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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 아동은 신체적 발육의 속도는 영유아에 비해 완만

하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심리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

서도 현저한 발달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이 때 발생하는 질병.

과 치료로 인한 어려움은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에 방해

가 될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장애나 생명의 위기를 맞을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여 침체되고 소극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자신.

의 건강상태를 지각하고 건강행위를 스스로 배우고 조절할

수 있는 반면이진희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지가 없는( , 1988),

상태에서 겪는 입원 생활은 염려와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더

욱 가중시켜서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적응은 인간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내외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구조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입원생활의 적응은(Boland, Murry, Nolan & Grohar, 1973),

병원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며 긍정적으로

대인관계에 참여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은 적응 수준은 반응에 영향을 주는 수 많. Pollock(1989)

은 내외적 인자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정의 결과로 수립

된다고 하였다 아동의 질병에 대한 인지와 입원생활의 적응.

과정은 삶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Weekes &

입원생활과 질병과정의 경험을 보다 긍정적으Kagan, 1994).

로 하는 것은 아동의 질병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병

원 환경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아동의 성장발달과 삶의 질

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이 질병과 입.

원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아동 병동의 간호사는 아동의 입원에 따른,

정서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사정하고 아동의 이전의 역할과

일상생활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간호중재를 해

야 한다.

지금까지 입원아동과 적응에 대한 연구는 암 환아를 대상

으로 전나영 이 질병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2002)

한 연구가 있고 만성질환아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심, ,

리적 적응 정도김연희 심현옥 한미라 를( , 1998; , 1998; , 1996)

관찰한 서술적 조사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는 암이나 만성질.

환과 같은 특정 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급성질환

이나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입원한 아동을 포함하거나 입원

생활 적응을 위한 간호 중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아동.

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중재 연구를 메타분석한 김은주와 조

경미 는 아동 대상의 간호중재 연구가 성인 대상의 연구(2000)

의 분의 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적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10 1 ,

으로 한 연구는 편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검사와 처치에 대6

한 불안과 공포 감소를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의 인지적 중재

송지호 한정석 에 한정되어있다고 보고하였다( , 1990; , 1983) .

그러나 질병적응이 신체증상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 외에 대,

응전략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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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때전나영 아동을 지지하고 대응전략을 개발하( , 2002)

며 아동의 행동변화나 태도변화를 통한 자아존중감의 증진으

로 적응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최자윤 의 간호중재 프로토콜 개발에 관한 연구는(2000, 2002)

소아암 환아에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아동은 자신이 처한 상황.

에 대한 판단과 대처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심각

한 정서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뿐 아니라 입원하는 아

동의 이상은 응급상황으로 갑자기 입원하기 때문에 낯선80%

환경을 더욱 위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LeVieux-Anglin &

그러므로 입원을 경험하Sawyer, 1993; Poster & Betz, 1984).

는 급만성 질환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적응에 대한 연

구가 매우 필요하며 아동의 특성에 따른 입원생활 적응 정도

를 사정하고 발견된 문제를 통해 적극적인 간호를 할 수 있,

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학령

기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보는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령기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원생활 적응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입원생활 적응 정도와 각 하부영역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대상자는 부산시내 개 대학병원 침상 이상의 소아병동2 , 50

을 가지고 있는 개 준종합병원 서울시내 개 대학병원에 입3 , 2

원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만 세에서 세의 아동으로서 아6 12

동과 보호자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명189

이었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2003 6 15 7 14

까지였다 먼저 연구자가 임의 선정한 개 병원에 자료수집협. 7

조에 관한 공문을 보내 협조를 얻었으며 소아과 병동의 수간,

호사로부터 학령기 입원 아동의 명단을 제공받았다 본 연구.

자에 의해 개발된 질문지를 직접 들고 병실을 방문하여 환아

의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

하기로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아동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았고 입,

원생활 적응에 대한 설문 도구는 연구자가 문항을 읽어주거

나 아동이 직접 읽고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와 질문지 작성과 면접법에 대해 연

구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간호학과 학생 명이 실시하였다 배3 .

부한 총 부의 질문지 중 불완전하다고 판단된 부를 제외189 3

하고 총 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186 .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입원생활 적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측

정 도구는 등에 의해 개발된 암에Hockenberry-Eaton(1994)

대한 적응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일차적으로 년 월 일2003 4 1

부터 월 일까지 학령기 입원아동 명을 대상으로 질병적5 20 37

응과 관련된 예비조사를 하였다오진아 그 결과를 바( , 2003).

탕으로 입원생활 적응과 관련된 가지의 속성을 파악하였으5

며 소아과 간호사들과의 면담 내용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여 총 문항의 입원생활 적응 측정도구 예비문항을 작성30

하였다.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간호학 교수 인 아3 ,

동간호학 전공 박사과정생 인 아동 병원의 수간호사 인에2 , 1

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를 가지고 각 문항.

에 대한 내용 타당도계수 를(Index of Content Validity: CVI)

산출하여 타당도 계수가 이상인 문항을 선정한 후 문항의70%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총 개 영역 문항. 5 28

의 질문지를 최종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하위 영역은,

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응 전‘ ’, ‘ ’, ‘

략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이다 각 문항들의 항목당 점’, ‘ ’, ‘ ’ .

수를 전혀 그렇지 않다 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점 그저‘ ’ 1 , ‘ ’ 2 , ‘

그렇다 점 대체로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점의’ 3 . ‘ ’ 4 , ‘ ’ 5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역산하고 측정된 점수가 높,

을수록 병원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도.

구의 신뢰도 계수 값은 이었다Chronbach alpha .67 .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으SPSS

며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일반적 특성 및 입원생활 적응수준은 빈도 백분,∙

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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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원생활 적응수준의 차이는∙

로 비교분석하였다t-test, ANOVA .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정도와 각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로 검정하였다Pearson Correlation .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이 된 입원한 학령기 아동은 총 명이었다186 .

남아 명 여아 명 이었고 만 세 아동이101 (54.3%), 85 (45.7%) 10

명 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가족36 (19.4%) . 145

확대가족이 가족 이었는데 한 가족은 이혼(78.0%), 41 (22.0%) ,

가족으로 어머니가 없었다 명 의 아동이 형제가 있. 157 (84.4%)

었으며 그 중 명 의 아동이 손위 형제가 있었다 종, 82 (44.1%) .

교는 불교가 명 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무교 천주73 (39.2%) , , ,

교 기타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나이는 세 세의 범위로, . 33 ~54

평균 세 어머니의 나이는 세 세의 범위로 평균41.3 , 30 ~52 38.5

세였으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명 대졸 이, 85 (45.7%),

상이 명 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101 (54.3%) , 122

명 대졸 이상이 명 이었다 가족 월수입은(65.6%), 63 (33.9%) .

만원 이하가 가족 만원 이상이 가족200 82 (44.1%), 201 104

이었다 표(55.9%) < 1>.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정보로는 호흡기계 질환이 명40

으로 가장 많았고 열성질환 위장관계 질환 근골격계(21.5%) , , ,

질환 순서였으며 백혈병을 비롯한 종양 환아가 명, 20 (10.8%),

신부전 당뇨 등을 포함한 기타 만성질환이 명이었, 29(15.6%)

다 병원에 처음 입원하는 아동이 명 입원경험이. 108 (58.1%),

있는 아동이 명 이었는데 그 중 명 은 회78 (41.9%) , 25 (13.4%) 5

이상 입원경험이 있었다 입원일수는 일 이하가 명. 6 117

이었으며 주일 이상이 명 개월 이상이(63.0%) , 1 55 (29.5%), 1 14

명 이었다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7.5%) . 141(75.8%)

로 전업주부가 명 이었던 보고에 의하면 직장생활, 125 (67.2%)

과 아동양육을 겸하는 어머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입원으로 병원에서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

는 명 으로 증가하였다 표157 (84.3%) < 2>.

표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정보< 2> N=186
관련된 정보 실수 백분율(%)

질병 형태

호흡기계
위장관계
근골격계
열성질환
종양
기타 만성질환

40

32

29

36

20

29

21.5

17.2

15.6

19.4

10.8

15.6

입원경험회( )

1

2~4

5~9

이상10

108

53

15

10

58.1

28.5

8.0

5.4

입원 일수일( )

1~6

7~29

이상30

117

55

14

63.0

29.5

7.5

주양육자

어머니
할머니
친척
가사 도우미

141

29

14

2

75.8

15.6

7.6

1.1

병원에서 아동을
돌보는 자

어머니
할머니
친척
기타

157

21

4

4

84.3

11.3

2.2

2.2

입원생활 적응정도
전체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 점수는 최소 점 최대 점57 , 127

으로 평균 점표준편차 이며 평균평점은 점으91.75 ( ±11.22) 3.27

로 중간점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입원생활에 적응하는

표 학령기 입원 아동과 가족의 일반적 특성< 1> N=186
일반적 특성 실수 백분율(%)

성별
여아
남아

85

101

45.7

54.3

나이만 세( )–

6

7

8

9

10

11

12

12

26

29

32

36

30

21

6.5

14.0

15.6

17.2

19.4

16.4

11.3

가족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145

41

78.0

22.0

형제 유무
있슴
없슴

157

29

84.4

15.6

출생 순위
첫째
둘째
셋째

104

71

11

55.9

38.2

5.9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슴

48

6

73

3

56

25.8

3.2

39.2

1.6

30.1

아버지 학력
대졸 이상
고졸 이하

101

85

54.3

45.7

어머니 학력
대졸 이상
고졸 이하

63

122

33.9

65.6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미취업

60

125

32.3

67.2

가족 월수입원( )

이하100

101~200

201~300

301~400

이상401

12

70

68

19

17

6.5

37.6

36.6

10.2

9.1



오 진 아

402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9(4), 2003 10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로 알아보면 사회적 지지가. ,

평균평점 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점 질병3.84 , 3.55 ,

에 대한 스트레스의 역산된 점수가 점 입원에 대한 스트3.29 ,

레스의 역산된 점수가 점 대응 전략이 점 순이었다2.88 , 2.16 .

대상 아동의 입원 생활 적응 정도를 각 문항별로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하위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영역에서 나는 병원에 입원하니까 심심하고 외롭다의 문항이‘ ’

역산된 점수로 평점 점인데 이는 질병적응점수가 낮아 이2.7 ,

문항과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나는 걱정이 된다‘ ’

는 문항이 역산된 점수로 평점 점으로 질병적응점수가 가2.8

장 낮았고 병에 대한 정보의 부족 학교에 대한 걱정의 순으, ,

로 질병적응점수가 낮았다 대응전략 영역은 모든 문항에서.

평점이 점 이하로 하위영역 중에서 질병적응정도가 가장2.6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원생활 적응정도의 차이

학령기 아동의 성별 나이 가족형태 형제의 유무 출생순, , , ,

위 종교 부모의 학력 취업유무 경제력에 대해서는 아동의, , , ,

입원생활 적응에 차이가 없었고 아동의 질병과 관련하여 입,

원경험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는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에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입원 일수 질병 형태. , (t=3.526, p=.001),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일(F=3.907, p=.002) ,

수가 주일 미만의 아동은 주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아동에1 1

비해 입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질.

병형태로는 열성질환 위장관계 질환 호흡기계질환 기타 만, , ,

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종양의 순으로 입원생활에 적응을 잘, ,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하위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입원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여아,

가 남아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어 보다 입원(t=2.023, p=.045)

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 질병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질병스트레스 영역에서는 핵가족과 대가족의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어 핵가족의 아동이(t=2.801, p=.006)

질병 스트레스가 적어 질병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전략은 입원 경험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

표 문항 별 입원생활 적응 정도< 3> N=186
영 역 문 항 평균 표준편차(± )

영역별 평균평점

평균 표준편차(± )

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나는 병원에서 잘 씻거나 닦지 않는다.

나는 입원해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한다.

나는 아프기 전처럼 활동하지 못한다.

나는 병원에 입원하니까 심심하고 외롭다.

3.0(±1.16)

2.9(±1.39)

2.9(±1.39)

2.7(±1.34)

2.88

11.53(±3.14)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

나의 병 때문에 내 모습이 변한 것 같다.

나는 주사를 잘 못 맞는다.

나의 병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나는 학교에 결석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다.

나는 공부가 뒤쳐질까 봐 걱정이다.

나의 병에 대한 치료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검사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

나의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나는 걱정이 된다.

3.9(±1.23)

3.6(±1.24)

3.4(±1.17)

3.3(±1.38)

3.2(±1.43)

3.2(±1.35)

3.0(±1.35)

2.8(±1.34)

3.29

26.37(±4.76)

대응 전략

나와 재미난 놀이를 같이 할 친구가 있다.

나는 병원 놀이방에서 놀거나 게임을 한다.

나는 아프거나 힘들 때 기도를 한다.

나는 아프거나 슬플 때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다.

나는 슬플 때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는다.

2.6(±1.47)

2.4(±1.32)

2.3(±1.40)

1.8(±1.16)

1.7(±1.09)

2.16

10.82(±3.69)

사회적 지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를 잘 치료해 줄 것이다.

나의 고민이나 비밀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

4.1(±1.01)

3.9(±1.04)

3.8(±1.29)

3.7(±1.14)

3.6(±1.09)

3.84

19.20(±3.43)

자아 존중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나의 미래는 밝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병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곰곰이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다.

4.0(±1.15)

3.9(±1.08)

3.8(±1.10)

3.2(±1.27)

3.2(±1.14)

3.1(±1.20)

3.55

21.30(±4.31)

입원생활 적응
정도

전 체 91.75(±11.22)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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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입원경험이 있는 아동이 없는 아동에 비(t=-2.249, p=.026),

해 대응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여 입원생활에 적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입원일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반적. ,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입원 일수가 주일, 1

이하인 아동이 주일 이상인 장기입원의 아동보다 입원생활1

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응전략 영역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질병형태는 각 하위영역에서 입.

원생활 적응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나 공통적으로 종양

환아의 평균평점이 가장 낮았다 질병형태에 따른 자아존중감.

의 차이는 없었다 표< 4>.

병원생활 적응과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
입원생활적응은 가지 하위 영역과 유의수준 이하의5 0.005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각 하위영역에 대해서는 입원스.

트레스는 질병스트레스와 순상관관계가 있으나 대응전략 사,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원생활 적응 정도의 차이< 4> N=186
일반적 특성

입원생활적응 입원스트레스 질병스트레스 대응 전략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M(±SD) M(±SD) M(±SD) M(±SD) M(±SD) M(±SD)

성별

여자
남자

92.67(±10.72)

90.98(±11.62)

t=1.024

p=.307

12.04(±3.10)

11.11(±3.12)

t=2.023

p=.045 *

25.89(±4.77)

26.79(±4.73)

t=-1.335

p=.183

10.91(±4.09)

10.74(±3.33)

t=.295

p=.769

19.72(±3.16)

18.76(±3.59)

t=1.907

p=.058

21.48(±4.20)

21.15(±4.41)

t=.525

p=.600

가족형태

핵가족
대가족

92.08(±10.99)

90.59(±12.06)

t=.754

p=.452

11.76(±3.13)

10.73(±3.05)

t=1.863

p=.604

26.88(±4.55)

24.56(±5.08)

t=2.801

p=.006 **

10.54(±3.67)

11.78(±3.65)

t=-1.906

p=.058

19.26(±3.37)

18.98(±3.64)

t=.471

p=.638

21.21(±4.30)

21.63(±4.39)

t=-.559

p=.577

입원경험

없슴
있음

91.89(±11.50)

91.56(±10.90)

t=.194

p=.846

11.86(±3.22)

11.08(±2.98)

t=1.691

p=.093

26.75(±4.46)

25.83(±5.13)

t=1.299

p=.196

10.31(±3.41)

11.58(±3.96)

t=-2.249

p=.026 *

19.16(±3.31)

19.26(±3.61)

t=-.194

p=.846

21.45(±4.60)

21.09(±3.90)

t=.567

p=.571

입원일수

일1~6

일 이상7

93.91(±11.42)

88.09(±9.91)

t=3.526

p=.001 **

12.02(±3.21)

10.71(±2.85)

t=2.795

P=.004 ***

27.02(±4.63)

25.26(±4.81)

t=2.465

P=.015 *

10.86(±)

10.74(±)

t=.221

p=.825

19.73(±3.55)

18.30(±3.02)

t=2.902

P=.006 **

21.90(±4.33)

20.29(±4.11)

t=2.491

P=.014 *

질병형태

호흡기계
위장관계
근골격계
열성질환
종양
기타
만성질환

93.05(±10.38)

93.75(±10.31)

89.72(±7.65)

94.92(±11.81)

82.80(±12.86)

92.03(±11.72)

F=3.907

P=.002 *

12.45(±2.84)

11.38(±3.02)

11.93(±2.69)

12.39(±3.20)

8.60(±2.58)

11.00(±3.22)

F=5.617

P=.000 ***

27.60(±4.38)

27.63(±4.32)

27.48(±3.12)

26.22(±4.84)

22.15(±5.54)

25.24(±4.80)

F=5.335

P=.000 ***

10.20(±2.92)

10.28(±4.10)

9.21(±2.76)

11.39(±4.17)

11.85(±2.28)

12.45(±4.38)

F=3.271

P=.007 **

19.02(±3.37)

19.84(±2.97)

18.34(±3.20)

20.19(±3.94)

17.40(±3.36)

19.59(±3.11)

F=2.486

P=.033 *

21.40(±)

22.16(±)

20.62(±)

22.31(±)

19.15(±)

21.14(±)

F=1.836

P=.571

*p<0.05 ** p<0.01 ***p<.005

표 입원생활 적응 정도와 각 하위 영역간의 상관관계< 5> N=186
입원생활적응 입원스트레스 질병스트레스 대응전략 사회적지지

입원스트레스
r=.380

p=.000 ***

질병스트레스
r=.508

p=.000 ***

r= .304

p= .000 ***

대응전략
r=.486

p=.000 ***

r=-.060

p= .414

r=-.149

p= .043 *

사회적지지
r=.667

p=.000 ***

r= .016

p= .826

r= .017

p= .817

r=.274

p=.000 ***

자아존중감
r=.787

p=.000 ***

r= .067

p= .362

r= .177

p= .015 *

r=.327

p=.000 ***

r=.625

p=.000 ***

*p<0.05 ** p<0.01 ***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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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영역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

특히 대응전략은 질병스트레스와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대응전략을 잘(r=-.149, p<.05),

사용하며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응전략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논 의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 정도는 평균평

점 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비교적 입원생활3.27

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생활 적응을 가. 5

지 하위 영역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지지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자아존중감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 입원에 대한 스, ,

트레스 대응전략의 순이었다 학령기 아동은 타인에게 인정, .

받기를 원하는 동시에 타인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인지적 발

달단계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가(Miller, 2001). ,

족과 또래 집단간의 교류와 지원은 인적 지지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는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에 있어서 중요,

한 자원이라고 할 때 본 연구에서 평소에 아동을 돌보는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명이었다가 입원 후에75.8%(141 )

아동을 주로 돌보는 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명으로84.3%(157 )

증가한 것을 보면 아동의 입원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돌보는

역할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정기적인 학교 출석. ,

으로 학습을 위한 기회가 부족하고 학우들과의 상호작용이

저하될 수 있는 만성질환 아동을 위하여 학교와 병원의 긴밀

한 연계와 원격 학습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의 영역은 평균평점 점으로 높았는데 자아3.55 ,

에 대한 개념은 유아기에 이미 형성되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더욱 자발적이게 되는 것은 학령기라고 할 수 있다 질병 스.

트레스 영역을 보면 병에 대한 치료가 언제 끝날지 검사를,

왜 해야하는지 모른다는 문항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종 검사와 처치 질병과정 등에 대한 정. ,

보제공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은 질.

병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입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환경은 아동으로 하여금 선택의 기.

회 감소 친숙하지 못한 환경 탐구 시간의 결핍 놀이의 결핍, , ,

과 같은 통제감의 상실과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균형을 유지,

시켜 주었던 일상생활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심리적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는 정서적 안정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응이 신체적으로 표출되어 결국 질병치료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악순환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짧

은 기간의 입원이라도 오랫동안 부정적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입원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Rutter, 1990).

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대응전략의. ,

영역이 평균평점 점으로 가장 낮은 정도를 보였는데 이2.16 ,

는 연구자의 인터뷰에 응한 임상 간호사들도 아동이 입원 생

활함에 있어 어려운 점을 무료함 심심함으로 이야기하여 아,

동이 병원 내에서도 놀이를 비롯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

는 대응전략의 개발을 제언하고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입원생활 적응정도의 차이는

거의 없었는데 이것은 아동은 성별 나이 가족형태 경제력, , , ,

등의 환경과 질환 형태에 상관없이 각종 검사와 처치에 대해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대처하며 이전의 입원 경험,

은 이러한 두려움의 강도나 빈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다는 강희경 등 의 설명과 일치한다 하위 영역에 따른(2000) .

일반적 특성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질병 적

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오진아( ,

와 같은 결과이며 남아가 여아보다 질병적응을 더 잘 할2003)

것이라는 강희경 등 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2000) .

결과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나 환경에 대한 적응 정

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규

명하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입원일수는. ,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는데 입원 일수가 주일 미만인 아동이 주일 이상의 장, 1 1

기입원 아동보다 입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대응전략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오. ,

히려 입원 경험이 있는 아동이 없는 아동에 비해 대응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여 입원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 상황으로 예측하지 못한 입원을(t=-2.249, p=.026).

경험하는 급성 질환 아동에 비해 입원 경험과 입원일수가 오

래된 만성 질환 아동이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스트레스에

대응할 전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병형태는 각 하위영역에서 입원생활 적응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나 공통적으로 종양 환아의 평균평점이 가장

낮았다 급성질환의 아동은 일시적인 질병임을 인지함으로써.

만성질환아동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요소가 많으나 만성질환 아동은 반복되는 검사와 치료 잦은, ,

입원 등으로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이 쉽게 치료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래 집단과의 관계 등에도 자신감을 잃게 됨으로

써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등이 최소한 년의 완해요법을Koocher(1980) 1

받은 암 환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암 환아는 자아존중

감이 낮으며 우울하고 불안감이 높아 사회 심리적 문제가 있

음을 보고한 결과로도 알 수 있다 질병형태에 따른 자아존중.

감의 차이는 없었는데 이는 만성질환아동이 급성질환 아동보,

다 자아존중감이 낮았던 연구들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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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전나영( , 2002).

입원생활 적응은 각 하위영역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고

각 하위 영역의 상관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입원(p<.01), .

스트레스는 질병스트레스와 순상관관계가 있으나 대응전략,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영역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

다 입원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이나 다른 요인들과.

는 상호 연관성이 없는 독특한 분야로 입원과 관련된 스트레

스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은 절실하다 대응전략의 영.

역은 질병스트레스와 역상관관계 사회적 지지(r=-.149, p<.05),

와 자아존중감 은 상관관계가 있(r=.274, p<.01) (r=.327, p<.01)

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매우 유의,

한 상관관계 가 있었다 암환아를 대상으로 질병(r=.625, p<.01) .

적응 요인분석을 한 전나영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2002)

적 지지가 대응전략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사회적 지,

지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질,

병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질병에 대한 스트레.

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자아존,

중감과 질병 스트레스가 상관관계 가 있다는 결(r=.177, p<.05)

과와도 일치한다.

다양한 스트레스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심리적으로 건강

하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

를 경험하는 아동이 있는데(Karian, Jankowski & Beal, 1998),

이는 아동이 질병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만 이러한 어려

운 경험을 통하여 자아가 강해지고 삶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

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는 암 환. Beardslee(1989)

아와 정신질환아를 대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

해와 가치에 대한 확신이 깊어질수록 자신감과 안정감이 생

기며 타인이나 자신을 수용하게 되고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으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진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은 명의 암환아를 대상으로. , Novakovic(1996) 85

개방적 질문을 통해 알아본 암에 대한 경험에 의하면 어떤,

대상자는 암진단과 치료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

내는 자신을 바라볼 때 자랑스럽고 가치가 있어 보이며 오히

려 부끄러움 등의 소극적인 예전의 성격을 고칠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아동의 경험은 질병의 경과와 예.

후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아동간호사는 아동의 성장발달,

단계와 질병의 특성과 기질적 성향을 모두 고려하여 질병과

정과 입원이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보.

통 급성질환 아동은 건강하게 되어 퇴원하는데 이 기간동안,

간호사는 아동의 변화를 관찰하고 고통과 불편감의 해소에

힘써야 함은 물론 건강의 중요성을 아동이 배울 수 있고 자,

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성질환 아동을 간.

호할 때에는 아동의 발달수준과 가족 역동이 고려되어야 한

다 입원 기간동안에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동시에.

입원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이 되어야 하고 퇴원 후에도 아동,

과 부모가 질병에 대해 자가간호를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

어야 한다강희경 외 그래서 만성질환 아동을 간호할( , 2000).

때에는 아동의 발달수준과 가족 역동이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급만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입원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입원생

활 적응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개 병원 소. 7

아병동에 입원한 아동 명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186 , 2003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은 아동이 설문6 15 7 14 .

지에 스스로 응답하게 하였고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는 환아 보호자에게 질문하여 응답을 받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입원생활 적응은 평점 점으로 보통보다 높은3.27∙

정도의 질병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영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질병 스트레스 입원, , ,

스트레스 대응전략의 순으로 질병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원생활 적응정도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살펴보면 입원일수, (t=3.526,

가 일 이하로 단기입원일수록 적응을 잘하고 질p=.001) 6 ,

병형태 는 열성질환 위장관계 질환 호흡(F=3.907, p=.002) , ,

기계 질환 기타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종양의 순으로, , ,

질병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에 따른 일.

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입원 스트레스에 대해 여아가 남아,

보다 질병 스트레스에 대해 핵가족의 아(t=2.023, p=.045),

동이 대가족의 아동보다 대응전략은 입원(t=2.801, p=.006),

경험이 있는 아동 이 처음 입원하는 아동(t=-2.249, p=.026)

보다 질병적응의 정도가 높았다.

입원생활 적응과 하위영역 간에는 순상관관계가 있다 특.∙

히 입원 스트레스와 질병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순상관관,

계가 있고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강한 순상관관계,

가 있었으며 대응전략과 질병스트레스는 역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은 대체로 질병적응을 잘 하는 편이나 대응전

략 영역 점수가 중간 이하인 결과에 대해 변화된 병원 환경

내에서 놀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중재할 대응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종양 환아와 만성질환 아동이 자신의.

질병과 치료과정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지하고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아동을 돌보는 간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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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아동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이에 적합한 간호중재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간호사는 가족 전체를 간호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입원생활을 통해 아

동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발전에 도움을 주는 성숙한 경험

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 정도를 사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만성질환 아동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

환아의 사회적 지지증강을 위하여 병원 뿐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 중심의 간호중재 개발이 요구되고 스트레,

스 상황시 활용가능한 대응전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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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J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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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Purpose: The study was done to identify adjustment to hospital life of school aged children. This research was

designed as a descriptive study. Method: A convenience sample of 186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children,

6~12 years old. The instrument in this study were developed by researcher and constructed to include 5 sub

categories about adjustment to hospital life. They ask children to rate each item on 5 Likert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 Program. Result: The mean average score of adjustment to hospital life was

91.75(SD±11.22); the social support revealed the highest value, followed by self-esteem, stress on disease, stress on

hospitalization, and defense strategies. There was differences on bibliographic data; hospital date, disease type. The

relationship between adjustment and sub categories was significant, especially in the stress on hospitalization and

disease,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rategies and stress on diseases was

reversed.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pediatric nurses need to be aware of the adjustment to hospital

life. A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may be useful and critical for hospitalized school aged

children.

Key words : Adjustment, School ag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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