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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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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barriers of Kangaroo-Mother Care (KMC) among nurse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NICU). 
Methods: Participants were 131 nurses working in NICU who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information regarding per-
ception, barriers, and practice of KMC.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Of the participants, 33.6% reported the practice of KMC in their NICU, with 75.6%  wanting to receive 
training in KMC and 31.3% having received KMC education. Most of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KMC enhances attachment, parental confi-
dence, and effective breast feeding but they reported a negative perception in providing KMC for premature infants weighing less than 1,000 
grams or intubated premature infants. Major barriers to practicing KMC were safety of infants, possible work overload for nurses, as well as 
absence of consistent guidelines. Barriers to KMC among nurses who received the KMC training were lower than nurses who did not receive 
the KMC training (t=-2.11, p=.037). Conclusion: Education program and standardized clinical practice protocol should be developed to foster 
the positive perception and to reduce nurse barriers to K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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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감소되고 있는 반면, 재태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미숙아 출산율은 2007년 전체 출생아 구성비의 5.2%에

서, 2012년 6.3%, 2015년 6.7%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 

미숙아 중 체중이 1,500 g 미만인 극소저체중출생아(Very Low Birth 

Weight Infant, VLBW)의 생존율은 2000년대 79.0%에서 2007년 84.7%

로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며 과거에 비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장기간

의 의료적 관리를 받는 미숙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미숙아는 대부분 출생 직후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의료적 관리를 

받게 되는데, 신생아집중치료실 환경은 미숙아의 중추신경계 성숙정

도에 비해 감각자극이 과도하여, 미숙아의 중추신경계 조절과 통합을 

저해함으로써 미숙아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보육기 간호를 제공받기 위해 

물리적으로 부모와 분리됨에 따라 어머니와의 접촉행동이 지연되고, 

모아상호작용 발달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따라서 오늘날 신

생아집중치료실 간호는 미숙아의 생존은 물론이며, 이들의 성장발달

과 관련된 장애와 후유증을 최소화함으로써 건강한 성장발달을 유도

해 줄 수 있는 발달지지간호중재 제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캥거루 돌보기(Kangaroo-Mother Care, KMC)는 기저귀와 모자만을 

착용한 미숙아를 부모의 맨 가슴에 똑바로 세워 안고 피부 대 피부 접

촉을 유도함으로써 어머니와 미숙아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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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효과적인 가족중심적 발달지지 간호중재로 제시되고 있다[5,6]. 즉, 

캥거루 돌보기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의 자궁 외 환경에 적

응을 용이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기의 애착증진과 부모의 

자존감 향상, 모유수유 기간 연장 및 유즙분비 증가 등 부모역할을 지

지해주는 중재로 알려져 있다[7,8]. 이 외에도 캥거루 돌보기는 미숙아

의 뇌 발달과 운동 발달 촉진[9], 신체적 통증감소[10], 몸무게 증가 및 

신체적 안정 유지[11]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선진

국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아기에게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

는 보편화된 중재로 알려져 있다[12,13]. 최근에는 캥거루 돌보기의 실

무 확산을 위해 간호사들에게 체계적인 캥거루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4,15]. 

국내에서는 캥거루 돌보기의 안전성 및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보

고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9] 실제 캥거루 돌보기를 직접 실시하고 

있는 병원이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간호사는 가족중심 간호중재 제공 시 환아 부모에게 신생아집중치

료실에 대한 정보와 의학적 지침, 믿음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를 지지하

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5].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실제 부모들이 캥거루 돌보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영향 요인임을 고려할 때[12], 신생아집중

치료실 간호사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애를 확인하는 것은 

캥거루 돌보기의 실무적용과 확산을 위한 시작으로 의의가 있다.

간호사의 캥거루 돌보기 인식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

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조사[13], 캥거

루 돌보기 적용 시간에 따른 간호사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16], 호주에

서 간호사에게 설문조사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17], 간호사와 어머니

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 비교[15] 등이 있었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캥거루 돌보기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최근까지 발표되고 있으나[18] 캥거루 돌보기

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장애 관련 연구는 간호사와 의사를 대상으

로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Bang[19]의 연구가 한편 있을 

뿐 국내에서 발표된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장애에 대

한 경험적 근거는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에 의해 결정되며, 행동에 대한 태도인 인식과 지각된 행동통제인 장

애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20], 간호사

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애는 간호사의 의도를 변화시키고 

최종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 충청지역 소재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

애정도를 조사하여 캥거루 돌보기의 임상 적용과 확산을 위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충청지역 대학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 간

호사를 대상으로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캥거루 돌보기의 임상적용과 확산을 위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캥거루 돌보기 실행경험을 파악한다.

2) 연구 대상자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3) 연구 대상자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 정도를 파악한다.

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애 정도를 파악한다.

5) 연구 대상자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전·충청지역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캥

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애 및 이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대전·충청지역 

소재 5개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본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간호사 136명 중 

연구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답변이 불성실한 5명을 제외한 

총 13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양측검정에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0.3, 유의수

준 .05, 검정력 0.9로 설정하였을 때 112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

자 131명은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Chia 등[17]이 개발한 캥거루 돌보기 실

행경험과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Engler 등[13]이 개발한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 측정도구 등이다. 각 도구는 원 저자의 사

용승인을 받았으며, 우리말로 번역한 후 이중 언어가 가능한 의학전문

인에게 역 번역을 의뢰하였고, 이를 원본과 대조하여 내용 전달에 무

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

호사 1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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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캥거루 돌보기 실행경험은 Chia 등[17]이 개발한 7개 문항을 사용하

였으며, 실행 여부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은 Chia 등[17]이 개발한 14문항으로 구

성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캥거루 돌보기 효과에 

대한 인식 5문항과, 캥거루 돌보기 수행에 대한 인식 9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에서 ‘매우 동의한다’에 5점을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캥거루 돌보

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개발당시 

신생아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가 입증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 =.601이었다.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는 Engler 등[13]이 개발한 1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된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캥거루 돌보기를 실시하는 데 방해

가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영향을 준다’에 5점을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캥거루 돌보기

에 대한 간호사의 장애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Bang[19]의 연구에서 

신뢰도 Chronbach’s α =.83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 =.846이었다. 

자료 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040647-201509-

HR-005-03)을 받은 후, 대전 충청지역 소재 5개 대학병원 간호부와 신

생아집중치료실 담당 주치의와 수간호사에게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

을 받았다. 자료수집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대상자에게 제공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익명을 보장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언제든지 대상자가 원할 경우 연구를 철회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

였다.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과 캥거루 돌보기 실행경험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

자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애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애

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애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8.5세였으며, 30세 미만이 71.0%로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78.6%이었으며, 자녀는 없는 대상자

가 84.7%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교육 정도는 학사 이상이 74.0%이었으

며, 직급은 일반간호사가 93.9%이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평균 근무기

간은 4.1년이었으며, 1-5년 근무한 간호사가 50.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캥거루 돌보기 경험은 ‘경험 없음’이 35.9%, ‘현재 실행 중’이 

33.6%, ‘과거에 경험 있음’이 30.5%의 순서로 나타났다. 캥거루 돌보기 

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음’이 31.3%, ‘없음’이 68.7%이었으며, 조사대상 

간호사의 75.6%는 캥거루 돌보기 교육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1). 

캥거루 돌보기 실행경험

캥거루 돌보기 실행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64.1%이었

으며, 실행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캥거루 돌보기에 참여하도록 어머니

를 격려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98.8%, 캥거루 돌보기에 참여하는 어

머니를 돌봐 준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96.4%이었다. 캥거루 돌보기에 

참여하는 어머니를 돌봐 준 경우를 아기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체중

이 1,000 g 이상인 미숙아의 어머니를 돌본 경우가 88.1%로 가장 많았

다. 캥거루 돌보기에 참여하도록 아버지를 격려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는 50.0%이었으며, 캥거루 돌보기에 참여하는 아버지를 돌보아 준 경험

이 있는 간호사는 47.6%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캥거루 돌보기에 참여

하는 아버지를 돌보아 준 경우를 아기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체중이 

1,000 g 이상인 미숙아의 아버지를 돌본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다. 

캥거루 돌보기에 대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경험이 있는 간호사

는 88.1%이었으며,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간호사는 10.7%에 불과하였다. 또한 캥거루 돌보기 기술

에 대해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40.5%로 나타났다(Table 2).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전반적 인식의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6점 

이었으며, 이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캥거루 돌보기 효과에 대한 인

식은 평균평점 4.0점이었고, 캥거루 돌보기 수행에 대한 인식은 평균평

점 3.4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간호사의 캥거루 돌보기 효과에 대

한 인식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캥거루 돌보기는 애착을 증진시킨다.’에 

대해 대상자의 97.7%가 동의하여 평균평점 4.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를 나타내었고, ‘캥거루 돌보기의 잠재적 이점이 과장되었다.’는 문항에

는 전체의 42.8%가 동의하였으며, 평균평점 3.3점으로 가장 낮은 인식

점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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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간호사의 캥거루 돌보기 수행에 대한 인식을 문항별로 살

펴보면, ‘캥거루 돌보기가 진행되는 동안 부모 곁에 머물면서 도움과 

지지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4.1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조용할 때 캥

거루 돌보기를 장려해야 한다.’(4.1점), ‘아기의 부모에게 캥거루 돌보기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4.0점), ‘모든 부모들에게 캥거루 

돌보기를 격려한다.’(4.0점) 등의 문항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식정도가 낮았던 문항은 ‘캥거

루 돌보기를 몸무게가 1,000 g 이상인 아기에게 제공하는 것’(2.7점), 

‘캥거루 돌보기를 삽관을 하고 있는 아기에게 제공하는 것.’(2.6점), ‘신

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2.3점) 등의 문항으로 

각각 대상자의 71.6%, 50.3%, 65.6%의 대상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는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6점으로 나타

났다. 비교적 장애점수가 높았던 문항은 동맥이나 정맥 주입 라인이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4.1점), 저체중아에게 캥거루 돌보기 적용 시 안

전에 대한 두려움(4.0점), 간호사의 업무 가중(4.0점), 우발적인 발관에 

대한 두려움(3.9점),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경험 부족(3.9점), 간호 실무

에서 캥거루 돌보기 제공방법에 대한 일관된 프로토콜이 없는 것(3.8

점) 등의 문항으로 대상자의 71.8-89.3%가 캥거루 돌보기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mparison of the Level of Perception and Barriers towards Kangaroo-Mother Car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1)

Variables Categories n (%) Mean ± SD
Perception of KMC Barriers towards KMC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Age
  

≤ 29
30-39
≥ 40

93 (71.0)
29 (22.1)

9 ( 6.9)

28.5 ± 7.07 3.6 ± 0.28
3.7 ± 0.29
3.8 ± 0.28

1.86 .160 3.6 ± 0.46
3.7 ± 0.47
3.6 ± 0.39

1.13 .325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28 (21.4)
103 (78.6)

  
  

3.6 ± 0.31
3.6 ± 0.28

0.36 .715 3.7 ± 0.41
3.6 ± 0.47

1.13 .260

Children Have
None

20 (15.3)
111 (84.7)

  
  

3.8 ± 0.27
3.6 ± 0.28

2.42 .017 3.7 ± 0.38
3.6 ± 0.47

0.25 .804

Education   Junior college
College
≥ Graduate school

34 (26.0)
73 (55.7)
24 (18.3)

  
  
  

3.6 ± 0.23
3.6 ± 0.28
3.6 ± 0.35

0.04 .959 3.6 ± 0.41
3.6 ± 0.48
3.7 ± 0.49

0.05 .956

Nurse’s position Staff nurse
≥ Charge nurse

123 (93.9)
8 ( 6.1)

  
  

3.6 ± 0.29
3.6 ± 0.25

-0.18 .858 3.6 ± 0.45
3.6 ± 0.58

0.46 .650

NICU clinical experience 
 (years)

< 11
≤ 1- < 52
≤ 5- < 103
≥ 104

26 (19.8)
66 (50.4)
23 (17.6)
16 (12.2)

4.1 ± 4.31 3.7 ± 0.24
3.6 ± 0.27
3.5 ± 0.29
3.7 ± 0.38

1.64 .183 3.7 ± 0.50
3.5 ± 0.43
3.8 ± 0.39
3.7 ± 0.52

2.83
(*2 < 3)

.041

KMC care experience Not experienced
Experienced in the past
Practicing now

47 (35.9)
40 (30.5)
44 (33.6)

  
  
  

3.7 ± 0.26
3.6 ± 0.29
3.6 ± 0.30

1.25 .289 3.7 ± 0.45
3.6 ± 0.46
3.6 ± 0.46

1.30 .277

KMC Educational experience Have
None

41 (31.3)
90 (68.7)

  
  

3.6 ± 0.27
3.6 ± 0.29

0.01 .999 3.5 ± 0.52
3.7 ± 0.42

-2.11 .037

Want to receive training on KMC Yes
No

99 (75.6)
31 (23.7)

  
  

3.6 ± 0.29
3.6 ± 0.28

1.17 .245 3.6 ± 0.49
3.7 ± 0.34

-1.44 .151

*Dunnett T3.       
KMC = Kangaroo-Mother Care.

Table 2. Nurses’ Practice Experience Related to Kangaroo-Mother Care   (N=84) 

Items
Yes responses 

n (%)

Encouraged mothers to participation in KMC 83 (98.8)
Assisted mothers with participation in KMC  

• with normal term infants 
• with preterm infants ( > 1,000 g)
• with preterm infants ( < 1,000 g)
• with preterm ventilated infants 

81 (96.4)
36 (42.9)
74 (88.1)
10 (11.9)

8 ( 9.5)
Encouraged fathers to participation in KMC 42 (50.0)
Assisted fathers with participation in KMC  

• with normal term infants
• with preterm infants ( > 1,000 g)
• with preterm infants ( < 1,000 g)
• with preterm ventilated infants

40 (47.6)
21 (25.0)
30 (35.7)

3 ( 3.6)
1 ( 1.2)

Provided information about KMC to parents 74 (88.1)
Participated in a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on KMC 9 (10.7)
Received supervision in the technique of KMC 34 (40.5)

KMC = Kangaroo-Mother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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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애

연구대상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녀가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캥

거루 돌보기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42, p=.017) (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의 차이를 

Table 3. Perception of Participation in Kangaroo-Mother Care  (N=131) 

Item 

n (%)

M ± SD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Uncertain 

4
Agree

5
Strongly agree 

Total scores for perception of KMC 3.6 ± 0.28 
Benefits of KMC           4.0 ± 0.38 
   KMC promotes bonding. - 1 (0.8) 1 (0.8) 90 (68.2) 39 (29.5) 4.3 ± 0.51 
   KMC enhances parents’ confidence. - - 9 (6.9) 82 (62.6) 40 (30.5) 4.2 ± 0.57
   KMC has a positive effect on physical wellbeing of infant. - - 8 (6.1) 85 (64.9) 38 (29.0) 4.2 ± 0.55
   KMC results in more effective breast feeding. - 4 (3.1) 24 (18.3) 71 (54.2) 32 (24.4) 4.0 ± 0.74
   Potential benefits of KMC have been overstated. 1 (0.8) 23 (17.6) 51 (38.9) 47 (35.9) 9 (6.9) 3.3 ± 0.87
Practices of KMC           3.4 ± 0.35
   Nurses should remain with parents for support and assistance during KMC. - 2 (1.5) 10 (7.6) 92 (70.2) 27 (20.6) 4.1 ± 0.58
   Nurses should facilitate KMC when the NICU is quiet. - 3 (2.3) 12 (9.2) 92 (70.2) 24 (18.3) 4.1 ± 0.61
   All parents should be given relevant information on KMC. - 6 (4.6) 14 (10.7) 85 (64.9) 26 (19.8) 4.0 ± 0.70
   All parents should be encouraged to practice KMC. - 5 (3.8) 17 (13.0) 83 (63.4) 26 (19.8) 4.0 ± 0.70
   Facilitating KMC is professionally satisfying. - 4 (3.1) 40 (30.5) 75 (57.3) 12 (9.2) 3.7 ± 0.67
   KMC should begin within a few hours of birth. 1 (0.8) 24 (18.3) 51 (38.9) 51 (38.9) 4 (3.1) 3.3 ± 0.82
   *KMC should only be practiced for infants weighing 1000g or more. 1 (0.8) 3 (2.3) 34 (26.0) 30 (22.9) 63 (48.1) 2.7 ± 0.87
   *KMC should not be practiced with an intubated infant. - 24 (18.3) 41 (31.3) 56 (42.7) 10 (7.6) 2.6 ± 0.87
   *Facilitating KMC is an added burden to NICU nurses. - 12 (9.2) 33 (25.2) 65 (49.6) 21 (16.0) 2.3 ± 0.84

*Reversed items.      
KMC = Kangaroo-Mother Care.      

Table 4. Barriers to Practicing Kangaroo-Mother Care in Participants  (N=131) 

Item 

n (%)

M ± SD1
Not influential 

at all

2
Not very 

influential

3
Neither influential 
nor non-influential

4
Somewhat 
influential

5
Very 

influential

Total score for barriers to practicing KMC 3.6 ± 0.46
   Fear of arterial or  venous line dislodgement - 10 ( 7.6) 8 ( 6.1) 75 (57.3) 38 (29.0) 4.1 ± 0.81
   Fear of safety of KMC for babies below a certain weight - 7 ( 5.3) 7 ( 5.3) 93 (71.0) 24 (18.3) 4.0 ± 0.67
   Nurses’ feeling that KMC adds a burden to their workload - 6 ( 4.6) 19 (14.5) 79 (60.3) 27 (20.6) 4.0 ± 0.73
   Fear of accidental extubation - 10 ( 7.6) 20 (15.3) 70 (53.4) 31 (23.7) 3.9 ± 0.83
   Lack of experience with KMC - 10 ( 7.6) 18 (13.7) 85 (64.9) 18 (13.7) 3.9 ± 0.75
   Inconsistency in the practice of KMC 1 ( 0.8) 9 ( 6.9) 20 (15.3) 84 (64.1) 17 (13.0) 3.8 ± 0.77
   Inability to provide adequate time to families during KMC - 12 ( 9.2) 25 (19.1) 82 (62.6) 12 ( 9.2) 3.7 ± 0.76
   Nurses’ belief that KMC is used for babies who are not developmentally 
    ready for it

- 15 (11.5) 35 (26.7) 72 (55.0) 9 ( 6.3) 3.6 ± 0.79

   Medical staff reluctance to allow KMC - 14 (10.7) 40 (30.5) 70 (53.4) 7 ( 5.3) 3.5 ± 0.76
   Nurses’ feeling that KMC makes it difficult to administer care 1 ( 0.8) 19 (14.5) 27 (20.6) 77 (55.8) 7 ( 5.3) 3.5 ± 0.84
   Nursing staff reluctance to participate in KMC 2 ( 1.5) 14 (10.7) 36 (27.5) 72 (55.0) 7 ( 5.3) 3.5 ± 0.82
   Advanced practice nurses’ reluctance to allow KMC 2 ( 1.5) 14 (10.7) 58 (44.3) 55 (42.0) 2 ( 1.5) 3.3 ± 0.75
   Family reluctance to participate in KMC 6 ( 4.6) 26 (19.8) 30 (22.9) 64 (48.9) 5 ( 3.8) 3.3 ± 0.98
   Difficult providing privacy for families during KMC 4 ( 3.1) 31 (23.7) 31 (23.7) 59 (45.0) 6 ( 4.6) 3.2 ± 0.97
   Belief that technology (e.g., incubators) is more beneficial to babies 
    than care a parent can provide*

4 ( 3.1) 39 (29.8) 36 (27.5) 47 (35.9) 4 ( 3.1) 3.1 ± 0.95

*missing data excluded.      
KMC = Kangaroo-Mother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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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 결과, 신생아집중치료실 근무경력과 캥거루 돌보기 교육을 받

은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의 사

후검정에서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아 Dunnett T3로 비교하였을 때, 신

생아집중치료실 근무 경력의 경우 1-5년의 경력을 가진 대상자가 근무 

경력 5-10년의 대상자보다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를 낮게 인식하

고 있었으며(t=2.83, p =.041), 캥거루 돌보기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서는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캥거루 돌보기 교육

을 받지 않은 대상자보다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2.11, p=.037) (Table 1).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애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

과 장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 -0.08, p=.374).

논 의

본 연구는 대전·충청지역 소재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근무

하는 간호사들의 캥거루 돌보기 경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애 정도를 파악하여 추후 캥거루 돌보기 중재의 간호실무 확산을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캥거루 돌보기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간호사는 전체 

대상자의 33.6%였다. 이는 경기 강원지역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의사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애를 연구한 Bang[19]의 선행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캥거루 돌보기를 시행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1.3%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나, Engler 등[13]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82%가 캥거루 돌보기를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와,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98%가 감각자극제공을 위해 캥거루 돌보기를 실시하고 있

다는 Field 등[21]의 국외 연구보고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캥거루 돌보기의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현 시점에

서 캥거루 돌보기의 국내 임상 적용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

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캥거루 돌보기에 관한 교육을 받기 원하는 대상자가 응답자의 75.6%

인 반면, 실제 캥거루 돌보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

가 31.3%였고, 캥거루 돌보기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캥거루 

돌보기 관련 보수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10.7%에 불과한 본 결과를 통

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캥거루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실제 캥거루 돌보기 교육은 일부 대학에서 소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간호 실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생아집중

치료실 간호사의 보수교육이나 병원 내에서 실시하는 간호단위 교육

과정에서 캥거루 돌보기 적용방법과 일관된 프로토콜 및 캥거루 돌보

기 효과에 대한 관련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며 캥거루 돌보기 프로그

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캥거루 돌보기 시행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체중 1,000 g 

이상의 미숙아의 어머니가 캥거루 돌보기를 시행할 때에 도와주고 격

려했다고 응답했으나, 체중 1,000 g 미만인 경우와 인공호흡기를 사용

하고 있는 미숙아의 어머니를 도와준 경험은 10% 내외로 매우 저조하

였다. 이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캥거루 돌보기가 주로 기계적 보조 환기

의 도움이 필요 없고 비교적 상태가 안정된 미숙아에게 적용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미숙아의 53%에서 캥거

루 돌보기를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13]와, 체중 1,000 g 미만의 미숙아

에게 캥거루 돌보기를 시행한다는 응답이 87.5%였던 연구보고[17] 및 

극소저체중출생아, 삽관을 한 미숙아에게도 캥거루 돌보기를 안전하

게 적용할 수 있다는 국외의 연구결과[22,23]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캥거루 돌보기 방법이나 그 효과

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며, 관련 교육을 받은 대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실제 본 연구에서 캥거루 

돌보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31.3%였고, 캥거루 돌보기 

관련 보수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전체 대상자의 6.9%로 나

타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간호사의 캥거루 돌보기와 관련된 

지식 결여는 간호 실무에서 캥거루 돌보기 제공 시 주된 장애요인이며

[5,24],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간호 실무에서 캥거루 돌보기

를 제공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 보고[14,15]와 간호사가 

캥거루 돌보기의 간호 실무적용 및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17,25],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캥거루 돌보기 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아울러 체

중 1,000 g 미만인 미숙아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미숙아에게 

캥거루 돌보기를 적용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캥거루 돌보기의 안전성 

및 긍정적 효과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축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조사대상 간호사들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5

점 만점에 평균 평점 3.6점으로 다소 중립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Bang[19]의 선행연구에서 3.5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호

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Chia 등[17]의 4.1점보다 낮아 국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이 국

외 간호사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캥거루 돌

보기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와 프로토콜이 제시되어 임상현장에서 

보편화된 간호중재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조사대상 간호사들이 근무

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이나 프로토콜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간호사 직무교육에도 관련 내용

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여겨

진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에 대한 태도인 인식과 지각된 행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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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장애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됨을 고려

할 때[20], 캥거루 돌보기의 실무 확산을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고 있는 하부영역, 즉 캥거루 돌

보기 효과에 대한 인식은 4.0점이었으나, 캥거루 돌보기 수행에 대한 

인식은 3.4점으로 효과에 대한 인식에 비해 낮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 

간호사들이 캥거루 돌보기 효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으나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다소 불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Bang[19], Chia 등[17]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캥거루 돌보기 효과에 대한 인식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캥거루 돌보

기가 애착을 증진시키며 부모의 자신감 향상과 신체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모유수유에 효과적이라는 문항에 대해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동

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가 캥거루 돌보기 실무적용 

및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13,17], 추후 캥

거루 돌보기의 실무확산 증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나 캥거루 돌보기의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문항에 대상

자의 42.8%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할 때에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캥거루 돌보기 효과를 

명확히 강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 간호사들의 캥거루 돌보기 수행에 대한 인식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부모 곁에 머물면서 도움과 지지를 제공하고, 조용할 때 캥

거루 돌보기를 장려하며, 모든 부모에게 캥거루 돌보기 관련정보를 제

공해주고, 캥거루 돌보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를 격려하며, 전문직

업인으로서 만족감을 증진시켜 준다는 데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체중 1,000 g 미만 미숙아와 삽관을 하고 있

는 미숙아에게 캥거루 돌보기를 적용한다는 문항에 대해 연구 대상자

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 의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Bang[1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국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ia 등[17]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였다. 특히 체중 1,000 g 

미만 미숙아와 삽관을 하고 있는 미숙아에게 캥거루 돌보기를 적용한

다는 문항은 Chia 등[17]의 연구에서 4.3점 이상의 긍정적인 인식을 보

였던 문항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이 캥거루 돌보기 수행 경험이나 교육

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

각된다. 특히 극소저체중출생아와 삽관을 한 미숙아에게도 캥거루 돌

보기를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22,23]를 고려해 볼 때 신

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캥

거루 돌보기 효과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

요하며 그 결과를 공유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은 캥

거루 돌보기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는데 이는 Bang[19], Chia 등[17], Engler 등[13]의 연구보고와도 일치

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업무가 타 

부서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보다 매우 높다는 Yu[26]의 연구보고를 

고려할 때 캥거루 돌보기의 실무확산에 앞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

사의 업무분담 및 적정 인력배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캥거루 돌보기는 미숙아의 생리적 안정

과 수면을 유도하고, 부모가 아기를 돌봄으로 인해 오히려 간호업무량

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13],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제공

과 수행경험을 통해 간호사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전반적 장애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6점으

로 Bang[19]의 선행연구에서의 3.3점보다 다소 높았는데 이는 캥거루 

돌보기 관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즉, 캥거루 돌보기의 임상 적용 시 주된 

장애 요인이 의료인의 캥거루 돌보기와 관련된 지식결여로 알려져 있

는데[27],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캥거루 돌보기 관련 보수교육을 제공

받은 간호사는 캥거루 돌보기 수행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10.7%인데 

반해 Bang[19]의 연구에서는 31.9%로 보수교육을 제공받은 간호사가 

더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캥거루 

돌보기 관련 교육을 제공받은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캥

거루 돌보기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장애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상자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동맥, 정

맥 혈관라인이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 아기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간

호사의 업무량 과중, 발관에 대한 두려움, 캥거루 돌보기 경험 부족, 실

무에서 일관된 프로토콜이 없다는 것 등의 문항이 캥거루 돌보기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Bang[19], En-

gler 등[13], Ludington-Hoe[23]의 연구보고와 유사한 결과로, 국내외 간

호사들이 미숙아의 안전에 대한 염려와 간호업무량 가중을 캥거루 돌

보기 시행 시 주요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Luding-

ton-Hoe[23]는 간호사들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를 낮추기 위해 

통일된 프로토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Hendricks-Munoz & May-

ers[15]는 캥거루 돌보기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이 신생아집중치료

실 간호사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를 낮추고,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

사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장애를 낮추기 위해서

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중재 프로토콜 및 교육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정도는 간호사의 신

생아집중치료실 근무경력과 캥거루 돌보기 교육 경험유무에 따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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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 정도는 신생아집

중치료실 근무경력이 1-5년인 간호사가 근무경력 5-10년인 간호사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일반적으로 근무경력이 1-5년인 간호사는 부서

에 대한 업무 파악과 적응이 이루어져 간호업무에 자신감이 생기고 업

무에 흥미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임하는 연차인데 반해, 근무경력이 

5-10년인 간호사는 반복되는 일상과 매일의 업무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연차로 신규간호사나 다른 연차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낮은 연

차여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28]. 특히 실제 캥거루 

돌보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근무경력 1-5년에 주로 포

함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지며 후속연구

를 통해 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캥거루 돌보기 교육을 제공받은 간

호사가 교육을 제공받지 않은 간호사보다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

정도가 더 낮았던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캥거루 돌보기의 실무확산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간호사 직무교육의 필요

성을 시사하고 있다. Higman 등[5]의 연구에서 캥거루 돌보기 교육을 

제공받은 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간호사보다 캥거루 돌보기 지식과 실

무 적용에 있어 자신감이 더 높았으며, Cooper 등[29]의 연구에서 48명

의 간호사와 101명의 부모에게 캥거루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인 ‘Close 

to me’를 적용한 결과 간호사들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태도가 긍정

적으로 변화하였고, 부모들 역시 캥거루 돌보기를 더 많이 요청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관련 지식이 증가할수록 

태도와 수행이 증가하므로 과학적 간호수행을 위해 관련 지식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요구됨을 시사한다[30]. 

본 연구 결과 전체 대상자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과 장애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캥거루 돌보기를 실시하는 3개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N = 95)를 따로 구분하여 간호사들

의 인식과 장애의 상관관계를 추가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캥거루 돌보기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의 간호사들은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이 긍정

적일수록 장애를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호사들이 

캥거루 돌보기를 수행하면서 캥거루 돌보기의 긍정적 효과가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로 인한 영향보다 더 크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

라 여겨진다[19]. 이와 같은 결과는 추후 캥거루 돌보기를 임상에 적용

할 때 간호사들에게 긍정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 대상 간호사의 캥거루 돌보기의 실행 및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국외 간호사들에 비해 매우 저조하였으나 캥

거루 돌보기 효과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 추후 신

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캥거루 돌보기를 적용하는 데 낙관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캥거루 돌보기 수행에 대한 인식은 캥거루 

돌보기 효과에 대한 인식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1,000 g 미만의 미숙

아와 삽관을 하고 있는 미숙아에게 캥거루 돌보기를 제공하는 것, 간

호사의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다. 캥거루 돌보기에 대

한 장애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으며,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교육을 받

지 않은 간호사에 비해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장애정도를 더 낮게 인

지하고 있었다. 특히 미숙아의 안전에 대한 우려, 간호사의 업무량 증

가, 표준화된 프로토콜의 부재 등을 캥거루 돌보기를 제공하는 데 있

어 주요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추후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캥거루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이들 변수를 포함하여 간

호사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장애정도를 낮추어 캥거루 돌

보기의 간호실무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캥거

루 돌보기의 실무확산을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의 제

도적, 물리적 지원과 환아 부모의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

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충청지역 소재 5개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며,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다소 

낮아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추후 국내 

상황을 반영한 신뢰도가 높은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 측정도구 

개발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의료진의 인식 비교 연구,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

사 대상 캥거루 돌보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

구 및 캥거루 돌보기가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업무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캥거루 돌보기의 실무확산을 위한 경험적 

근거를 축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대전 충청지역 소재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근무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캥거루 돌보기 실행경험, 캥거루 돌보기에 대

한 인식과 장애를 파악하여 간호실무 적용과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조사대상 간호사들은 비교적 상태가 안정되어 있는 

미숙아에게 캥거루 돌보기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캥거루 

돌보기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기 원하는 간호사에 비해 실제 캥거루 돌

보기에 관한 교육을 제공받은 간호사의 수는 매우 적었다. 캥거루 돌

보기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은 다소 긍정적이었고, 캥거루 돌보기 수행

보다는 효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캥거루 돌보기가 미숙

아 부모의 역할 증진이나 미숙아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체중 1,000 g 미만의 미숙아와 인공호흡기

를 사용하고 있는 고위험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간호사들은 미숙아의 안전에 대한 염려와 일관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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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콜이 없는 것, 그리고 간호업무를 가중시킬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사의 캥거

루 돌보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수행 시 장애를 낮출 

수 있는 간호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캥거루 돌보기의 실무 적

용을 위한 캥거루 돌보기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중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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