

간호학에서의 발달지지 간호 

간호학에서 발달지지간호는 대부분 미숙아에 관련되어 사용되어왔

다. Aita와 Snider (2002)는 개념분석연구를 통해 발달 지지간호를 “개

별화된 돌봄 중재가 돌봄자와 미숙아가 상호작용하는 동안 미숙아의 

발달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맞춰지는 진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미숙

아를 위한 발달지지간호와 관련해 대표적인 중재프로그램인 Newborn 

Individualized Developmental Assessment Program (NIDCAP)이 미국

에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돌봄 간호사가 미숙아를 체계적

이고 정확하게 관찰함으로써 행동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별적

인 간호로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여 발달증진을 도모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Bowden et al., 2000). 또한 발달지지간호개념은 영아의 

생리적 반응과 행동적 단서에 근거한 개별화된 간호와 자극을 주는 

동안 유해한 자극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접근방법을 포함한다

(Sehgal & Stack, 2006). Carrier (2002)는 실무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설

정하고, 발달지지간호를 적용하는 데 각 리더십 단계에서의 지속적 지

지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개별화된 가족중심 발달지지간호

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 조성과 병원 조직에서의 협조체계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Coughlin 등(2009)는 문헌고찰을 통해 근거기반 

발달지지간호에 대한 5개의 측정 개념으로 수면보호, 통증과 스트레

스 사정과 관리, 발달증진 활동, 가족중심 간호, 그리고 치유적 환경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발달지지간호 개념은 아동발달 영역에서 사용되어

왔는데 주로 발달관련 장애 및 질환이 있는 아동(Bae, 2007; Lee, 2013)

이나 정상적인 부모역할을 하지 못하는 취약가족 내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행해졌으며(Nam, Yoon, Lee, Shin, & Lee, 2013), 미숙아 간호영

역에서도 개념이 활용되고 있지만 포괄적인 발달지지간호의 적용보다

는 발달지지를 위한 환경관리, 발달자극을 위한 감각제공 등 단편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Park, Hong, & Bang, 2013; Park, Kim, & Kang, 

2014).

간호학에서의 발달지지간호 관련 개념 

간호학에서 발달지지간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감각자극 간호”, “예

방간호” 등이 사용되고 있다(Park et al., 2013; Spittle et al., 2010). 발달

지지간호는 미숙아 개인의 성장발달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돌봄을 강

조하는 개념으로 발달지지의 부분적 속성을 나타내는 “감각자극 간

호”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며, 결과적 측면을 강조하며 미숙아 간

호의 개념으로 국한하기에는 다소 모호하고 광범위한 특성을 가진 

“예방간호”보다는 구체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 단계에서의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의 선행요인, 차원, 속성, 잠정적 

정의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미숙아 발달지지간호는 간호실무 차원과 

가족중심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간호실무차원의 속성은 유해

자극 최소화, 발달증진 감각제공, 체계적 사정, 개별성, 그리고 상호작

용을 포함하며, 가족중심 차원은 가족몰입 지지, 다 학제적인 팀 통합

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단계를 통해 나타난 미숙아 발

달지지간호의 선행요인으로는 미숙아 발달에 대한 지식, 간호기술, 가

족참여, 그리고 다 학제적 팀 구성 이었으며, 결과는 미숙아의 성장발

달과 부모역량 증진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론적 단계를 통해 나온 속성을 토대로 구성된 발달지지 간호의 

잠정적 정의는 최적의 미숙아 성장발달을 위해 유해한 환경을 최소화

하고 발달증진적인 감각을 제공하며 포괄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

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가족참여와 의료진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가족중심적인 간호이다.

현장작업 단계

현장작업 단계에서 도출된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의 차원 및 속성은 

간호실무차원과 가족중심차원 2개 차원의 5개 속성으로 구분되었다. 

간호실무차원에서는 자궁 내 환경 따라가기, 개별화, 발달에 대한 인식

을 간호에 통합, 그리고 가족중심 차원에서는 부모-아기 애착지지, 전

문적인 협력등이 도출되었다(Table 3).

자궁 내 환경 따라가기

“자궁 내 환경 따라가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임신기간을 다 채우지 

Table 2. Dimensions, Attributes, Preceding Factors, and Consequences of Devel-
opmental Care for Preterm Infants in Literature Review

Dimension          Nursing practice       Family centeredness

Attributes Minimizing harmful
   stimulation
Maximizing developmental 
   stimulation
Comprehensive assessment
Individualization
Reciprocal interaction

Support the parent’s
   engrossment
Collaboration with family 
   & multidisciplinary team

Preceding factors Skillfulness in preterm
   infant care
Knowledge about
   development of neonates

Family involvement
Organizing 
   multidisciplinary team

Consequences Growth & development
   promotion
Enhancement of parent’s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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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출생한 미숙아들에게 유해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발달에 

도움이 되는 감각제공을 통해 자궁 내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여 

미숙아의 성장발달을 최적으로 하기 위한 간호활동을 의미한다.

“ 엄마 배속에 있는 것처럼... 미숙아는 일찍 나오니까 소리도, 빛도 그

렇고, 주사도 안 맞았으면 좋겠고 자세만 잡아주면 되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계속 들쳐보고 알람이 옆방에서 울리니까요...소리

랑 빛이랑 조절해주고 자세교정 해주고 터치할 때도 부드럽게 해서 

배 속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1).”

“ 21주에 태어난 애들은 빨리 태어나니까 병원입원 기간이 길어졌어

요. 그러다 보면 자궁 밖으로 빨리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궁 

안의 환경으로 우리가 얼마나 만들어 줄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중략) 애들에게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주면서 

엄마 자궁하고 비슷한 환경으로 하고 싶은데...(참여자 2)”

개별화

“개별화”는 미숙아를 돌보는 간호제공자가 정확한 미숙아 발달지

식을 기반으로 미숙아의 신경 발달상태와 행동언어에 대해 정확한 사

정과 관찰을 한 후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맞춤형 간

호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발달간호를 하더라도 맞게 항상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case by case로 하게 되죠. 사실 노리개 젖꼭지를 항상 물리는 건 아

니죠. 아기의 sucking 욕구가 있던지, sucking power가 부족한 애들

은 feeding 전에 잠깐 노리개를 물린다든지, pain 조절을 위해서 하

는 게 아니라 자는데도 물리는 것은 결코 발달간호에 좋지 않은 거

죠. 그걸 그렇게 routine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참여자 2)”

“ 아기의 발달 상황에 맞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NICU 오면서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어둡게 하지만 30주, 32주 이렇

게 된 애들은 맨날 어둡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낮에는 조금 

환하게 하지만 밤에는 좀 더 어둡게 만드는... 아기들의 필요에 의해 

만드는 발달 간호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NICU에서는 사실 

사례별로 다르니까요(참여자 3).”

발달에 대한 인식을 간호에 통합

“발달에 대한 인식을 간호에 통합”은 미숙아 간호에서 의료적 처치에 

발달지지간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합이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 부서 내에서는 발달지지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업무가 바쁘다보면 발달간호에 대한 중요도를 잊을 때가 종종 있어

요. 바쁜 업무를 고려했을 때 실제로 발달지지가 이루어지는 건 

50-60% 정도인 것 같아요(참여자 3).”

“ 일단 발달케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생존의 문제가 서바이벌의 문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같은 시간에 같은 간호를 하는데 있어

서 만약에 시간이 너무 적으면 포기하는 게 발달 쪽인 것 같은데... 

(중략) 중요는 하지만 못 챙기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생각이 완전

히 없다기보다는 애기가 괜찮아지면 챙기려고 노력을 하니까...(참

여자 5)”

부모-아기 애착지지 

“부모-아기 애착지지”는 미숙아 간호에 가족의 참여를 촉진하여 입

원치료로 인해 분리된 부모와 아기의 애착을 증진시킴으로써 미숙아

의 생리적 안정과 행동발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부모와의 애착을 증진시키는 게 가장 큰 선

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주 좀 만나게 해 

줄 수 있는 것, 만져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요즘에 더 

중요하고 생각하거든요(참여자 2).”

“ 캥거루케어에 대해 관심은 많이 보여, 입원할 때도 적용 케이스가 

되어 보호자들에게 이야기하면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실제로 만

족도가 높은 편이죠, ‘이걸 하면 우리 아기도 좋아질꺼야’ 기대감도 

많이 커지는 것 같고... 엄마, 아빠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 보면 우리 

간호사도 만족이고...(참여자 4)”

Table 3. Dimensions, Attributes and Indicators of Developmental Care for Pre-
term Infant in Field Work

Dimension             Attributes                   Indicators

Nursing practice Being like intrauterine state Minimizing stressful stimuli
Modifying NICU environment

Individualization Individualizing intervention 
   through observation of
   behaviors and cues

Integrative care with
   awareness of development

Consideration of developmental 
   factors
Providing care to maintain
   stability

Family
   centeredness

Supporting parental
   attachment

Facilitating parent- infant
   interaction

Professional alliance Collaboration with parents, 
   health professionals and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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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협력

“전문적인 협력”은 발달지지가 간호에 국한된 실무영역이 아닌 의학 

및 타 학문분야와의 협조,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병원의 정

책 및 관리자의 관심 등이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임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진 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

는 의사소통체계 확립, 병원의 정책적인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의료진 간의 서로의 정보교환이 중요하거든요. (중략) 그 병동이 제

시하는 목표나 비전, 어떻게, 어떤 것을 가지고 ‘가족중심의 발달간

호를 한다’, ‘우리 니큐의 목적은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파트장이나 관리자, 교수가 얼마나 발달간호에 관심

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2).”

“ 효율적인 발달지지를 위해 간호사 간에 서로 공유하고 좋은 마인

드를 나누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발달

지지는 어떤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위

기를 고취시키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참여자 3).”

“ 발달이라는 게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여러 

가지 병원제도, 시스템도 정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간호사랑 의료

진, 부모도 그리고 전체적인 그 발달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애들에

게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간호사)가 해줄 수 있는 것 말고도 병원

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생아나 어린 유아나 영아들을 대상으

로 해줄 수 있는 발달지지에 대한 체계에 대해 관심과 지지가 있었

으며 좋겠어요(참여자 4).”

최종분석 단계

최종 분석단계에서는 이론적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와 현장작업 단

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의 

정의속성과 지표를 규명하였다. 이론적 단계에서는 2가지 차원(간호실

무차원, 가족중심차원)에서 7가지 속성(유해자극 최소화, 발달증진 감

각제공, 체계적 사정, 개별성, 상호작용, 가족몰입 지지, 다 학제적인 팀 

통합)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현장작업 단계에서는 2가지 차원(간호실무

차원, 가족중심차원)에서 5가지 속성(자궁 내 환경 따라가기, 개별화, 

발달에 대한 인식을 간호에 통합, 부모-아기 애착지지, 전문적인 협력)

이 확인되었다. 최종분석 과정에서 이론적 단계의 간호실무차원에서 

도출된 속성 중 ‘유해자극 최소화’, ‘발달증진 감각제공’ 속성은 최대한 

미숙아를 위한 자궁 내 환경과 비슷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장분

석 단계의 속성인 ‘자궁 내 환경 따라가기’에 통합이 되었다. 또한 ‘체계

적 사정’, ‘개별화’, ‘상호작용’ 속성은 현장분석 단계 속성 중 ‘개별화’, 

‘발달에 대한 인식을 간호에 통합’ 속성과 통합되었다. 그리고 가족중

심차원의 이론적 단계 속성인 ‘가족몰입지지’는 현장분석단계의 ‘부

모-아기 애착지지’ 속성과 통합되었고, ‘다 학제적 팀 통합’은 현장분석

단계의 ‘전문적인 협력’과 통합되어 최종적으로 2가지 차원, 6가지 속

성, 8가지 지표가 도출되었다(Table 4).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의 차원 및 속성

최종적으로 드러난 미숙아 발달지지는 간호실무차원과 가족중심

차원인 2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간호실무차원은 자궁 내 환

경 따라가기, 상호작용, 개별화, 발달에 대한 인식을 간호에 통합 등의 4

가지 속성으로 도출되었으며, 가족중심차원은 부모-아기 애착지지, 전

문적인 협력인 2가지 속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론적 단계와 현장작업 

단계를 종합하면서 각 속성에 대한 경험적 지표를 확인하였다. 각 속

성에 따른 구체적인 경험적 지표는 우선 간호실무차원의 ‘자궁 내 환

경 따라가기’는 스트레스 자극 최소화,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 조절, ‘상

호작용’ 속성의 지표는 미숙아와 돌봄자 사이의 발달적 요구에 대한 

상호교환, ‘개별화’의 지표는 체계적 사정을 통한 개별화된 중재, 그리

고 ‘발달에 대한 인식을 간호에 통합’은 발달 영향요인의 고려, 안정성

을 유지하기위한 간호제공이었다. 그리고 가족중심차원의 ‘부모-아기 

애착지지’ 속성의 지표는 부모참여와 상호작용 증진, ‘전문적인 협력’ 

속성의 지표는 건강전문인과 부모의 협조로 나타났다.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의 정의

이론적 단계와 현장작업 단계에서 파악된 속성을 토대로 미숙아 발

달지지간호를 정의하면 미숙아의 최적의 성장발달을 지지해 줄 수 있

도록 자궁 내 환경을 따라가기 위해 아기와 상호작용하며 개별적이고 

통합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부모-아기의 애착을 지지하기 위해 가족과 

전문의료인이 협력하는 미숙아 간호실무라고 할 수 있다.

Table 4. Dimensions, Attributes and Indicators of Developmental Care for Pre-
term Infants in Final Stage

Dimensions          Attributes                   Indicators

Nursing practice Being like intrauterine 
   state

Minimizing stressful stimuli
Modifying NICU environment

Interaction Communicating developmental 
   needs between infant and
   caregivers

Individualization Individualizing intervention 
   through systematic assessment 

Integrative care with
   awareness of
   development

Consideration of developmental 
   factors
Providing care to maintain stability

Family
   centeredness

Supporting parental
   attachment

Facilitating parent’s participation 
   and parent- infant interaction

Professional alliance Collaboration with parents and 
   multidisciplinary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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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발달지지간호는 인간의 성장발달단계에서 아동기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인간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특정한 발달장애를 가진 대상

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이 경험하는 변화와 위기에 대처하며 살

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영역으로 간호학 뿐만 아니라 의학, 사회

학, 치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개념이다. 특히 미숙아 간

호영역에서 발달지지간호는 미숙아 생존을 위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적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숙아 출생 후 시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진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본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를 돌보는 시간이 가

장 많은 의료진인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에게 독자적인 간호영역을 

개발하고 확대할 수 있는, 간호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실무 영역이

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에 대해 전반

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이론구축이나 실무 가이드라인이 없

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에 대한 개념개발

은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지식체를 구축하는 의미 있

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나타난 개념과 국내실무에서 드러

나는 개념을 통합하여 개념을 재정의 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는 혼종모형(hybrid model) 방법을 이용하여 개념개발

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 단계에서 도출된 발달지지 속성인 ‘상

호작용’, ‘개별화’ ‘체계적 사정’은 Walker & Avant (1995)의 개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발달지지 개념을 분석한 Aita와 Snider (2002)가 도출

한 속성인 ‘상호작용’, ‘개별화’, ‘진화 과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

데, 이는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의 기본개념이 행동의 해석과 관찰에 중

점을 두고 있는 신경행동조직 모델을 시작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으며 발달간호의 주요소는 영아의 행동신호에 근거한 간호 

제공(Aita & Snider, 2002)이라는 입장과 유사하다. Als (1986)의 통합발

달이론에서 제안한 상호작용적인 행동체계와 행동 조직화를 위해 내

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영아의 특성(Als & Gilkerson, 1997)은 

본 연구에서 주장한 미숙아의 체계적 사정과 각자의 개별성에 근거한 

간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발달지지간호

는 미숙아가 상황과 자극에 어떠한 행동과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돌

봄자는 미숙아와 중요한 단서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화된 

통합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작업 단계에서 나타난 

속성인 ‘발달에 대한 인식을 간호에 통합’은 Nugent (1989)가 간호발달 

모델에서 영아의 발달 수준을 사정 후 복잡한 간호요구에 이를 통합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 급성기 간호를 시행하면

서 발달지지 간호 측면이 우선순위에 뒤처지지 않고 통합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과 중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속적인 발달지지간호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미숙아 생존률 증가와 

합병증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간호사가 성장 발달의 촉진자

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사고의 전환과 가족의 기대에 대한 민감성 증진

이 필요하다고 본다(Butler & Als, 2008). 

가족중심차원에서 속성으로 ‘부모-아기 애착지지’와 ‘전문적입 협

력’이 도출되었는데 출생 초기 부모와 아기의 애착은 이후 최적의 발

달을 위해 중요하며 아기의 애착행동체계 발달은 애착 대상과의 근접

성을 유지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

에 대한 내적인 “작동모형(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된다(Walker, 

1992). Atun-Einy와 Scher (2008)가 발달지지간호의 주요 요소로 환경

조절과 환경적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미숙아 간호에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발달적 단서의 인식에 관련하여 부

모와 의료진 간의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지지간호는 미숙아 

치료에 관여하는 여러 건강전문가가 협력하는 다 학제적 접근이 필요

하며 팀 협력을 통해 미숙아 발달 증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Westrup, Sizun과 Lagercranz (2007)는 신생아의 스트레스와 통증 감소

를 위해 신생아간호에서 총체적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

며 ‘가족중심 발달지지간호’의 목표는 업무나 처치 중심의 간호전략으

로부터 가족참여를 증진시키는 과정과 관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Spittle 등(2010)은 미숙아의 조기중재 연구에서 

생후 1년간 심리학자와 물리치료사의 9회 가정방문을 통해 주 양육자

에게 영아의 자기조절과 자세안정 기술을 교육하고, 그리고 모아상호

작용 증진과 심리적인 지지를 한 결과, 2년 후 미숙아의 인지 행동 발

달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주 양육자에 의한 평가에서 

중재군 미숙아는 비정상적인 조절행위가 덜 나타났으며 부모는 불안

과 우울의 정도에서 낮게 나타남을 보고하여 발달지지간호에 부모에 

대한 교육과 참여격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미숙아의 발달지지를 위한 조기 중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그동

안 NIDCAP 프로그램 등 체계적 방법의 중재가 적용되고 미숙아 생리

적 행동 반응과 신경행동발달에서의 효과가 보고되었지만(Kleberg et 

al., 2008; Westrup, Sizun, & Lagercranz, 2007), 아직 그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발달지지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

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의 교육을 통한 간호 실무수준 향상 뿐 아니라 

병원 조직과 국가적 지원을 위한 환경의 변화를 꾸준히 추구함으로써 

발달 지지간호의 영역을 더욱 확고히 하고 미숙아 발달과 건강증진, 그

리고 가족의 안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감염예방 등의 이유로 인한 신생아중환

자실 외부인 접근제한과 같은 특성으로 미숙아 발달지지간호가 이루

어지는 현장관찰보다는 심층면담 위주로 진행되어 속성과 지표 도출

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확립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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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이론 및 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의료 환경에서 발달지지 간호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과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를 기반으로 미숙아 발달지지간호능력을 측

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과 미숙아 발달지지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혼종모형을 이용한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의 개념분석 연

구로 분석결과 미숙아 발달지지간호는 미숙아의 최적의 성장발달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자궁 내 환경을 따라가기 위해 아기와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적이고 통합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부모-아기의 애착을 지지

하기 위해 가족 및 전문 의료인이 협력하는 간호실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미숙아 발달지지간호

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시함으로써 미숙아 발달지지간호 적용과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미숙아 발달지지간호

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추후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도구개발 및 프

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발달지지간호의 증진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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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적

본 연구는 미숙아에게 발달관련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적의 성장발

달을 촉진하기위한 발달지지간호 개념을 탐색하기위해 시도되었다.

방법

Schwartz-Barcott와 Kim (2000)의 개념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론적 단계, 현장작업 단계, 최종분석 단계에 따라 개념을 분석하였

다. 현장작업단계에서는 참여자와 심층면담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결과

발달지지간호 개념의 속성은 간호실무차원과 가족중심차원인 2차

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간호실무차원은 자궁 내 환경 따라가기, 상

호작용, 개별화, 발달에 대한 인식을 간호에 통합 등의 4가지 속성으로 

도출되었으며, 가족중심차원은 전문적인 협력, 부모-아기 애착지지인 

2가지 속성으로 도출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혼종모형을 사용한 개념분석을 통해 미숙아 발달지

지간호에 대한 6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

은 미숙아 발달지지간호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시함으로써 미숙아 발

달지지간호 관련 이론 개발 및 실무 증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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