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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developmentally supportive positioning for pre-
mature infants (DSPP) among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nurses.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31 
nurses working in the NICU at five university hospitals in Daejeon and the city of Cheong-ju.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SPSS for Windows version 
22.0. Results: NICU nurses’ average DSPP knowledge score was 24.7 out of 33.0, and their average DSPP performance score was
3.2 out of 4.0.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DSPP (r=.32, 
p<.001). Conclusion: To improve the level of NICU nurses’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DSPP,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their effectiveness should be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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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고령 산모의 증가 및 보조 생식술의 발전으로 미숙아 출생

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숙아 출생률은 2005년 4.8%, 

2010년 5.8%, 2015년에는 6.9%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1]. 미숙아 출생

률 증가와 더불어 의학 및 신생아집중치료 기술의 발달은 미숙아

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반면, 성장장애, 신경학적 합병증 발생 등

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고 있어[2,3]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미숙아는 출생과 더불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생존을 

위한 다양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신생아집중치료실 환경은 자궁 

내 환경과는 매우 다른 환경으로 생리적으로 미성숙한 미숙아는 

이곳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자극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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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자극은 발달이 진행 중인 미숙아의 뇌 구조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경운동장애, 발달지연 등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이에 신생아집중

치료실 환경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숙아가 건강

하게 성장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발달지지 간호가 대두

되었다[5,6].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의 발달지지 간호는 미숙아의 생리적 안

정과 최적의 성장 및 발달을 지지하고, 운동신경 발달장애 및 합병

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환경관리, 감각

자극, 상호작용, 가족 및 의료진의 협력 등과 같은 임상실무를 미숙

아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

기에는 소음과 빛의 감소, 냄새와 맛과 같은 추가적 감각자극 제공, 

체위지지, 미숙아의 신호에 근거한 간호 제공, 피부접촉 및 통증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재 등이 포함된다[5,6]. 이 중에서 

체위지지 간호는 뇌 발달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기에 있는 미숙

아에게 자궁 외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자궁 내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신경운동발달을 긍정적으로 유도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료진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

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7,8]. 

임신말기 태아는 자궁 내 공간에서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가

장 이상적인 자세인 머리와 목, 등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중앙 신

체선열과 굴곡체위를 유지하게 된다. 태아의 근 긴장도는 재태기

간 36주경에 생리적 굴곡자세를 취하면서 발달한다. 이 시기에 태

아는 자궁 내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으며,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양수 환경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팔과 다리를 자궁벽

을 향해 고 자궁의 경계에 의해 다시 굴곡체위로 환원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근육을 더욱 강하게 발달시켜 나아간다. 이러한 태아

의 굴곡체위와 신체 움직임은 발달이 진행 중인 태아의 뇌 발달을 

지지하고, 생리적 안정과 스스로 달래기의 조절 및 행동조직을 촉

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12]. 반면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미숙아는 신경학적 미성숙으로 운동하위체계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즉, 적절한 근 긴장도와 강도를 확보

하지 못하여 전신성 저긴장(hypotonia)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지지를 제공해주지 않는 한 스

스로의 움직임에 의해 생리적 굴곡체위를 유지하기 어렵다[7-12]. 

또한 태아의 근 긴장도는 재태기간 28~40주 사이에 하지에서 두부 

쪽으로, 원위부에서 근위부로 순차적인 순서로 발달하는데, 신전

근이 굴곡근에 비해 먼저 발달하며 재태기간 40주경에 굴곡근과 

신전근이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12-14]. 따라서 40주 이전에 태어

난 미숙아가 신전근이 우세한 시기에 단단한 침상표면 위에 장시

간 부동자세로 있거나 생리적 굴곡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미숙아의 몸은 신전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근육 불균형을 초

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근육 불균형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신체 움

직임이나 편평한 자세(flattened posture), 개구리 다리(frog-leg) 

자세, W자 모양의 팔, 머리모양의 변형, 견갑골 퇴축, 어깨의 외전, 

골반의 외회전 등과 같은 신체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3-15]. 또한 신체변형은 미숙아의 중앙신체선열의 기능적 발달

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후 앉기, 기어가기, 걷기, 이동하기 등과 

같은 운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6,13]. 미숙아 체

위지지 간호는 부적절한 체위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

화할 수 있으며, 생리적 안정을 증진하고 신경계 및 근골격계의 발

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13].

체위지지 간호는 보조 장비를 사용하여 미숙아의 자세를 자궁 

내 환경과 유사한 자세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즉, 미숙아 주변에 

경계를 만들어 움직임을 지지해 주고, 몸통과 사지의 굴곡 및 손

과 팔을 앞으로 모아 신체의 정중선에 위치시킴으로써 골격 및 생

체 역학적 중앙신체선열의 발달을 촉진한다[7,11,12]. 아울러 미

숙아의 자기조절과 안위를 조절해 주고, 행동조직을 증진시키며, 

에너지 보존을 통해 성장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4,7-15]. 

이와 같이 체위지지 간호가 미숙아의 신경행동 조직, 근골격 발

달 및 신경운동 기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는 간호 실무에서 체위지지 간호중재를 적극적

으로 제공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국외의 경우 체위지지 간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실

제 임상에서 활발하게 적용[8-11]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체

위지지 간호중재가 일부 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만 시행되

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료진의 인식이나 수행 실태가 매우 미흡

하여 양질의 체위지지 간호가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16,17]. 

특히 임상실무에서 체위지지 간호중재를 제공하고, 널리 확산시키

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체위지지 간호중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의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과 수행

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을 파악함으로써 경험적 근거를 

축적하고, 미숙아의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 및 수행 정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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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체위지지 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 및 수행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 및 

수행 정도의 차이를 파악 한다.

 대상자의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과 수행 정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과 수행 및 이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10월 14일까지 대전 ․ 청주 

지역 소재 5개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며, 본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동의한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적정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중간 효

과크기 .30, 검정력 .90으로 설정하였을 때 112명이었다. 20% 탈락

률을 고려하여 135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였고, 이 중에서 불충

분하게 응답한 4명을 제외한 총 13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력, 신생아집중치료실 근무경

력, 직위, 체위지지 간호 교육을 받은 경험, 체위지지 간호 교육을 

받은 경로, 체위지지 간호 교육의 필요성, 체위지지 간호 수행부족

의 원인을 조사하였다.

2) 체위지지 간호 지식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의 측정

은 본 연구 목적에 맞는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선행 연구

보고와 문헌고찰[2-8] 및 국외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미숙

아 체위지지 가이드라인[9,10] 등을 근거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자

가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미숙아 체위지지에 대

한 지식 측정도구는 미숙아 체위지지의 원리와 방법, 앙와위, 복위, 

측위에서의 체위지지 방법 및 이들 체위유지 방법의 장 ․ 단점에 대

한 간호사의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이다. 8명의 관련분

야 전문가(신생아집중치료실 근무경력 5년 이상의 석사 이상 간호

사 4인, 신생아전담 간호사 1인, 신생아전담의 2인, 아동간호학 교

수 1인)에게 전문가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내용타당도 평가표

를 이용하여 측정목적과 각 문항내용의 관련성을 내용타당도 지수

(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차례에 

걸친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4점 척도의 응답에서 3점 이상으로 표

기한 비율이 80% 이상인 문항을 채택하였으며, 최종 CVI=.83이

었다. 또한 도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 10명을 대상으로 예

비조사를 실시하여 문장의 가독성 여부와 표현 및 이해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최종 확정하였다. 간호사의 체위지지 간호에 대

한 지식 측정도구는 총 33문항으로 체위지지 방법 5문항, 체위지지 

원리 9문항, 각 체위별 발달지지 방법과 장 ․ 단점에 대해 앙와위 9

문항, 복위 6문항, 측위 3문항, 좌위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

뢰도 Kuder-Richardson 20 (KR 20)=.75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

해 정답인 경우 1점, 오답과 모르겠음은 0점을 배점하였고, 측정 가

능한 점수의 범위는 0~3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위지지 간호

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체위지지 간호 수행

체위지지 간호 수행 측정도구는 본 연구 목적에 맞는 측정도구

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선행 연구보고와 문헌고찰[2-8] 그리고 국

외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미숙아 체위지지 가이드라인

[9,10] 및 Coughlin 등[11]이 개발한 체위지지 사정도구인 Infant 

Positioning Assessment Tool (IPAT)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자

가 개발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개발된 도

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8명의 전문가(신생아집중치료실 근무경

력 5년 이상의 석사 이상 간호사 4인 , 신생아전담 간호사 1인 , 신

생아전담의 2인, 아동간호학 교수 1인)에게 전문가타당도 검증

을 실시하였다. 내용타당도 평가표를 이용하여 측정목적과 각 

문항 내용의 관련성을 내용타당도 지수(CVI)를 이용하여 산출

하였다. 2차례에 걸친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4점 척도의 응답

에서 3점 이상으로 표기한 비율이 80% 이상인 문항을 채택하였으

며, 최종 CVI=.85였다. 또한 도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 10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나 애매

모호한 표현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최종 도구는 체위지

지 방법 9문항, 체위지지의 원리 3문항, 각 체위에 따른 수행 정도 

13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위지지 간호 수행 측정

도구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수행하지 않음’ 1점, ‘거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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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음’ 2점, ‘때때로 수행함’ 3점, ‘항상 수행함’ 4점으로 배점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체위지지 간호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

하며, 부정 문항은 역환산을 하였다. 측정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5~100점이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7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 소속기관인 D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

원회 승인(1040647-201706-HR-048-03)을 받은 후, 대전 ․ 청주 지

역 소재 5개 대학병원 간호부에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자료 

수집 승인을 받았다. 자료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

는 간호사 중,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

지를 배부하여 작성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연구 대

상자에게 자료를 익명으로 처리할 것과 설문지 응답과정에서 자유

로이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장될 것임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산출하였으며, 대상자의 체위지지에 대한 지식과 수행은 빈

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체위지지 지식과 수행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Bonfferoni로 하였다. 대상자의 체위지지 지식과 수

행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5세 이하가 51.9%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학사가 76.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신생아집

중치료실 근무경력은 3년 미만이 55.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

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91.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체위지

지 간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97.7%의 대상자가 체위지지 간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체위지지 간호의 수행부족 원

인으로 ‘업무량 과다’가 40.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체위지

지 간호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89.3%였으며, 교

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57.1%는 병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위지지 간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

본 연구 대상자의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은 33점 만점에 24.73 

±4.27점이었으며, 전체 정답률은 평균 74.9%였다.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정답률이 높

은 문항으로는 ‘미숙아의 두개골은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한 자세

로 장시간 두는 경우 머리모양이 변형될 수 있다.’(100%), ‘미숙아

의 피부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체위변경을 실시해 

주어야 한다.’(99.2%),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제공한 체위유지는 

이후 아기의 신경, 운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96.9%), ‘앙와위에

서 shoulder roll을 대어주는 것은 목의 과도한 굴곡을 방지하고, 

기도개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96.2%)의 순으로 높은 정답

률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낮은 정답률을 나타낸 문항을 살펴보면, ‘의학적 합병증

이 없는 정상 만삭아에게 체위지지 간호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6.1%), ‘재태기간 38주 이전에는 신전근(extensor muscle)이 굴곡

근(flexor muscle)보다 우세하다.’(45.0%), ‘초극소 저출생체중아

는 대뇌 혈류의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첫 며칠 동안 앙와위를 

취해주도록 권장한다.’(45.0%)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체위지지 간호 수행

대상자 전체 체위지지 간호 수행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평점 

3.18±0.56점으로 나타났다. 

체위지지 간호 수행이 높게 나타난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아기

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에 압력을 줄 수 있는 튜브나 라인(예: 

정맥주입 라인, 심전도 라인, 비위관, 산소 감지기) 위에 아기가 누

워 있지 않도록 확인하였다.’(3.84±0.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침

상머리 부분을 올려준 상태로 둥지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아기가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관찰하고 지지해 주

었다.’(3.79±0.42점), ‘나는 아기가 복위나 앙와위를 취해줄 때 목이 

지나치게 회전(rotation)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3.75±0.44점)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체위지지 간호 수행이 낮게 나타난 문항은 ‘나는 아기를 포

로 감싸줄 때에 안정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움직이지 못하게 

단단히 감싸주었다.’(1.66±0.6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나는 기저

귀를 교환할 때 아기의 두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렸다.’(2.31±0.99

점), ‘나는 아기 머리가 납작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기의 머

리에 젤 쿠션을 사용하였다.’(2.34±0.9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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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Developmentally Supportive Positioning for Premature Infant (DSPP)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Knowledge of DSPP Performance of DSP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5
26~30
≥31

 68 (51.9)
 39 (29.8)
 24 (18.3)

24.18±4.89
24.77±2.75
26.21±4.22

2.04 
(.134)

80.41±7.98
79.18±8.30
77.67±6.58

1.15
(.321)

Education Collegea

Universityb

≥Masterc

11 (8.4)
100 (76.3)
 20 (15.3)

24.55±2.95
24.21±4.38
27.40±3.38

4.95
(.009)
b＜c*

77.82±7.29
79.92±7.95
78.60±7.86

0.52
(.595)

NICU working 
experience (year)

＜3a

3~6b

＞6c

 72 (55.0)
 38 (29.0)
 21 (16.0)

24.00±4.80
25.00±3.03
26.71±3.68

3.53
(.032)
a＜c*

80.17±8.09
78.92±7.71
78.52±7.45

0.52
(.596)

Job position Staff nursea

Physician assistantb

≥Charge nursec

120 (91.6)
 4 (3.1)
 7 (5.3)

24.50±4.23
32.00±0.00
24.43±2.15

6.50
(.002)

a, c＜b*

79.73±7.94
77.50±9.47
77.43±5.71

0.42
(.658)

The need for nursing 
education on DSPP

Yes
No

128 (97.7)
 3 (2.3)

24.85±4.16
19.33±6.66

2.25
(.026)

79.65±7.89
75.00±5.20

1.01
(.313)

Barriers to 
implementing DSPP†

Work overload
Lack of DSPP education
Premature baby movement
Concerned about missing tube and lines
Lack of awareness of DSPP 
Lack of positioning supplies

 52 (40.9)
 31 (24.4)
 18 (14.2)
12 (9.5)
10 (7.9)
 2 (1.6)

25.02±3.67
25.13±4.09
24.11±4.31
26.83±4.13
25.40±3.37
23.50±4.95

0.68
(.691)

77.92±6.84
77.23±7.01
77.28±5.78
78.08±8.17
76.20±8.01
73.00±2.83

1.59
(.143)

Educational experience 
of DSPP

Yes
No

 14 (10.7)
117 (89.3)

27.29±2.49
24.42±4.34

3.69
(.001)

81.57±6.33
79.30±8.01

1.02
(.308)

Sources of DSPP 
education (n=14)

Hospital program
Conferences or workshops
Both

  8 (57.1)
  4 (28.6)
  2 (14.3)

-

*Bonferroni; †Multiple answer;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 DSPP=Developmentally supportive positioning for premature infants.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 

및 수행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 및 수

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은 학력(F= 

4.95, p=.009), 신생아집중치료실 근무경력(F=3.53, p=.032), 직

위(F=6.50, p=.002), 체위지지 간호 교육을 받은 경험(t=3.69, p= 

.001), 체위지지 간호 교육의 필요성(t=2.25, p=.026)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위지지 간호 수행은 연령, 학력, 신생아집중치료실 근무

경력, 직위, 체위지지 간호 교육을 받은 경험, 체위지지 간호 수행

부족의 원인, 체위지지 간호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5.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과 수행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과 수행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두 변수 간에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r=.32, p<.001).

논 의

미숙아 체위지지 간호는 미숙아의 발달 관련 장애를 최소화하

고, 최적의 성장발달 결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집중치

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간호역량이

며 핵심 요소이다[6,11,16]. 그러나 실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

들이 체위지지 간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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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ICU Nurses' Knowledge Regarding DSPP (N=131)

Items
Correct answer

n (%) or M±SD

1. The uterine walls form a natural boundary to developing fetus that acts to strengthen the muscle tones and resistance to 
fetal movement.

122 (93.1)

2. Active muscle tone begins at around 36 weeks of gestation, when babies achieve a postural state known as physiological 
flexion.

103 (78.6)

3. Premature infants are physiologically stable and comfort when the axis of the body maintain straight line in the midline of 
the body.

93 (71.0)

4. Normal term infants without medical complications should be provided DSP.*  8 (6.1)

5. Before 38 weeks of gestation, the extensor muscle is more dominant than flexor muscle. 59 (45.0)

6. Position change should be performed periodically to maintain skin integrity of premature infants. 130 (99.2)

7. The skull of preterm infants is very flexible, and can be deformed if left in one position for a long time. 131 (100.0)

8. Keeping the baby's head in the midline of the body can reduce the risk of elevated intracranial pressure and 
intraventricular hemorrhage.

84 (64.1)

9. Higher nesting may make premature infants feel uncomfortable, so lowering the height is recommended.* 87 (66.4)

10. When applying nesting to the baby, wrap the baby's back, hips, and soles so that they touch the boundary of the nest. 113 (86.3)

11. Nesting is not provided for babies undergoing phototherapy.* 114 (87.0)

12. When swaddling a baby, wrap it tight enough to inhibit the voluntary movement of the baby's trunk and limbs to conserve 
energy.*

92 (70.2)

13. Supine position has lower energy consumption than the prone position.* 86 (65.6)

14. Supine position is more at risk of aspiration than prone and lateral position. 118 (90.1)

15. Premature infants show more startle reflexes or disruptive movements in supine position than other positions. 124 (94.7)

16. In the supine position, it is difficult to keep the flexion position because it is influenced by gravity. 93 (71.0)

17. If you do not provide DSP in the supine position, premature baby's arms and legs may externally rotated. 96 (73.3)

18. For the prevention of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 we recommend that you take the supine position during your 
baby's sleep.

79 (60.3)

19.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s are encouraged to take supine position during the first few days of life to prevent 
elevated cerebral blood flow. 

59 (45.0)

20. Attaching shoulder rolls in the supine position helps prevent excessive flexion of the neck and maintain airway open. 126 (96.2)

21. The supine position increases the hyperextension and muscle tone of the head, neck and shoulder compared to other 
positions.

71 (54.2)

22. When taking a prone position, the height of the pillow or roll under the head and chest should be kept at 1: 2. 83 (63.4)

23. The baby cries less and sleeps better in the supine position than prone position.* 111 (84.7)

24. It is not easy for the baby to visual exploration in the prone position. 96 (73.3)

25. Prone position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respiratory function of the baby, increasing the symmetry of the chest wall, and 
improving the gas exchange. 

115 (87.8)

26. If the baby is taken prone position on a flat surface, it can be deformed into W-shaped arms, and frog-like legs due to 
abduction or rotation of the hips and feet.

100 (76.3)

27. When placing rolls or pillows under the baby's chest in prone position, the shoulders may become excessively extended if 
the width of the roll or pillow is wider than the gap between the baby's shoulders.

106 (80.9)

28. Babies with inadequate physical activity are advised to take a lateral position to reduce the risk of aspiration. 118 (90.1)

29. Lateral position is a position that can minimize abduction and rotation of the hips. 87 (66.4)

30. When babys take a lateral position, baby's arms and legs are pulled toward the midline of body by gravity. 84 (64.1)

31. The sitting position is the recommended position for babies with severe gastric reflux. 109 (83.2)

32. If the width of the diaper placed between the baby's legs is too wide, the baby's hips and legs can be externally rotated. 115 (87.8)

33. The supportive positioning provided by the NICU affects the baby's neuro and motor development in the future. 127 (96.9)

Total correct answer rate of knowledge regarding DSPP 131 (74.9)

NICU nurses' knowledge score regarding DSPP (out of 33) 24.73±4.27

*Incorrect item;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 DSPP=Developmentally supportive positioning for premature infants; DSP=Developmentally 
supportive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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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rses' Performance with DSPP in NICU (N=131)

Items

Performance frequency
Performance 

score

Never Rarely Sometimes Always
M±SD

n (%) n (%) n (%) n (%)

1. I lifted baby's two legs vertically when I changed diapers.* 18 (13.7) 37 (28.2) 44 (33.6) 32 (24.5) 2.31±0.99

2. I used diapers that fit baby's body size considering the size of premature 
infants.

2 (1.5) 4 (3.1) 31 (23.6) 94 (71.8) 3.66±0.62

3. I bended and embraced the baby's arms, shoulders, and lower body so that the 
baby feels secure before doing anything that could gave the baby stress or pain.

1 (0.8) 17 (13.0) 54 (41.2) 59 (45.0) 3.31±0.72

4. I carried out nursing activities in a bundle so as to minimize the stress of the 
baby due to nursing activities.

- 2 (1.5) 39 (29.8) 90 (68.7) 3.67±0.50

5. I checked every shift whether the nest is consistently maintaining its proper 
shape or not.

- 2 (1.5) 33 (25.2) 96 (73.3) 3.72±0.49

6. I made the lower border of the nest sufficiently high so that the baby's leg 
flexion could be maintained.

1 (0.8) 13 (9.9) 67 (51.1) 50 (38.2) 3.27±0.67

7. I kept my baby's feet close to the boundary below the nest. - 8 (6.1) 64 (48.9) 59 (45.0) 3.39±0.60

8. When I found the baby's arms or legs out of the nest, I put the baby's arms 
and legs in the nest and maintained a supportive positioning.

- 6 (4.6) 51 (38.9) 74 (56.5) 3.52±0.59

9. I was careful not to over-rotate baby's neck too much when the baby took the 
prone or supine position.

- - 33 (25.2) 98 (74.8) 3.75±0.44

10. I placed the baby's arms and legs in the direction of the body midline to 
prevent abduction and rotation of the arms and legs.

- 3 (2.3) 55 (42.0) 73 (55.7) 3.53±0.55

11. I observed and supported from time to time to prevent the baby from 
slipping down when the baby is holding the nest with the head raised.

- - 29 (22.1) 102 (77.9) 3.79±0.42

12. To protect the baby's skin, I have checked that the baby is not lying on a tube 
or line (eg, IV line, EKG line, gavage tube, oxy sensor) that can give pressure 
to the baby's skin.

- - 21 (16.0) 110 (84.0) 3.84±0.37

13. I used a gel cushion on the baby's head to prevent the baby's head from 
becoming flat.

28 (21.4) 48 (36.6) 38 (29.0) 17 (13.0) 2.34±0.96

14. I wrapped the pouch tightly to keep the baby stable and comfortable.* 2 (1.5) 10 (7.6) 60 (45.8) 59 (45.1) 1.66±0.69

15. I did not provide DSP because I was worried about extubation when the 
baby was doing the ventilator.*

35 (26.7) 40 (30.5) 49 (37.4) 7 (5.4) 2.77±0.90

16. I often changed the position of the baby's head to prevent it from deforming. - 6 (4.6) 66 (50.4) 59 (45.0) 3.40±0.58

17. In order to maintain the posture balance of the baby, I alternately provided 
the position change to the baby with a prone, supine and lateral position.

- 3 (2.3) 50 (38.2) 78 (59.5) 3.57±0.54

18. In supine position, I kept the pillow or roll under the baby's head and 
shoulders to keep the head of the baby in the midline of the body and to 
prevent the shoulder from being excessively retracted backward.

- 2 (1.5) 40 (30.5) 89 (67.9) 3.66±0.51

19. I put a roll or pillow under the baby's head and chest when I took the prone 
position to the baby.

3 (2.3) 24 (18.3) 53 (40.5) 51 (38.9) 3.16±0.80

20. I kept the width of the roll or pillow underneath the baby's chest equal to the 
width of the baby's trunk to prevent the baby's shoulders from being 
excessively extended when taking prone position to the baby.

1 (0.8) 26 (19.8) 66 (50.4) 38 (29.0) 3.08±0.72

21. I have often provided eye contact to the baby taking the prone position. 4 (3.1) 48 (36.6) 60 (45.8) 19 (14.5) 2.72±0.75

22. When I taking prone position to the baby, I put a roll under baby's ankle to 
keep feet in a straight line to prevent the baby's foot abducted outwardly.

8 (6.1) 34 (26.0) 62 (47.3) 27 (20.6) 2.82±0.83

23. Before I changed the position of the baby, I gently whispered and stroked the 
baby to let the baby know in advance what would happen and prepare.

6 (4.6) 45 (34.3) 60 (45.8) 20 (15.3) 2.72±0.78

24. When I took a lateral position to the baby, I used a head pillow and a chest 
pillow, and kept the baby's nose-neck-sternum-coccyx in a straight line.

1 (0.8) 8 (6.1) 82 (62.6) 40 (30.5) 3.23±0.59

25. I provided parent education on DSP at discharge of the premature baby. 14 (10.7) 43 (32.8) 46 (35.1) 28 (21.4) 2.67±0.93

NICU nurses' performance score regarding DSPP (out of 4) 3.18±0.56

*Reversed item;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 DSPP=Developmentally supportive positioning for premature infants; DSP=Developmentally 
supportive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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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미숙아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

식 및 수행 정도를 파악하여 간호사 대상 체위지지 간호 교육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 대상 간호사의 미숙아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

은 33점 만점에 24.7점으로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4.9점

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Kim과 Shin [16]의 연구에서 간호

사의 발달지지 간호역량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8.1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국외의 Mohammed 등[18]의 연

구에서 발달지지 간호 교육 제공 전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발달지지 간호 관련 지식점수는 100점 만점에 61.5점, Mosqueda 

등[19]의 연구에서는 100점 만점에 65.0점, Hasanpour 등[20]

의 발달지지 간호 교육 제공 전 지식점수가 100점 만점에 48.3점, 

Kelly와 Dean [21]의 연구에서 의료인의 미숙아 신경발달에 대한 

지식 측정점수는 100점 만점에 53.9점으로 본 연구 대상 간호사의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발달지지 관련 교육을 받은 대상자의 분포와 지역적, 국가

적 차이에 기인한 결과라 여겨진다. 즉, Kim과 Shin [16]의 연구 대

상자 중 발달지지 간호 관련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61.5%였고, 본 

연구 대상의 경우 발달지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

는 10.7%로 체위지지 간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분

포가 상대적으로 낮아 나타난 차이라 여겨진다. 이는 신생아집중

치료실 간호사들에게 체위지지 혹은 발달지지 관련 교육 제공을 

통해 관련 지식과 간호 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선행 연구 보고

[12,18,20,21]에서 체위지지 혹은 발달지지 관련 교육이 간호사의 

관련 지식과 수행능력 향상에 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지하는 결

과라 생각한다. 아울러 Kim과 Shin [16]의 연구 대상자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반면, 본 연구 대상자는 대전 ․ 청주 소재 대학병

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지역에 따른 신생아집

중치료실의 규모와 여건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

며,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체위지지 간호 지식 정도를 문항별로 살펴보았을 때,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의학적 합병증이 없는 정상 만삭아에

게 체위지지 간호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6.1%)였다. 정상 만삭아

는 체위지지를 위한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팔과 다리를 

몸의 정중선으로 향하고 생리적 굴곡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9,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합병증이 없는 정상 만삭아에게 체위

지지 간호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문항에서 정답률이 매우 낮게 나

타난 것은 연구 대상 간호사가 태아의 근 긴장도 발달, 체위지지 간

호 시행시기 등에 관한 지식부족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라 여겨

진다.

‘재태기간 38주 이전에는 신전근이 굴곡근보다 우세하다.’ 역시 

45.0%의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태아의 근육 긴장도는 재태기

간 40주경에 굴곡근과 신전근이 균형을 이루며, 그 이전에는 신전

근이 굴곡근보다 우세하다[7-10,12,15]. 그러나 본 연구 대상 간호

사들 대부분이 미숙아는 굴곡근이 신전근보다 우세하다고 잘못 알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자인 간호사에게 태아 및 

신생아의 근 긴장도 발달 과정 및 원리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

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여겨지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체위지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태아 근육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초극소 저출생체중아는 대뇌 혈류의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첫 며칠 동안 앙와위를 취해주도록 권장한다.’ 

문항에서 45.0%의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머리 위치를 신체의 정중선에 유지하고 앙와위를 취해 

주는 것은 뇌의 혈역학적 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22], 본 연구 대상 간호사들은 초극소 저출생체중아에게 앙와위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 정확한 이론적 근거를 알지 못한 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낮은 정답률을 나타낸 문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연구 대상인 간호사는 미숙아 체위지지 간호의 목적, 제공 시

기와 원리, 근 긴장도의 발달 등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국외의 경우 체위지지 간호와 관련된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

인 및 미숙아 사정도구가 개발되어 간호 실무에서 간호사 교육 프로

그램 및 가이드라인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9-11,18,20,21], 국

내의 경우 미숙아 체위지지 간호 관련 교육은 신생아간호사회, 신

생아학회 혹은 각 병원에서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직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확산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 대상자 중 체위지지 간호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10.7%로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을 받은 대상자 역시 학회나 워크숍 및 병원 직무교육

을 통해 일회성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 보고를 고려해 볼 때,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가 미숙아에

게 올바른 체위지지 간호를 제공하고, 미숙아의 성장발달 결과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간호사 대상 체위지지 간호 교육 프

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상 간호사의 미숙아 체위지지 간호 수행점

수는 4.0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0점이었다. 비록 동일한 도구로 측정하지 않아 직접 비교하는 데

에 한계가 있지만 Valizadeh 등[6]의 연구에서 발달지지 간호 수

행점수가 100점 만점에 76.5점, Mohammed 등[18]의 발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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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교육 전 발달지지 간호 수행점수가 100점 만점에 50.3점으

로 나온 결과보다 본 연구 대상 간호사들의 체위지지 간호 수행점

수가 높았다. Mohammed 등[18]의 연구 대상자는 간호기술학교

(technical institute of nursing) 이하 졸업생이 75.0%를 차지한 

반면, Valizadeh 등[6]의 연구 대상자는 학사가 97.0%로 이는 대

상자의 학력, 근무여건 및 국가적 차이에 기인한 결과라 여겨진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도 수행점수에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Mohammed 등[18]의 연구와 Valizadeh 등[6]의 연구 대상자들

이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사 대 환자비율이 1:7인 반면 본 연구 대상

자들이 근무하는 병원의 경우 간호사 대 환자비율이 1:3~4였다. 이

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 높은 것이 발달지지 간호 수행의 걸림돌

이라고 제시한 Zhang 등[23]의 보고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생각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 대 환자의 비율

이 선행 연구 보고[6,18]보다 낮아 체위지지 간호 수행 정도가 높았

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자가보고식 설문조사가 갖는 한계

인 대상자의 응답편향[24]도 발달지지 간호 수행점수가 선행 연구

들에 비해 높게 나온 것에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추

후 간호 수행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 개발 및 

본 연구 도구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체위지지 간호 수행 정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는 

아기를 포로 감싸줄 때에 안정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움직

이지 못하게 단단히 감싸주었다.’가 1.66점으로 가장 낮았다. 미숙

아의 안위 증진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포로 감싸줄 때, 다리를 

지나치게 단단히 감싸주면 둔부의 형성 이상, 탈구 등 둔부의 비정

상적인 발달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기를 감싸 줄 때는 너무 

단단하게 감싸주기 보다는 아기의 다리가 쭉 뻗을 수 있도록 여유

를 두고 부드럽게 감싸주도록 권고하고 있다[9,12].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 대상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 중 90.9%는 아기의 

움직임이 억제되도록 단단히 감싸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간호 활동은 추후 미숙아의 둔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는 

기저귀를 교환할 때 아기의 두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렸다.’ 문항 

역시 2.31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기저귀를 교환할 때 

아기의 두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면 뇌압상승 및 관절탈구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기의 무릎을 구부려 

아기 배 쪽으로 올리고 한 손으로 아기의 무릎과 골반을 들어 올린 

다음 다른 한손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 기저귀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8,25].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의 58.1%는 아기의 다리를 수직

으로 들어 올려 기저귀를 교환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간호 수행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미숙아 발달을 지지하기 위해서 시

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아기 머리가 납작해지는 것을 예

방하기 위해 아기의 머리에 젤 쿠션을 사용하였다.’ 문항 역시 2.34

점으로 낮은 수행점수를 나타내었는데, 부적절한 체위지지는 두

개변형을 초래하며 발달이 진행 중인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미숙아의 머리 측면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는 체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측두부가 편평해져 두개의 모양이 길고 

좁게 변형되며, 아기가 앙와위로 있을 때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면 

후두부가 편평해진다[7]. The Northern Neonatal Network [9]

의 체위지지 안내 지침에 따르면, 아기 스스로 별도의 지지 없이 앙

와위에서 머리를 정중선으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머리 조절이 발달

될 때까지는 모든 영아에게 젤 쿠션을 사용하여 지지해 주어야 하

고, 미숙아 목의 과도한 굴곡이나 기도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젤 

쿠션은 미숙아의 어깨 높이보다 낮게 유지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

다. 따라서 사두증이나 장두증과 같은 두개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

해서는 미숙아 체위지지 시 머리에 젤 쿠션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야 할 것이다. 지식측정 문항 중 ‘미숙아의 두개골은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한 자세로 장시간 두는 경우 머리모양이 변형될 수 있다.’는 

100%의 정답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지지하기 위한 

간호 수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

구 대상자인 간호사가 미숙아의 부적절한 체위지지로 인한 두개의 

변형이 미숙아의 뇌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

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Zhang 등[23]은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이 체계적인 교육

보다는 실무에서 축적된 경험에 근거한 발달지지 간호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수행하는 데에 일관성이 결여됨을 강조하면서 체계적인 

발달지지 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실

제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97.7%는 체위지지 간호 교육이 필요하

다고 응답한 반면 체위지지 간호 교육을 제공받은 간호사는 불과 

10.7% 밖에 되지 않은 것을 통해 이와 같은 현상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체계적인 체위지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

은 대상자의 학력, 신생아집중치료실 근무경력, 직위, 체위지지 간

호 교육을 받은 경험, 체위지지 간호 교육의 필요성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석사 이상의 학력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간호사가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의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간호역

량이 증가한다는 Takase와 Teraoka [26]의 연구 보고를 지지하는 

결과로, 임상경력이 많은 경우 다양한 경험과 관련 정보를 접할 기

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식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전담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와 주임 간호사보다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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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담 간호사는 간호학적, 의

학적 지식과 기술을 혼합하여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를 돌보는 

상급 간호실무자로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로 미숙아를 간호하는 

역할을 하며,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중요성에 대

해 더 잘고 있기 때문에[27] 나타난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나 집단

별 대상자 수의 차이가 현저하여 이러한 차이를 일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 대상자 수를 늘려 이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일반 간호사는 미숙아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며 대

부분의 시간을 미숙아와 함께 하는 주요 인력으로 미숙아의 신경

발달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11,17], 일반 간호

사들의 체위지지 간호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

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체위지지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대

상자가 교육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지식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교육경험이 지식을 증진시키

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선행 연구 보고[17-19]를 지

지하는 결과이다. 

체위지지 간호 수행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체위지지 교육을 통해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체위지지 간호 수행역량이 증가하였

고[20,21], 표준화된 영아체위 평가도구를 활용한 현장교육이 신

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체위지지 간호 수행에 있어 일관성을 향

상시킬 수 있었으며[28],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워크숍, 현장교육

을 활용한 교육 방법이 간호사의 체위지지 간호 수행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28-30]. 이와 같은 선행 

연구 보고를 고려해 볼 때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위지지 간호 수행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본 연구 대상자 중 체위지

지 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10.7%로 관련 교육을 충분

히 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을 받은 대상

자 역시 학회나 워크숍 및 병원 직무교육을 통해 일회성 교육을 받

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한다. 실제 본 연구에서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과 체위지지 간호 수행이 긍정적 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와 본 연구 대상자의 97.7%가 체위지지 간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는 체계적인 체위지지 교육을 통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체위지지 간호 수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Coughlin 등[11]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 체위지지 간

호가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의 핵심 요소’라 하였고, Zarem 등

[17]은 ‘간호사의 체위지지 간호 제공은 추후 미숙아의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며,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중재’라고 하였다. 이렇듯 체위지지 간호가 미숙아의 발달에 미치

는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신생아집

중치료실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체위지지 간호 제공의 장애요인을 확인

하는 연구 및 장애요인 개선을 통해 체위지지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 및 수행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미

숙아 체위지지 간호 현황에 대한 경험적 근거 제시 및 미숙아 체위

지지 간호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전 ․ 청주 지역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자가보고식 설문조사가 갖는 대상자의 응답편향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24] 본 연구 결과를 확대 해

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추후 신생아집중치료실 간

호사의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지식 및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신뢰

도와 타당도가 높은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 대상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는 체위지지 간호를 수

행할 때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부적절한 체위지지 

간호 수행으로 미숙아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체

위지지 간호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체

위지지 간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추후 체위지지 간호에 대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의 

지식과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

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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