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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간호학은 지난 여 년간 패러다임에 따라 다른 방법30

론이 사용되고 다른 이론들이 생성되는 것을 보아왔다, .

년대의 초기 이론가들은 이 생각1950, 60 Nightingale

한 자연스런 여성노동의 부산물로서의 간호가 아닌 과학

의 지위에 있는 간호를 원했다 지식의(Rafael, 1996).

과학화를 위한 초기의 시도는 과학 사회에서 지배적인

논리실증주의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논.

리실증주의의 계량적 인과적 모델로는 간호현상을 제대,

로 볼 수 없다는 인식하게 되면서 다양한 질적 방법론을

간호학에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Davis,

1978; Leininger, 1968, Ragucci, 1972, Silva,

년대에는 패러다임 논쟁이라고 불릴 정1977). 1980-90

도의 치열한 인식론적 방법론적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Mitchell, 1988; Moccia, 1988; Munhall, 1986;

Myers & Hasse, 1989; Parse, 1987; Schmacher

이러한 입장에 따른 간호 이론도& Gotner, 1992),

나왔다 년대에는(Parse, 1981; .Watson, 1985). 90

가지 이상의 연구 방법들이 사용되었으며20

실무에서도 다양한 입장의 수용에(Leininger, 1992),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Engebretson, 1997;

Nagel & Mitchell, 1991; Reed, 1995)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이론과 연구에서의 성

과는 실무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간호학 연구이론의? /

지식은 실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만약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간호기록을.

살펴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간호현장에서 실무 수행의.

마지막 단계는 기록이고 간호학의 이론적 실천의 성과,

는 여기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간호기록은 한편으로는 대상자의 상태 중재의 내용, ,

중재에 대한 반응 등을 다른 간호사나 의료진과 의사소

통하고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한 행위이다 그래서 간, .

호 기록은 실무에서 알려져야 하는 것 가치 있는 지식,

으로 여겨지는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 환자 읽기의 필. ‘ ’

수적인 결과인 기록이라는 실무는 건강관리 실무를 형성

한다 간호 기록은 간호사가 무엇(Henderson, 1994).

을 어떻게 보고 듣고 질문하고 행해야 하는가를 결정, , ,

한다 간호기록은 간호사의 시선 결정한다 이러. (gaze) .

한 시선은 조사와 분석의 과정을 통해 상황 혹은 사건의

의미를 이동시킨다.

간호 현장에서 의미 있는 지식을 담고 있는 간호기록

은 간호학적 담론의 일부이다 담론은 인간의 사고와 행.

위에 영향을 주고 이를 일정한 방향으로 틀 지울 수 있

는 권력의 효과를 지닌다김성언 권력은 단순히(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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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형성하며 담,

론을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한다(Foucault, 1980a/

따라서 간호학의 시선은 간호학적 담론을 생산1991).

하고 간호학적 지식권력을 형성하며 이는 또 간호학의, / ,

시선을 규정하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에는 항상 저.

항이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의 형성 담론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실천으로써 간호학의 이론과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여 년. 30

동안 다양한 방법론에서 나온 간호학의 연구이론적 지(

식 권력 성과가 실무실무의 지식권력에 반영되고 있/ ) ( / )

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

보는 것은 더 나은 간호 실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며 이는 또 더 풍성한 간호 지식체의 형성에 기여,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간호 실무에서 행해지는 것의 필.

연적 결과물로 생기는 간호기록 즉 간호학 실무의 담론, ,

간호학 실무의 지식권력의 생산물을 적절한 방법을 통/

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 목적2.

본 연구는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생겨난 다

양한 철학적 방법적 입장에 의한 간호학의 이론적 성과,

가 실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

이다 이를 위해 아동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간호 기록.

지 간호학 실무의 담론 를 분석하여 간호학 실무에서- - ,

인정되는 지식권력 즉 기록되고 소통되는 지식권력의/ , /

유형을 알아내고 그 지식권력이 근거하는 철학적 방법, / ,

론적 입장을 드러내고자 한다.

Ⅱ 문헌 고찰.

간호학적 지식 권력1. /

지식권력은 한 문화 사회 기관에서 지식과 권력이/ , ,

분리 불가능하게 얽혀있는 상호 생성적인 관계임을 나타

내는 의 용어이다 지식은 담론적 실천에 의해Foucault . ,

규칙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그리고 한 과학의 구성을 위

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의 집합이다(Foucault,

담론적 실천에는 권력이 작용하게 된다1969/1992). .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권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사, ,

람들이 권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권력이 단순히 금지의

기능만이 아니라 지식을 형성하며 담론을 만들어 내는, ,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Foucault, 1980a/1991).

권력은 지식의 수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지식은 권력 관,

계에 의해 설정된 제한에 대한 반응 혹은 저항으로 발달

한다 그래서 권력은 저항적 요소는 물론 생산적 요소를.

가진다.

는 권력지식이 현 상태를 유지하기 시험Foucault /

판단의 정상화(examination), (normalizing judge-

그리고 위계적 관찰ment), (hierarchial observation)

이라는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한다고 본다(Rabinow,

은 이 세 가지 방식이 간호학의1984). Doering(1992)

교육 이론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고찰하, ,

면서 간호학과 의학의 지식에 부여하는 가치가 두 학문,

간의 혹은 두 실무간의 권력관계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이 권력관계에 의해 의학은 궁극적으로 모든 간호 실제

를 검열하며 지속적인 새로운 규칙의 부과를 통해 간호,

지식 개발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한다 간호 지식의 개발.

과 적용은 외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차적인 것

이 되며 지식 개발과 실무간의 격차는 넓어진다 의학의, .

논리 실증주의적 가치는 간호학여성과 의학남성간의/ /

권력관계에 의해 간호학의 가치가 된다 그러나 권력은.

항상 저항과 관련하여 행사되므로 지식에 관한 다른 철,

학적 견해예 후기구조주의적 여성주의가 간호학에서( , )

확인되고 전통적인 과학 혹은 의학적 지식에 대한 저항,

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은 주장한다Doering(1992) .

은 가 말한 인간Rafael(1996) Foucault(1982/1989)

이 주체화되는 기전 실천의 구획, (dividing practice),

과학적 분류 주체화(scientific classification),

를 통해 실무에서 간호학적 지식권(subjectification) , /

력이 제한되고 억압되며 해방되는 과정을 변증법적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전통적인 돌. ,

봄은 필요하지만 낮은 가치가 부여되는 여성적 미덕이,

자 임무로써 시작된 지시형 돌봄 으로 시(ordered care)

작되었다 전통적 견해에서 돌봄은 어떤 특별한 실무적.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여성,

이 특히 의학과 행정에 의해 적당하게 가르침을 받으면, ,

자연스럽게 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돌봄이 지식.

을 포함한다는 인식의 결여는 의사와 간호사간의 권력

불균형 뿐만 아니라 성 불평등에도 연관된다(gender) .

에 따르면 년대를 전후하여 이러한Rafael(1996) , 1960

지시적 돌봄의 억압성에 대한 저항으로 간호학이 의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자기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동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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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이 나타난다 동화형 돌봄은(assimilated caring) .

전통적인 권력의 근원이 되는 것을 차용함으로써 권력에

접근하고자 한다 지배적인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을 수.

용한 예는 용인된 관점 의 연구방법론(received view)

논리 실증주의적 접근법에 근거한 많은 논문들과 자신( )

의 여성성을 부정하며 남성적 특성에 동화하려는 간호,

사들에게서 볼 수 있다 간호학적 지식권력에 대한 이. /

러한 인식을 가지고 은 다음 단계의 저항Rafael(1996)

혹은 변증법적 합테제 로 권력부여형 돌봄(synthesis)

을 주장한다 이 유형의 돌봄은(empowered caring) .

권력과 돌봄이 갈등하는 개념이 아니라 큰 통일체로 서,

로 얽혀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시작된다 즉 지식과.

권력 그리고 윤리는 지시형 돌봄에서처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부분이 된다.

과 이 간호 실무 현장Doering(1992) Rafael(1996)

에서의 간호학적 지식권력의 생산재생산과정에 대해/ /

분석한 것에 비해 와 는 간, Hiraki(1992) Clare(1993)

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사회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

하였다 간호학개론 교과서가 간호과정 개념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를 의 비판사회 이론에 근거Habermas

하여 분석한 는 간호사가 전문직업적 자Hiraki(1992)

율성을 해석하고 규범적 구조가 연구 교육 실무에서, , ,

권위와 책임을 구성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그는 기술주.

의적 세계관 혹은 이데올로기가 반영된(technocratic)

교과서의 언어와 합리성 개념이 학생들의 자기 비판과

반성의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는 간호교육이 전통적인 실무를 재생산Clare(1993)

하는 정치적 과정이라고 보고 학생 간호사가 교실과 임,

상현장에서 지배적인 지식권력의 헤게모니적 효과를 인/

식할 수 있도록 해방적 교육을 제안한다 나아가 실무.

조건을 변혁하지 않고 학생들의 교과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수 실무자 그리고 학생들의 좌절감만 증가시키, ,

고 누구에게도 권력 부여를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간호사들이 간호학 교육과 실무의 모든 분야에서,

간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권력의 근원을 지지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를 변혁하기 위한 과정을 발견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전문직의 이상이 반성적 실. (reflective)

무 해방적 지식 그리고 전문직업적 자율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데올로기 비판과 변혁을 위해 교육과,

학습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 효과라는 정치적(practical)

과정을 드러내야 한다(Clare, 1993).

위 저자들이 주장하는 공통적인 점은 간호학의 지식

구축이 우리의 학문 내에서의 연구 성과를 성취하고 그,

것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식체를 구축하고 실무에. ,

적용하게 되는 과정은 권력에 대한 순응 혹은 저항을 통

해 일어나는 굉장히 민감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과정, ,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담론분석2.

담론 담화 언설 지식의 흐름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 , ,

라는 말은 라틴어인 여러‘discours (discourse)’ ‘dis(

다른 방향에서 와 달린다 가 합성된 단어로 갈)’ ‘currere( )’

피를 잡을 수 없이 앞뒤로 움직이고 순환한다는 의미를

지닌다장석만 간단하게 말한다면 담론이란 말( , 1992). ‘

이나 글로 표현된 것 김성언 혹은 언어화된 것’( , 1992) ‘ ’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언어란 단순히 대상.

을 있는 그대로 재현시키는 사진과 같은 중립적인 도구

가 아니며 그 자체가 매우 규범적이고 가치 창출적이어,

서 자체의 법칙에 의해 형성된 의미의 질서 안에 대상을

편입시킨 것이다한상진 그래서 담론이란 언어( , 1991).

체계와 사회체계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실천의 산물이며

김성언 담론은 그 고유한 수준과 영역에서 고( , 1992), ,

유한 규칙성을 성립시키면서 고유한 요소들을 형성해 내

는 고유한 실천이다김부용( , 1992).

그런데 이런 담론적 실천 과정에서는 어떤 사회에서든

담론의 생산을 통제하고 선별하고 조직화하고 나아가 재

분배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한다(Foucault, 1971/

담론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주고 이를1993).

일정한 방향으로 틀 지울 수 있는 권력의 효과를 지니는

까닭에 사람들은 담론을 획득하려 하고 그 권력의 효과

를 통제하려 한다김성언( , 1992).

그래서 의 담론분석은 사회 속에 움직이고Foucault

있는 유동적인 권력관계의 그물망을 추적해 내고 그러한

관계의 집합이 일정한 대상을 포착하여 지식을 형성하고

질서를 부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밝혀내

는 것이라 하겠다 담론분석에서(Gordon, 1980/1993).

드러나는 것은 담론 체계가 담고 있는 그 내용과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론 체계의 구성 방식 담론적 실천, ,

의 효과와 양식 그리고 담론 생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장의 제도화된 구조 등이다이기현 다( , 1994).

시 말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담론형성의 내적 변화를 찾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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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다른 것이 아닌 특정한 담론을.

사용했으며 사물을 보는 시각이 반드시 왜 그렇게 되어, ‘ ’

야만 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Foucault, 1980b/

1991).

담론분석을 적용한 연구에서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분

석의 대상이나 수준 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분석의 자, ,

료도 어휘 문장 단락 또는 텍스트 전체 등으로 다양하, , ,

다 이기현 담론 분석의 창시자인 는( , 1994). Foucault

텍스트 전체를 분석의 단위로 사용하였지만 의학적 담,

론과 중년여성의 일상 생활 담론에서의 폐경에 대한 지

식을 연구한 과 성인교사 의료진 부Dickson(1990) ( , ,

모 과 학령기 아동의 건강에 대한 담론을 분석한 이은주)

의 경우는 분석 단위로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서(1995)

의미 있는 문장언술을 선택하였다 이런 점은 개별 연( ) .

구자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일정한 틀에 매이지 않고 개별 학문이나 연구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법 개발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

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담론분석의 성패는 누구.

의 기법을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게 텍스트

를 분석할 수 있었는가에 달려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기현 은 담론분석과(1994)

내용분석 을 비교하였다 그에 따르(content analysis) .

면 첫째 담론분석에서는 분석의 기준이 담론외적인 요,

소인 반면 내용분석에서는 담론 내적인 요소에 있다 둘, .

째 담론분석은 담론의 재구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내용, ,

분석은 담론의 분해에 관심을 둔다 셋째 담론분석은 질. ,

적이고 내용분석은 양적이다 넷째 담론분석은 담론 생, . ,

산의 사회적 조건에 주목하지만 내용분석에서는 표출된,

텍스트의 대표성이 문제시된다 다섯째 담론분석은 담론. ,

의 상대적 자율성을 내용분석은 담론의 투명성을 전제,

로 한다 마지막으로 담론분석은 언어 수행. (perfor-

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내용분석은 언술 주체의mance) ,

언어능력 과 관련하여 텍스트를 분석한다(competence)

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말해지는 것지식과 말하도록 하는 것권, ( ) (

력 은 서로 엉켜있다 권력은 수용가능한 지식을 제한하) .

며 지식은 권력관계에 의해 설정된 제한에 대한 반응으

로 그리고 때로는 저항으로 발달한다 바로 이 저항적.

요소가 변화의 가능성을 창조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

서 담론분석은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된

다 즉 그 상황에서 그것을 말하게 된 근저에 있는 권력. ‘ ’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연구 자료1.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적 담론의 일부로 간호기록을 선

택하였다 간호현장에서 말해지는 내용 역시 근무인계. ‘ ’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이러한 기록에 의한

것이라고 할 때 실무에서의 간호학적 지식을 분석하기,

위해 간호 기록을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

인다.

간호기록은 자유로운 양식인 일반 병동의 간호 기록지

에서 일정한 양식이 있어 기록해야 할 내용들을 미리 제

시하는 기록지들까지 다양한 양식의 용지에 기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후자에 속하는 기록 양식 아동,

중환자실의 기록지가 선택되었다 이런 종류의 기록지는.

형식이 구조화되어 있어 보다 명시적으로 간호사의 시선

의 방향을 규정하고 실무에서 요구되는 지식이 무엇인,

지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아동간호중4

환자실의 시간 기록용지 장 아24 (flow chart sheet) 7 ,

동중환자실에서 환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작성하거

나 병동에서 작성되어 전달되는 간호정보 조사지 장, 4

그리고 전과 혹은 전동 시에 사용하는 간호기록지 장을2

포함하여 종류 총 장의 간호 기록지가 분석자료가, 3 13

되었다.

분석방법2.

본 연구에서는 의 담론분석이 분석 방법으로Foucault

선택되었다 담론 분석은 간호사들이 왜 다른 것이 아닌.

특정한 담론을 사용했으며 사물을 보는 시각이 반드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를 알아 볼 수 있게 해준다

(Foucault, 1980b/1991).

본 연구에서 간호 기록용지를 분석하기 위한 일차적

단위는 용어였다 우선 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모든 용어‘ ’ .

들을 나열하고 이 용어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 ,

된 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부여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지식과 권력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더 큰 개념적인 주제로 분류하였다 왜냐하면 담론분석.

에서는 내용분석과 달리 분석의 기준이 담론 외적인 요

소 즉 말해 진 것 뿐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것을 포함,

하고 이것이 왜 말해지지 않았는가를 드러내야 하기 때,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7 1

- 89 -

문이었다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두 연구자가 각.

각 용어를 분류하고 대조하였을 때 거의 일치하였으며, ,

개념적 주제는 두 연구자의 합의에 의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병원의 기록 양식의 비교가 아니

며 간호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

분석 과정에서 각 병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서술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Ⅳ 연구 결과.

아동 중환자실 간호기록1.

본 연구의 텍스트는 개 병원 아동중환자실에서 사용4

되는 종류 총 장의 간호기록지였다 분석의 단위는3 13 .

용어였으며 이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환아에‘ ’ , ;

대한 일반적 정보 사정 그리고 중재‘ ’, ‘ ’ ‘ ’.

중환자실 간호기록에서 일반적 정보로 분류된 것은‘ ’

시간 간호기록지의 경우는 인적 사항이름 나이 성24 ( , ,

별 의료보장 유형 병록 번호 진료과 이전의 간호단), , , ,

위 입원 일수병원 및 중환자실 입원 일수 각 근무시, ( ),

간의 간호사 이름 담당의사 이름이 포함되었다 간호정, .

보지에서는 입원일 진단명 정보제공자 작성자 주소와, , , ,

전화번호가 그리고 전과전동 간호기록지에는 전과동/ ( )

일시 인수 간호단위가 포함되었다, .

사정 범주로 분류된 용어들은 시간 간호기록지에‘ ’ 24

는 혈압을 포함한 활력징후 신체 측정체중 신장 복부, ( , ,

둘레 신경계상태의식상태 동공의 크기 활동정도), ( , , ),

호흡기계 상태호흡음 양상 객담 순환기계 상태심전( , , , (

도 부종 청색증 중심정맥압 위장관계위관 배액 양, , , ), (

상 복부 상태 오심구토 대변 양상 등 신장계소변, , / , ), (

색 소변양상 피부색 상태 온도 욕창 수술부위 관, ), ( , , , , ,

삽입 부위 검사 결과동맥혈의 산소농도 혈중 전해질), ( ,

농도 혈액형 등 각종 관을 통한 배액량 그리고CBC, ), ,

간호진단과 진단명 등이었다 간호정보지에서 사정으로. ‘ ’

분류된 용어는 시간 간호기록지와 많이 달랐는데 가24 ,

족 가족관계 및 가족 병력 부모의 교육 및 직업 종교( , , )

출생 분만 형태 분만 개조자 출생시 체중 성장발달( , , ),

예방접종 상태 발달 단계 성장 상태 입원동기주증( , , ), (

상 및 증상 시작시기 신체적 상태활력징후 호흡기계), ( , ,

동통 부종 피부상태 치아상태 시력 및 청력 상태 배, , , , ,

설 상태 수면 및 식사 습관 의식 정서 및 행동 상태, ), ,

지남력 의식 의사소통 정서 활동 친구관계 건강( , , , , , ),

상태에 대한 인식 및 회복에 대한 기대 간호 요구를 포,

함하였다 전동과 기록지에는 현상태 전과동 목적. ( ) , ( ) ,

진단명 검사 결과 알레르기에 대해 기록하도록 되어 있, ,

었다.

아동 중환자실 간호기록지에서 중재로 분류된 용어들‘ ’

은 시간 간호기록지인 경우 수술명 섭취양 식사종24 , ( ,

류 투약내용 및 의 조정상태 호흡과) ( infusion pump ),

관련한 기구 설치 상태기관절개술 기관내삽관 인공호( , ,

흡기 흉관 및 처치흉부물리요법 분무기 사용 각종, ) ( , ,)

관 위관 중심정맥관 동맥관 배뇨관 정맥주사관의 교( , , , , )

환여부 체위 상태 드레싱상처 및 정맥주사 부위 위, , ( ),

생관리눈간호 구강간호 회음부간호 머리 감기기 목( , , , ,

욕 안전장치침대난간과 억제대였다 간호정보 조사지), ( ) .

에서는 입원 시 간호 및 교육 상태입원시 준비물 식사( ,

및 면회시간 배선실 사용 간호사 호출기 낙상방지 화, , , ,

재 예방 도난 방지 등과 퇴원 후 간호 계획 환자 교육, ) ,

및 간호식이 활동범위 목욕 외래 예약 투약 및 처( , , , ,

치 와 같은 용어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전과동 기) . ( )

록지에는 수술일과 수술명 치료 내용 계획된 검사라는, ,

용어가 포함되었다.

아동 중환자실의 간호학적 지식 권력2. /

계량화 객관화의 시선1) ,

간호 기록에 남겨져야 할 것은 용어를 통해 지시되‘ ’

며 이는 간호사가 사정해야 할 내용과 방법 그리고 필, ‘ ’

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간호 중재의 내용과 방법을 정한‘ ’

다 간호 사정의 용어는 간호사의 시선 을 가둔다. (gaze) .

이는 간호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

아야 하는지를 지정해 준다 그리고 이는 또 간호사들간.

의 그리고 다른 의료진들간의 구두 의사소통의 내용에도

영향을 준다.

우선 시간 간호기록지는 배당된 공간과 위치를 통24

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를 우선 순위에

두고 기록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었다 요구되는 정보의.

특성은 거의 대부분이 계량적 객관적 생리학적 자료였, ,

다 이 자료들은 인체의 해부생리학적 체계를 거의 망라.

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관찰할 것을 요하였다, .

간호정보 조사지 경우는 신체적 자료와 함께 가족 성,

장발달 정서 및 행동 상태 건강에 대한 인식 회복에, , ,

대한 기대 간호 요구 등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였다 그, .

러나 이러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지식에 배당되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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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생리학적 지식에 비해 적었다 또 기술할 수 있는.

방식이 각 항목에 해당하는 문제의 유무나 혹은 가, 3-4

지 유형혹은 정도으로 분류하게 하는 척도를 사용하거( )

나 아주 단순하게 서술할 수 있는 공간만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이러한 자료 역시 계량화하고 객관화하려는 시도

로 보였다.

전과동 간호기록지는 현 상태 진단명 전과동의( ) , , ( )

목적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지식을 요구하여 생리학적, , ,

객관적 자료가 우선시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동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간호기록지가 요구하는

간호사의 시선은 환아의 육체를 객관화하고 측정될 수,

있는 물리적 요소로 분리하며 생화학적 생리적 수준에, ,

서 판단하도록 유도했다 간호기록지는 간호사가 환아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상태를 주목하지 않아도 좋도록, ,

혹은 배제하도록 하는 효과를 보였다 대상자의 사적 질. ,

적 특성은 무시되었고 주관적 지식은 지식으로 고려되,

지 않았다 이는 인간을 생의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바라.

보고 간호 현상을 서술 설명 예측 그리고 처방할 수, , ,

있다고 보는 논리 실증주의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는 또 간호의 과학화를 위해 간호학이 몰두했었으나‘ ’ ,

그것만으로는 간호현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반성했었

던 그러한 관점이며 그리고 현재에도 임상 현장에서 지,

배적인 의학의 관점이다.

기술적동화적 돌봄2) /

아동 중환자실에서의 간호 중재내용은 투약 섭취 설, ,

치된 각종 관이나 기구들의 교환과 관리 드레싱 위생, ,

관리 안전 장치 그리고 입퇴원 시의 교육 등을 포함,

하였다 간호 기록지가 요구하는 간호중재는 신체적 상.

태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위에서 서술한 계,

량화 객관화된 시선을 통해서 본 해부학적 생리학적 생, ,

화학적 육체로서의 대상에 대해 당연하게 주어지는 간호

였다 특히 간호 정보 조사지에는 담당의사에게 보고한.

시간과 보고한 간호사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거나 간호사

가 서명한 다음에 담당의사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간호행위가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의존적이며 지시,

적이라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다.

아동 중환자실에서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

나 심리적 완화요법 등은 간호행위를 위해 필요한 지식

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아동 중환자실에서의 간호 실무.

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생화학적 상태에 관한 객관적, , ,

계량적 정보를 이끌어 내고 신체적 욕구를 충족하는 업

무에 초점을 두었다.

아동 중환자실에서의 간호 행위는 기술적(technical)

행위였다 이는 단순히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기구나 기.

계를 많이 다루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그, ,

행위가 반복적이며 과정의 예측과 통제를 지향한다,

에서 재인용는 점에서(Habermas, 1971, Kim, 2000 )

그러하다 또 아동 중환자실의 간호는 간호의 과학화가.

모토이던 시기에 지배적이었으며 임상 현장에서 여전히,

그러한 의학적 지식권력에 동화한 돌봄/ (assimilated)

양식이었다.

Ⅴ 논 의.

역사적으로 논리실증주의의 개념적 체계는 우리가 지

각해온 것과 우리가 간호학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각해왔

는가를 구조화해왔다 이는 간호학 그 자체의 정의에서. ,

간호 실무 기준의 정의에서 그리고 수용 가능한 간호,

연구를 구성하는 것의 정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은 아동중환자실의 지배적인 시선

역시 논리 실증주의의 그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

운 철학적 방법론적 입장에 근거한 이론이나 연구들이,

간호실무에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간호기록지의 용어들은 간호사들이 계량적 객관적‘ ’ , ,

인과론적 지식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용어들은 아동. ‘ ’

의 상태에 대한 계량화된 측정치예( : mg, mmHg, ml,

회 일 회 분 등의 단위를 가지는를 요구하거나cm. / , / , ) ,

유무 예 객담 물집 부종 호흡곤란 등 혹은 예 의( : , , , ) ( :

식정도 정상 졸린 상태 질문에만 반응 통증에만 반- , , ,

응 통증에 무반응 등으로 사정하도록 요구했다 객관화, ) .

는 개인의 가치 감정 지각이 측정에 관여하여서는 안, ,

되며 누가 측정하더라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같,

은 값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각종 측정치 유무. , ,

정도로 표현되는 용어들 특히 사정용어는 정상치 혹은,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비정상을 초래한 원인을 제거하,

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인과론을 함축하며,

논리 실증주의의 교리를 따른다.

간호 기록지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주로 신체적인 것이

었으며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인 지식은 배제되거나 취, , ,

급된다고 하더라도 양적인 것으로 환원되었다예 의사( ;

소통정도 원만함 곤란함 불가능 아동중환자실에서- , , ).

아동은 전일적 존재 가 아닌 분절된 신(holistic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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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가지는 각 구성요소들의 합으로 간주되었다, .

이러한 시선에 따라 간호 중재는 예를 들어 각종 튜,

브와 정맥주사 관리하는 것 도뇨 흡인 체위변경 물리, , , ,

요법 등의 신체의 관리에 집중되었다 정서적 심리적. , ,

사회적 지지는 무시되었다 간호사들이 아동중환자실에.

서 이런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님에도 그것들은

공식화되고 문서화되지 못했다 간호사들이 아기의 침상, .

에 모빌을 달아주고 아기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부드러,

운 말로 격려하며 면회시간에 부모들의 말에 귀기울이,

는 것과 같은 행위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록될 수 없,

는 지식이었다.

환자에 대한 생화학적 그리고 생리적 수준에 대한 간

호사의 지식이 증가하는 것은 간호사가 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지식은 의미 있는 간호사 환. ‘ ’ -

자 관계의 발달을 위해 권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간호의,

본질적인 역할에 관계된 간호사의 권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지식으로 간주되(Henderson, 1994).

고 있는 것을 수용하여 용인된 관점 에(received view)

동화하는 것 의학적 규준에 동화하는 것은 진정한 간호,

학적 지식권력이 될 수 없다/ .

는 돌봄을 문제해결전략과 동의어로 여기Pitts(1985)

며 객관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기술적인 업무를 강조하,

는 실증주의적 모델은 사실과 가치가 분리 불가능한 인

간을 간호하는 매일의 실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문제해결을 중심에 두는 도구적 행위로써 간.

호과정은 측정 가능한 결과에 근거한 일련의 사정 진, ,

단 계획 적용 그리고 평가라는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 .

인지적 관심의 목적은 통제와 예측 가능성이기 때문에

간호에 내재적인 실무적 의문사항을 적절하게 언급할 가

능성을 허용하지 않는다(Hiraki, 1992).

현상학적 해석학적 접근법을 간호학에 도입하자고 주

장한 것은 간호나 간호학의 목적이 예측과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이해하는 것, ,

을 통해 더 나은 실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 때문이

었다 그러나 이 접근법 역시 분석적 경험주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사회적 실천으로부터,

그들을 개입시키지 않는 공정한 중립적인 관찰자의 가능

성과 바람직함을 인정하고 있다 예측과(Allen, 1985).

통제가 중심이 되는 간호 실무에서 있는 그대로라는 인‘ ’

식론적 입장을 위배하지 않고 간호중재대상자의 상태, (

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 접근법에서 나온.

연구 결과나 이론이 전문직 실무에서 의미 있는 지식이

되거나 실무를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

이다.

간호 현상과 대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면서도 변

혁적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숙고에서

간호학이 선택한 것은 여성주의혹은 여성주의의 한 유(

파 의 비판 사회이론 그리고 의), Habermas , Foucault

담론이론을 새롭게 검토하는 것이었다(Allen, 1985;

Allen, Benner & Dickelmann, 1986; Bunting &

Campbell, 1990; Campbell & Bunting, 1991;

Dickson, 1990; Doering, 1992; Dzurec, 1989;

Hall, 1999; Kim, 2000; MacPherson, 1983;

이McCormick & Roussy, 1997; Rafael, 1996).

세 가지 이론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

지만 평등 해방 그리고혹은 자유라는 개념은 공유한, , , /

다 문제는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간호학의 현장의 지.

식 권력으로 구체화하고 실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입장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간호 실무,

를 수행하고자 하면 간호를 수행하는 과정과 간호교육,

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간호 실무에서 많.

은 간호사들은 학교에서 배운 간호과정이라는 개념을 가

지고 수행해왔으며 현재도 간호과정은 간호학 교과과정,

의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간호과정이 가진 실증주의.

적 틀을 깨지 않으면 대상자를 계량화하고 객관화하며, , ,

이에 따른 기술적 동화적 돌봄을 제공하는 실무의 관행,

은 지속될 것이다.

새로운 철학적 방법론적 입장이 더 나은 간호 수행에

적절한 것이라면 이 입장에 근거한 새로운 간호과정이,

고안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

대상자의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야 한다 어쩌면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라고 하는. , , , ,

각 단계를 재명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각각의 단계에서의 지침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간호기록이 간호사의 시선을 결정하고 간호수행내용을,

지시하며 간호 행위의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간호사는 아동중환자실에서 평등 해방 그리고, ,

혹은 자유라는 개념을 간호 기록지에 문서화할 수 있어/

야 한다 또 문서화 과정에서 간호사들은 다른 의료진들.

에게 그것이 가치 있는 기록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임,

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무에서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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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론적 실천과는 다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장에서, ,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실무의 변화는 보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이다, , .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의 성과가 간호

실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아동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간호 기록 간호 실,

무의 담론을 분석하여 간호학 실무에서 인정되는 지식, ,

기록되고 소통되는 지식의 유형을 알아내고 그 지식이 근,

거하는 철학적 방법론적 입장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자료는 개 병원의 아동 중환자실에서 사4

용되는 간호 기록지 종류 시간 기록지 간호정보 조3 (24 ,

사지 전과전동 간호 기록지 총 장이었다 텍스트, ) 13 .

분석의 단위는 기록지의 용어였으며 이 용어들은 일반‘ ’ , ‘

적 정보 사정 중재라는 범주로 나누어졌다’, ‘ ’, ‘ ’ ..

다음 단계에서 지식권력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개/

념적 주제는 계량화 객관화의 시선과 기술적동화적‘ , ’ ‘ /

돌봄이었다 이러한 주제는 이제까지 임상 실무를 지배’ .

해온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세한 인과론적 객관주의,

적 논리 실증주의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또 생의학적, ,

모델의 환원주의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간호의.

과학화를 위해 선택한 시선이었으며 충분하거나 적절하,

지 못하다고 반성한 그러한 시선이었다.

지난 여년간 우리는 분석적 경험주의에 저항하기20

위해 다양한 철학적 방법론적 입장에서 간호학적 지식, /

권력을 확보하려 애써왔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이론.

과 연구에서의 이러한 노력이 간호 실무의 지식으로 취

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논리 실증주의는 여전히.

견고하고 생의학적 모델은 완고하게 임상 현장을 지키,

고 있다 이것은 빌려온 이론 용인된 관점. , (received

에서 얻어진 지식은 우리에게 권력을 주나 그것은view) ,

지배적 의학적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

을 확인시켜준다 또 간호학의 대상과 현상을 있는 그대.

로 서술하고 이해하고자 했던 시도는 간호 실무에서 변

화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간호학이 또 다른 입장들여성주의의( ,

의 비판 사회이론 그리고 의 담론Habermas , Foucault

이론 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 입장들은 다른 가정) .

을 가지나 평등 해방 그리고혹은 자(assumptions) , , , /

유라는 개념은 공유한다 문제는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

게 간호학적 지식권력으로써 실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천과정 즉 간호과정의 혁신이 필요,

하다 현재 간호과정의 실증주의적 틀을 깨지 않으면 간.

호실무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간호과정은 재.

명명을 필요로 할 수도 있으며 완전히 달라진 틀을 요,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간호 행위를 지시하고 이 행. ,

위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 간호기록이라면 간호기,

록지에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정해지는 용어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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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Knowledge/power, Discourse

analysis, Nursing record,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Nursing Knowledge/Power and

Practice in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Lee Eun Joo*Hong Kyung J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what

influences the divergent methodological resear-

ches have brought the nursing practice in during

the past 3 decades. The nursing record sheets

ie, the nursing discourses were analyzed to

know the knowledges that were recorded,

accepted and communicated in nursing practice

at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s, and unclosed

the philosophical and methodological position of

that knowledges.

The texts were 13 sheets, 3 kinds of nursing

record(7 24hours flow charts, 4 nursing

information record sheets and 2 transfer record

sheets) used at 4 hospitals. The unit of analysis

was 'word'. First, all words of the sheets were

listed up, clustered into categories based on

their contents. And then, the larger conceptual

themes were drawn to elucidate the effect of the

knowledge/power and the philosophical and

methodological position of that knowledges. To

enhanced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the data

*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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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nalyzed by two researchers.

The 'words' were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general information', 'assessment' and 'inter-

vention'. The conceptual themes of the texts

were 'the gaze for quantification and

objectification' and 'technical/assimilated caring'.

This themes reflected the logic positivistic and

biomedical view that had dominated at clinical

practice.

Nursing has endeavored to resist the logic-

positivistic knowledge/power and to established

the nursing knowledge/power based on multiple

philosophies and methodologies, especially

phenomenological-interpretative. But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such efforts in

nursing theory and research couldn't influenced

the knowledge of practice. Logic positivism was

yet so strong and the biomedical model yet

dominated in the clinical practice. It identified

that the borrowed theory and the knowledge

from the received view gave nursing the power.

But they were modalities that reinforced the

dominant, medical power.

Nursing has investigate the other positions

(feminism, Habermas' critical social theory and

Foucault's discourse theory). This positions

suggest different assumptions but share the

common concepts; equality, emancipation and

freedom. The important point is how make these

concepts the practical for nursing knowledge/

power in practice. We must recognize that the

praxis at clinical setting take place at the field

unlike theoretical praxis. The change of clinical

practice is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