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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영유아기의 성장발달은 평생건강의 기초로서 개인 및

가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유아의 발달을 평가.

하는 것은 장차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의 수행과 더 나아

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조,

기에 예측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가 된

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에 발달 스크리닝을 통해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내고 이들에게 보다 전문적

인 평가를 통해 발달지연을 조기 발견해 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스크리닝이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결정된 인식되,

지 않은 건강 위험 요인이나 증상이 없는 질병을 찾아내

기 위해 추정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명백한 증상으,

로 발전되기 전에 중재를 하면 편익을 얻을 수 있다정(

기현 이러한 스크리닝은 보다 전문적인 평가를, 2000).

위한 과정이므로 모든 영유아에게 시행되어야 하며 그

시기는 세 이전이 권장되고 있다2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01b)

이전의 의학적 모델에서 이제는 가족중심의 발달적“ ” “ ”

모델로 건강관리의 초점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경향인데(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01a),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장발달의 평가는 문제의 조기발

견 목적뿐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 및 발달에 대해 부모와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994).

대표적인 발달 스크리닝 검사의 하나인 덴버발달검사

는 발육지연을 발견하기에 유용하고 훈련을 통(DDST)

해 의료인 외에 아동관련 전문인에 의해 쉽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상이나 지역사회에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

는 발달사정도구로 출생 시부터 세까지의 개인 사회성6 - ,

미세운동 언어 및 전체 운동영역에서의 발달수준을 사,

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Frankenburg et al., 1990

신희선 등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cited in , 2002).

에서는 발달 스크리닝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을 제시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도구의 표준.

화를 위한 극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표준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아동을 제외시킨 것으로 스크

리닝 도구를 통한 발달사정과 추후 전문가집단에 의한

발달평가 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시도한 성장발달 스

크리닝의 결과 분석을 통해서 를 이용한 영유아DDST

성장발달 스크리닝의 효용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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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성장발달 크리닉의 자료에 따라 영유아 성장발달 상태와

를 이용한 발달 스크리닝의 효용 가능성 여부를DDST

탐색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관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인 소아발육곡선에 따른 영유아의 성장 상태를1)

확인한다.

를 이용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의 결과를2) DDST

분석하고 결과 비정상발달 또는 의심스런발달DDST

로 판명된 대상자의 프로필 및 추후검사 결과를 확인

한다.

결과 정상발달로 분류된 군과 비정상발달 또3) DDST

는 의심스런발달로 분류된 군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

를 비교한다.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크리닉에 대한 영유아 어머4)

니의 만족도를 파악한다.

Ⅱ 문헌 고찰.

영유아 건강관리 전문가라 함은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육아 및 건강관리 전반

에 걸친 상담과 지도를 하는 외에 돌봄 서비스를 직접적

으로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조갑출 아동( , 1994),

분야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는 이러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의 발달사정은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보건소의 영유아보건사업은 예방접종

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임상간호사도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는데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질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김진순 이미( , 1997).

선진국에서는 영유아기의 성장발달 평가가 건강관리의

필수적인 한 분야로 정착되어 있으며김수연( , 1998;

여러 분야의 건강관리 전문가에 의한 다AAP, 2001),

학제간 접근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도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Stepans, Thompson & Buchanan, 2002).

라에서는 간호분야에서뿐 아니라 소아과 의사들도 질병

지향적인 면에 치중되어 아동의 발달과정과 발달이상의

유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소홀한 실정이었는데정사(

준 최근에 들어서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대, 2001),

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에 따라 발달평가에 대한 중요성

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다.

영유아 발달평가는 영유아의 적절한 발달수준을 평가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며 모든 영유아를 대상,

으로 한 스크리닝 검사와 주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진단적 검사로 대별된다김수(

연 노주선 이중 영유아의 성장발달, 1998b; , 2002).

스크리닝은 발달지연 위험 대상자의 조기발견과 이러한

과정을 통한 부모교육 및 상담이라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갖는다 를 개발한 는 발달. DDST Frankenburg(1994)

지연의 조기발견과 장애로 인한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발달 스크리닝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일회적이고 단,

편적인 스크리닝 검사보다는 상대적인 위험요인과 영유

아의 환경 등을 고려하고 대상자가 성장해 감에 따라 변

화되는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첫 번째 파트너는 영유아

부모로서 건강전문인에 의한 사전건강지도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의 성장발달 상태를 일차적

으로 관찰하고 염려되는 문제에 대해 건강전문인과 상담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아동학회의 장애아.

동 위원회에서도 발달사정 도구에 의한 스크리닝 결과

뿐 아니라 부모의 관찰사항에 관심을 기울이고 종합적으

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발달 감,

시 와 스크리닝은 부모에(developmental surveillance)

게 사전건강지도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AAP, 2001).

또한 소두증 대두증 뇌수종이나 기질적 비기질적 성, , ,

장장애 의 경우 전반적인 발달(Failure to thrive; FTT)

지연을 가져오므로 발달검사는 성장사정과 함께 이루어져

야 발달지연의 원인을 찾고 예방할 수 있는데 성장사정.

에는 성장곡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수연( , 1998b).

발달지연의 조기발견 및 조기중재는 이후의 문제를 최

소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능지수의 발달과 학교 적응 보다 건강한 자존감과 가,

족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Barbouth & Brosco, 2002).

위와 같이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은 개인 가족, ,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증진과 성장발달 문제의

조기발견 및 문제 해결 가능성의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

요하나 우리나라 영유아의 성장발달 스크리닝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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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초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일개 시 보건소에서 수행한 영유아 성장발

달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검사결과 비정상발달이나 의심

스런발달로 나온 아동의 전문가 의뢰 결과 및 추후관리

에 대해 살펴본 서술적 탐색연구이다.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2.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본 연구의 공동연2001 1 2001 9

구자인 시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크리닉을 담당하고P

있는 보건소 간호사가 보건소를 방문한 영유아 명을373

대상으로 성장발달 사정과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문지를

통하여 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들 중 명을 대1 , 246

상으로 성장발달 평가 및 상담 후 만족도 설문지에 답하

도록 하였다 추후검사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년. 2002 7

월까지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발달지연이 의심DDST

되는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연구도구3.

1) DDST

DDST(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는 년 미국 의과대학에서1967 Colorado Frankenburg

와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어린이 발달 선별도구로서

출생 후부터 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발달6

영역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운동발, , ,

달영역의 가지 영역에 걸쳐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4 105

다 결과해석은 비정상발달 의심스런발달 정상발달의. , , 3

가지로 한다오가실 역 현재 는( , 1996). DDST

의 한국 표준화 도구가 개발되었지만 자료수Denver-II

집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표준화된 도구Denver-II

가 개발되어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DDST

를 사용하였다.

만족도2)

영유아 성장발달 크리닉에 대한 만족도는 내용 시설, ,

인력에 대한 만족도 발달과 양육에 대한 이해 및 도움,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다 점에서 매우 만족스럽‘ ’ 1 ‘

다 점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한 점척도의 문항으로’ 5 5 10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

낸다 본 연구에서 만족도의 는 였다. Cronbach's .94 .α

자료분석4.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을 이용SPSS Window 10.0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성장상태 만족도는 빈도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결과 정, , DDST

상발달 영유아와 의심스런발달이나 비정상발달로 분류된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χ2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1.

대상 영유아 및 어머니 쌍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373

보면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로 가장 많았으며 분, 57.9%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373)

구분 빈도(%)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11( 3.0)

고졸 216(57.9)

대졸이상 128(37.2)

무응답 11( 2.9)

분만시 어머니 연령 21-30 222(59.5)

이상31 141(37.8)

무응답 10( 2.7)

분만형태 자연분만 198(53.1)

제왕절개 164(44.0)

무응답 11( 2.9)

어머니 직업 유 43(11.6)

무 322(86.3)

무응답 8( 2.1)

주양육자 어머니 331(88.7)

할머니 기타, 34( 9.1)

무응답 8( 2.1)

아기의 성별 남 198(53.1)

여 175(46.9)

출생순위 첫째 210(56.3)

둘째 133(35.7)

셋째이상 22( 5.9)

무응답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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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시 어머니 연령은 세 이하가 를 차지했고30 59.5%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이 였다 어머니가 직업을 갖53.1% .

지 않은 경우가 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주 양육자86.3%

도 어머니인 경우가 로 대부분이었다 아기의 성88.7% .

별은 남자 여자 였으며 출생순위는 전체53.1%, 46.9%

대상자의 가 첫째 가 둘째 가 셋째56.3% , 35.7% , 5.9%

이상이었다 표< 1>.

다음 대상 영유아의 연령분포를 보면 개월 이하가4

개월 로 개월 이하의 대상자가 전37.8%, 4-8 37.8% 8

체의 를 차지했으며 연령증가에 따라 대상자의 수75.6%

는 점차 감소하였다 표< 2>.

소아발육곡선에 의한 대상자의 성장상태2.

대상 아동을 각 연령에 해당하는 한국 소아 발육곡선

에 대비시켰을 때 임상적으로 성장장애로 분류되는 체,

중 발육 곡선상 미만의 아동이 명 있었으나3% 7 (1.9%)

에 따른 발달상태는 모두 정상이었다 표 신장DDST < 3>.

과 체중 모두 분포는 정규분포에 가까웠으나 이상에50%

해당되는 아동이 더 많아 음적왜도 를 나타냈다(-.249)

그림< 1>.

표 한국인 소아 발육곡선에 따른 영유아의 성장< 3>

분포

범위 신장(N=369) 체중(N=373)

미만3% 1( 0.3) 6( 1.6)

미만3-10% 13( 3.6) 12( 3.3)

미만10-25% 24( 6.6) 30( 8.2)

미만25-50% 61(16.9) 71(19.3)

미만50-75% 101(28.0) 100(27.2)

미만75-90% 89(24.7) 75(20.4)

미만90-97% 52(14.4) 51(13.9)

이상97% 20( 5.5) 22( 6.0)

발달 스크리닝 결과와 추후검사 결과3.

차검사를 시행한 명중 졸리운 상태라서DDST 1 368

검사 결과가 불확실한 명을 제외한 명 중 명14 354 326

은 정상이었으며 명 은 의심스런발달(92.1%) 15 (4.2%) ,

그림 대상자의한국소아발육곡선범위에따른< 1>

신장 체중 분포,

0000

20202020

40404040

60606060

80808080

100100100100

120120120120

3미만3미만3미만3미만 3~103~103~103~10 10~2510~2510~2510~25 25~5025~5025~5025~50 50~7550~7550~7550~75 75~9075~9075~9075~90 90~9790~9790~9790~97 97이상97이상97이상97이상

신장신장신장신장 체중체중체중체중

명 은 비정상발달로 분류되었다 표13 (3.7%) < 4>.

표 차검사 결과< 4> DDST 1 (N=354)

결과 빈도(%)

정상 326(92.1)

의심스런발달 15( 4.2)

비정상발달 13( 3.7)

차검사에서 비정상발달이나 의심스런발달로 나온1 28

명과 차에서는 정상발달이었으나 차에서 비정상발달로1 2

나온 명 의심스런발달로 나온 명 총 명에 대한 구1 , 1 , 30

체적인 사항은 표 와 표 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 5> < 6> .

저 차 또는 차에서 비정상발달로 나온 아동은 명이1 2 14

었으며 이중 명은 생후 개월에 비정상발달로 판명되어2 4

대학병원에 의뢰한 결과 각각 선천성대사이상중 페닐케

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확진되어 치료중이다.

또한 명은 번 염색체이상으로 판명되어 대학병원에1 13

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명은 전문 발달연구소에, 2

의뢰한 결과 발달지연이 있음을 확인하여 치료요법을 시

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사회 언어치료실에 의뢰하여 언.

어치료를 받는 경우 반복적인 중이염이 언어발달지연의,

원인이 되어 중이염 치료 후 언어발달이 호전된 경우,

부모가 아이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교

육 후 상호작용 양상이 호전되고 발달상태도 증진된 경

표 대상 영유아의 월령 분포< 2> (N=373)

월령 월령 4≤ 월령4< 8≤ 월령8< 12≤ 월령12< 24≤ 월령24< 36≤ 월령36< 48≤ 월령48< 60≤ 월령 60〉

빈도 141 141 14 42 18 7 6 4

% 37.8 37.8 3.8 11.3 4.8 1.9 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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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등이 있었다 표< 5>.

다음 차 결과 의심스런발달로 나왔던 사례1 DDST 16

를 살펴보면 차검사에서는 의심스런 발달로 나왔으나1

추후검사에서는 정상발달로 나온 영유아는 사례가 있었9

으며 반면에 차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왔으나 차 검1 2

사에서 의심스런발달을 보인 경우도 사례 있었다 차1 . 1

에서 의심스런발달로 나온 경우 추후검사가 필요하나 연

락두절 등으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도 사례가 있었다4 . 2

사례에서는 차 검사에서 모두 의심스런발달로 나와1, 2

주의깊게 관찰 중이다 표 차검사에서 의심스런 발< 6>. 1

달을 보인 경우 어떤 부분에서 발달이 늦은가를 부모에

게 설명하고 발달증진을 위한 중재방법을 교육하였는데,

이들 중 추후 검사에서는 정상발달 범주에 들어간 대상

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검사의 부정확성 때문이라기

표 비정상발달 대상자의 프로필 및 추후검사 결과< 5> DDST

번호 성별 월령 차 결과DDST 1 추후검사 전문가 의뢰 및 결과 비고

1 남 개월2 정상 개월시 비정상 의뢰4 ,
페닐케톤뇨증,

서울중앙병원 치료중

2 남 개월4 비정상발달 의뢰 단국대병원 갑상선기능저하,

3 남
개월4

일12

비정상발달
의뢰

아주대 소아전문의 진료

전반적 발달지연-

필리핀엄마

아빠지능저하

4 여 개월 일5 6 비정상발달 개월 정상19 -

5 남 개월6
비정상발달 소아과 의뢰,

개월 추후검사 정상11

중이염 치료 후 언어발달 호전되어

정상
엄마지능저하

6 남 개월7
비정상발달

개월 정상12 -
부모 아기-

상호작용증진교육

7 여 개월7 비정상발달
개월 추후검사12

비정상

김수연 아기발달연구소

전반적발달지연
부모정신지체

8 여 개월10 비정상발달
개월 추후검사17

비정상

아주대병원 재활치료중

염색체이상 번(13 )

9 여 개월11 비정상발달 개월 추후검사 정상13 -

10 남 개월31 비정상발달 의뢰

김수연 아기발달연구소

발달상태 개월18

언어치료 놀이치료중,

11 여 개월32 비정상발달 의뢰

평택언어치료실 조음장애

언어지연 언어치료,

서울 강북삼성병원 소아정신과 예약중

12 남 개월34 비정상발달
개월 추후검사35

정상.
-

부모 아기-

상호작용증진교육

13 남 개월34
비정상발달 개월40

언어지연

언어치료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못하고 있음

14 남 개월68
비정상발달 초등학교입학,

적응잘함
아동가족상담소놀이치료( )

polydactyly

외부와 단절

표 의심스런발달 대상자의 프로필 및 추후검사 결과< 6> DDST

성별 월령 차 결과DDST 1 추후검사 전문가 의뢰 및 결과 비고

1 여 개월2
의심스런발달

언어 사회성( , )
- - 연락두절

2 여
개월2

일16

정상 개월 의심스런 발달4

미세운동 및 적응( )
-

3 남 개월4
의심스런발달

운동( )
개월 정상12 -

4 남 개월4
의심스런발달

운동( )
- -

과체중

연락두절

5 남 개월4 의심스런발달 개월 정상6 -

6 남 개월4 의심스런발달 개월 정상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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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발달을 위한 중재의 결과에 의한 측면이 상당 부

분 차지하리라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의 차이4. DDST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각 항목에DDST

대한 응답자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각 항목마다

대상자 수에는 차이가 있다 분석 결과 출생순위에 따른.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DDST (x²=8.64,

표 의심스런발달 대상자의 프로필 및 추후검사 결과< 6> DDST

성별 월령 차 결과DDST 1 추후검사 전문가 의뢰 및 결과 비고

7 여
개월4

일11

의심스런발달

운동( )
개월 정상12 -

8 남
개월4

일14

의심스런발달

운동( )
개월 정상7.5 -

9 남 개월6
의심스런발달

운동( )
개월 정상12 -

10 여 개월6
의심스런발달

운동( )
- - 연락두절

11 남 개월6
의심스런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 )
- - 연락두절

12 여 개월6
의심스런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 )
개월 정상18 -

연변족엄마,

부모교육

13 남
개월6

일6

의심스런발달

운동( )
개월 정상12 -

14 남 개월8

의심스런발달

운동 미세운동 및( ,

적응)

개월 정상15 -

15 남 개월27
의심스런발달

언어( )

개월 의심스런31

발달언어( )
-

부모교육 후

차때 다소호전2

16 남 개월 일34 6
의심스런발달

언어( )

개월 의심스런36

발달언어( )

소아과 의뢰 중이염 치료중, .

언어지연 소견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의 차이< 7> DDST

구분
정상발달군

비정상발달 또는

의심스런발달군 x² p

실수(%) 실수(%)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9( 2.8) 2( 8.0)

2.647 .266고졸 189(59.2) 16(64.0)

대졸이상 121(37.9) 7(28.0)

분만시 어머니 연령 21-30 198(62.1) 13(50.0)
2.904 .407이상31 121(37.9) 13(50.0)

분만형태 자연분만 180(56.8) 10(37.0) 3.923 .048*

제왕절개 137(43.2) 17(63.0)

어머니 직업 유 36(11.2) 3(11.5)
.003 .960무 285(88.8) 23(88.5)

임신중 질병 스트레스, 유 44(13.5) 5(17.9) - .566a

무 282(86.5) 23(82.1)

주양육자 어머니 295(92.2) 22(81.5)
- .071a할머니 기타, 25( 7.8) 5(18.5)

아기의 성별 남 169(51.7) 17(63.0)
1.273 .259여 158(48.3) 10(37.0)

재태기간 주미만37 17( 5.4) 4(14.8) - .072a

주이상37 299(94.6) 2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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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형태에 따른 결과에도 유의한 차p=.013), DDST

이가 있었다 표(x²=3.92, p=.048)< 7>.

대상자 어머니의 만족도 조사6.

년 월부터 월까지 성장발달검사를 받은 아동2001 3 9

의 어머니 중 명을 대상으로 점 척도의 문항으로246 5 10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점으로 문항평균은 점을 나타났으며 대상자43.46 4.35 ,

중 만이 보건소외의 타 기관에서 성장발달 검사나2.4%

성장발달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보았다고 답하였다 문항.

별로 보았을 때 모두 점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특4

히 점수가 높았던 항목은 검사자에 대한 신뢰감과 이해

도였으며 거리나 시간상의 불편함과 검사장소에 대한 만

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8>.

표 영유아 성장발달 크리닉 문항별 서비스 만족도< 8>

(N=246)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자녀의 성장발달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4.39±.56

자녀의 성장발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4.37±.58

아기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41±.58

자녀의 성장발달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4.39±.59

검사자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준다 4.55±.55

검사자가 친절하고 신뢰감을 준다 4.53±.56

검사장소와 환경이 적절하였다 4.02±.72

거리나 시간상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4.02±.75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하고 싶다
4.35±.64

이 프로그램에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다
4.38±.63

문항 평균 4.35±.50

Ⅴ 논 의.

영유아기는 이후의 발달을 위한 기초가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발달의 위험요인이 있는 대,

상자를 발견하여 조기중재를 통한 발달 가능성의 잠재력

을 확대시키는 것은 국민 건강과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발달 스크리닝 도구는 영아기 초기부터 사용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발달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빠

른 시간에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는 보건소 실무 간호사DDST

들이 단기간의 교육과 시범 및 스크리닝 실전 경험을 통해

익히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라고 보여진

다 비록 의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 DDST

고 있기도 하지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발달 스크리닝 도구는 얼마나 표준화과정에 있어2001)

철저하게 평균적인 발달상태를 잘 제시했는가 하는 것이

도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의 효용성DDST

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Frankenburg, 1994).

본 연구에서 결과 비정상발달 또는 의심스런발DDST

달로 구분된 대상자는 전체의 를 차지하였는데 미7.9% ,

국에서는 의 아동이 발달적 또는 행동적 문제가12-16%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발달문제와(AAP, 2001).

행동문제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의 차이로 볼 수 있겠

다 국내 보고로는 강희경 의 연구에서 개월과. (2000) 6

개월된 영유아에게만 한정하여 실시한 검사에18 DDST

서 대상자 명이 모두 정상발달로 판정되었다고 하였300

는데 보건소에서의 스크리닝 사업 초기의 결과라는 점,

과 대상자의 연령을 한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자료는 검사를. DDST

년 이상 수행한 후 검사에 숙달된 상태에서의 자료를1

분석한 것이다 또한 한경자 등 의 연구에서는 일. (2001)

개 보건소에서 세에서 세 사이의 명에게 를1 6 86 DDST

시행한 결과 비정상 발달이 의심스런발달이2.3%,

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각각5.8% 3.7%, 4.2%

로 나타난 것보다 비정상 발달의 비율은 약간 낮고 의심

스러운 발달은 약간 높았으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의 차이 계속< 7> DDST ( )

구분
정상발달군

비정상발달 또는

의심스런발달군 x² p

실수(%) 실수(%)

출생순위 첫째 193(60.1) 8(30.8)

8.640 .013*둘째 110(34.3) 15(57.7)

셋째이상 18( 5.6) 3(11.5)

*p<.05, a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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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달스크리닝에 대한 자료 수집 후 그 결과를

본 연구들이 국내에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국

내 연구들에서도 단순히 결과에 대한 백분율만을DDST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상자의 발달사항이나 건강문

제에 대해서는 제시된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

자의 추후검사 결과나 전문가 의뢰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인 자료 제시를 통해 어떤 경우의 발달지연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결과 비정상발달로 판명된 경우는DDST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도 대부분 발달지연에 문제가 있

으며 조기중재가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

달지연의 원인 중 하나는 페닐케톤뇨증이나 선천성 갑상

선 기능저하증 등 선천성 대사이상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서 신생아기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적극

권유하고는 있지만 필수로 검사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신생아기에 스크리닝 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진단 즉시 식이조절이나 약물 등의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단이 빠를수록 문제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를 통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 낼 수DDST

있었던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 외에 전반적.

발달지연 염색체 이상 등이 확인되어 전문가에 의한 중,

재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으며 단순히 언어발달에

서만 지연을 보여 언어치료를 받게된 대상자도 있었다.

초기 영아기에 있는 한 대상자는 중이염으로 적절한 청

각적 자극이 전달되지 못해 언어발달 지연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 경우 단순히 중이염 치료와 부모교육만으로,

도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추후검사에서는 정상발달을 나

타낸 대상자도 있었다.

이스라엘의 경우 대부분의 발달장애아가 지역사회간호

사의 정규적인 발달사정에 의해 조기발견 되어 어린이

발달센터로 의뢰되는 것과 같이김수연 본 연( , 1998a),

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보건소의 간호사에

의한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이 가능함을 확인한 것은 간호

사의 역할 확대와 영유아 건강증진 차원 모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견 후.

의 추후관리나 조기중재를 위한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

이 아쉬운 점이지만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개척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 생각하고 간호계에서도 이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는 발달장애아에 대한 기본적인 간호제공 뿐 아니라 장

애아와 가족 모두가 나름대로의 제한점을 가지고도 지역

사회 안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이 중시,

되고 있다(Katz & Katz, 1994a, 1994b).

한편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중요

한 요소임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는데 본 연,

구 대상자중 어머니나 아버지의 정신발달지연이 있거나

외국인 어머니로 적응과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은 아기의 발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검사에서 의심스런발달로 나온 경우에는 대1

상자의 발달이 어느 영역에서 평균적인 발달보다 늦은지

확인하여 발달촉진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을 제시하였는

데 추후검사에서는 정상발달을 보인 사례도 여러 명 있,

어 아동의 발달은 일회적인 발달 스크리닝만 가지고 판

단하기보다는 성장함에 따른 변화과정과 부모상호작용

등의 환경적 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여러 학자들

의 의견이 설득력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발달 스크리.

닝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발달지연이 의

심되어도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도록 적극적으로 권유

만 할 수 있을 뿐 추후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

에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나 조기중재를 포기하는 경우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이며 때로는 발달지연이 의심되었,

지만 전문적인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판별이 될 경우 대

상자의 항의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발달지연을 조기에 확

진하고 조기중재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이점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어머니들은 성장발달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는데한경자 등( , 2001)

이는 최근 두뇌발달을 비롯한 성장발달에 있어 영아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어머니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대상자의 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장발달 검사와 발달증진의 간

호중재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분석DDST

한 결과 정상발달군은 대상자의 가 제왕절개분만43.2%

을 한 반면 비정상발달 또는 의심스런발달군에서는 대상

자의 가 제왕절개 분만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63%

차이를 보였다 제왕절개 분만 비율의 전국 통계는.

년 이며 경기지역은 로 정상발달군은2001 39.6% 42.5%

이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비정상발달 또는 의심스런 발



- 310 -

달군에서는 월등히 높은 제왕절개율을 보였는데 이는,

자연분만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갖은 경우 주

산기의 영유아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

며 대상 영유아의 성장발달 장애의 위험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태기간에서는 비정상발달 또는.

의심스런 발달군의 경우 주미만이 로 정상발달37 14.8%

군의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5.4%

으며 임신기간중의 질병유무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출생순위도 발달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정상발달군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이상이 각각 였, , 60.1%, 34.3%, 5.6%

던 반면에 비정상발달 또는 의심스런발달군에서는 각각

로 다른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30.8%, 57.7%, 11.5% .

이에 대한 비교할만한 자료나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실

정으로 앞으로 일반적 특성이나 어머니의 산과적 특성이

영유아 성장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일반 영유아들에게 를DDST

시행하고 추후관리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영유아 발달

스크리닝의 필요성과 아동간호 및 지역사회간호 분야에

서의 효용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발달사정과 더불어 양육에 대한 사전건강,

지도나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영유아 발달.

스크리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간호분야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시 보건소에서 수행한 영유아 성장발

달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검사결과 비정상발달이나 의심

스런발달로 나온 대상자의 전문가 의뢰 결과 및 추후관

리에 대해 살펴본 서술적 탐색연구이다 년 월부. 2001 1

터 년 월까지 시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크리2002 7 P

닉 담당 간호사가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를373 DDST

이용한 성장발달 사정과 일반적 사항에 대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들 중 명을 대상으로246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한국 소아 발육곡선상 미만에 해당하는 영유아는1. 3%

신장에서는 체중에서는 였으며 이들은0.5%, 1.9%

모두 결과 정상발달을 보였다 전체 대상자중DDST .

발육곡선상 에 속하는 영유아는 신장에서10-90%

체중에서 였다75.4%, 74.7% .

를 시행한 대상자의 는 생후 개월 이2. DDST 75.4% 8

하의 영아였으며 전체 명중 졸린 상태라서 검사368

결과가 불확실했던 대상자 명을 제외한 명중14 354

정상발달은 명 이었고 비정상발달이326 (92.1%) 13

명 의심스런발달이 명 이었다(3.7%), 15 (4.2%) .

차 검사결과 비정상발달로 나온 대상자는 전3. DDST 1

문가 의뢰 결과 대부분 선천성대사이상이나 염색체이

상 전반적 발달지연 등으로 발달이 지연된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며 차 검사결과 의심스런발달로 나온 대, 1

상자는 발달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후 추후검사에서

대부분 정상발달을 보였다.

결과 정상발달군과 비정상발달 또는 의심스런4. DDST

발달군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출생순

위와 분만형태에 따라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DDST

있었다(x²=8.64, p=.013; x²=3.92, p=.048).

성장발달 크리닉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는 점 척도5. 5

중 평균 점이었다4.35 .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간호에서의 영유아 발달

스크리닝의 적용 및 효용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큰 의의

가 있다고 보며 성장발달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교육,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발달사정과 함께

양육에 대한 사전건강지도와 부모교육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영.

유아 발달스크리닝이 임상이나 지역사회에서 보다 확대

될 수 있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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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escriptive exploratory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sults of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using DDST and

the follow-up diagnostic evaluation in one public

health center, and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developmental screening in nursing. Samples

were 373 children under 6 years who visited the

public health center. Mothers' satisfaction on

the developmental clinic was also determined.

Summaries of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0.5% of children in height and 1.9% of

children in weight were included in below 3

percentile of Korean children's growth chart,

but none of them showed developmental

delay.

2. The results of DDST showed 92.1% of

subjects were classified as normal, 3.7% as

abnormal, and 4.2% as questionable among

354 children.

3. Most of children who showed the abnormal

development at the first DDST were

confirmed having the developmental delay at

the follow-up diagnostic evaluation. On the

other hand, most of children who showed the

questionable development at the first DDST

revealed having the normal development in

follow-up screening test.

4. The result of the DDST was influenced by

the birth order of the subject and delivery

type.

5. The mean satisfaction score by mothers on

developmental clinic was 4.35 in 5 Likert

scale.

In conclusion, we could certain the feasibility

and usefulness of developmental screening in

community and child care nursing. To fulfil the

increasing needs of mothers with infants on the

child development, nurses have to provide

anticipatory guidance and parent education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We

hope to expand the developmental screening in

nursing field not only of clinical setting but also

of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