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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 아동은 영유아에 비해 신체적 발육의 속도는 완만

하며 심리 정서적 인지적 발달은 빠르고 증가되는 것이 특, ,

징이다 그러므로 이 때 발생하는 질(Whaley & Wong, 2003).

병은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장애나 생명의 위기 뿐 아니라

분리불안 우울감 지루함 희망 없음 무기력함 자존감 저하, , , , , ,

역할 긴장 등의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Vessay, 2003).

특히 입원으로 침상 안정이 요구될수록 활동하려는 내적 충,

동이 커져서 환아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질병상의 문제보다

는 비현실적인 상상력의 증가로 공포가 생기기도 하며 우울,

과 불안 반응이 더욱 커진다이자형 등 또한 신체가( , 2003).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가 조정하고 통

제한다는 통제감의 상실을 경험한다강희경 외 이러한( , 2000).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 혹은 극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대처하

지 못하면 아동은 병원에 있는 동안 수많은 스트레스 수준

에 놓이게 되고 이는 다시 신체적으로 표출되며, (Weeks &

대인관계에서 신뢰감을 갖기 어렵고 자신에게Kagan, 1994),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이경일 정명수 정진영( , , ,

그러므로 아동이 불안을 극복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2003).

인 자아개념을 갖게 하는 것은 입원 아동에게 매우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 자아개념의 평

가적 측면이다 즉 자신이 중요하고 유능하며 성공적이고 가. ,

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가치관의 판단을 의미한

다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중요한(Coopersmith, 1981).

이유는 자신의 존재를 가치있게 생각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

는 것을 주장할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장

래의 행복과 성공을 좌우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Brandon,

특히 입원 아동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1992).

하고 확신하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보호적인 요인이 되어 사회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학령기 입원 아동에게 긍(Rutter, 1990).

정적인 지각체계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아동의 일상에

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적응할 수 있도

록 능력을 길러주는 효과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현(

지와 이영환, 1999).

당뇨 환아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심현옥 에(1998)

의하면 환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가간호 수행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역경에 직면한 아동의.

중요한 자원이 되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어떤 아동은 다양한 스트레스.

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심리적으로 건강하며 어려운 상황

을 극복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도 보고되

었다 이것은 아동이 질병으(Karian, Jankowski & Beal, 1998).

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만 어려운 경험을 통하여 자아가 강

해지고 삶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나영 에 의하면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 (2002)

는 신체증상과 자아존중감에 자아존중감은 신체 증상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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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뿐 아니라 자

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입원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이란 아동이 입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발

전에 도움이 되도록 입원 경험을 성숙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오진아 자아존중감 증진은 인성 도덕 정의를 강( , 2004). , ,

조하는 교육의 이념과도 연결된다 이에 교육학자들은 자아존.

중감을 포함한 태도의 변화를 위해 의 학습이론을 제시Gagné

하였다조영남 의 학습이론은 지식 정보의 습득( , 1999). Gagné ,

뿐 아니라 태도의 측면에서도 학습자가 배우고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이론이다

조영남 특히 학령기는 질병에 대한 이해가 체계적이( , 1999).

며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고 학습을 통하(Campbell, 1978)

여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됨과 동시에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

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의 간호중재에 학습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입원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

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의Gagné

학습이론을 근거로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을 경험하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

로 입원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키고 긍정

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입원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이 입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

는지 확인한다.

학령기 아동의 제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의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먼저 입원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

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유사 실험 연구로

비동등성대조군 사후설계이다 표< 1>.

연구대상 및 기간
부산시 개 대학병원에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1 2004 2 15 4 15

입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부모와 아동이

본 연구에 동의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과 부모에게 익명과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참여자가 개인적 견해나 자신의 약점 공포에 대한 질문은 대,

답하기 싫어할 경우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도중에 그만둘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이 제시한. Cohen

를 근거로 계산하였다 유의수준 수준에Power analysis . =0.05α

서 분자의 자유도 효과의 크기는 중간정도인 검정력1, 0.35,

을 로 고려하여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명이었다 이에0.8 33 .

실험군과 대조군 명씩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도탈락40 80

자가 발생하여 총 명이 최종대상자가 되었다68 .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용 간호중재지침서와 아동용 그림책을

중재도구로 사용하여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평가도구가 사용되었다.

자아존중감 평가도구는 의Rosenberg(1965) self-esteem scale

을 전병재 가 번역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1974)

가 간호학 교수 인 수간호사 인 교육심리학 교수 인 등4 , 2 , 1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령기 아동 명으로부터 문항의6

적절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한 것으로 문항으로 구성된15 4

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Likert .

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점수는 이었다. 0.81 .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부산시내 개 대학병원 기관장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소아1

병동에서 편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표집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표 연구의 설계< 1>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효과 검증

집단 사전검사 차 처치1 차 처치2 차 처치3 사후검사

실험군 - X1 X2 X3 O

대조군 - - - - O



오 진 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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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는 성별 나이 질병형태 입원경험 등을 기준으로 두, , ,

군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대조군은 사전조사와 처치없이.

입원일로부터 일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입5 6 .～

원당일을 포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회에 걸쳐 간호중3

재를 하였고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입원 후 일이 될 때5 6～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사전조사가 시험효과 로 내재된(testing effect)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대상SPSS (Ver 10.0)

아동의 제특성과 질병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하여 χ2 를 하였다 프-test .

로그램의 효과 검정을 위해 이원변량분석t-test, (2-way

과 을 실시하였다 연구도구의 신ANOVA) multiple regression .

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계수를 사용하였다Cronbach's .α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 개발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단

계적인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전제 아래 분석단계 설계단계, ,

개발단계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년 이상의 소아병. 5

동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선발하였는데 해당 간호사는,

본 연구의 취지를 알고 연구개발 초기부터 아동과의 의사소

통 방법 간호과정 이론 학습이론에 대해 공동 연구를 하였, ,

으며 매체 개발과정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에.

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본 프로그램을 반복 적용하는 훈

련을 거쳤다.

중재도구인 간호중재지침서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 , ,

의 간호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의 가지 수업단계에 따Gagné 9

라 주의집중 간호목표 제시 선행요소회상 자극자료 제시, , , ,

간호중재 및 수행유도 피이드백 제공 평가 기억과 전이향상, , ,

의 순서로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용어로 개발되었다 간호목표.

는 아동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목표를 상호 달

성하도록 장려하도록 하였다 간호중재 및 수행내용은 자기이.

해 및 탐색 긍정적 자기 진술 사회적지지 확인의 가지 내, , 3

용으로 구성하였다 자기이해 및 탐색에서는 자신의 장점과.

자랑거리를 찾아봄으로써 자신이 가치있고 소중한 사람임을,

알도록 구성하였다 긍정적 자기 진술은 아동이 평소에 존경.

하는 위인이나 장애를 극복한 사람을 모범적 모델로 제시하

표 입원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 2>
단계

내용 및 활동

제 회1 제 회2 제 회3

주의집중
자 이 그림책을 한번 볼까 이것은, ?

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려○○

주는 그림책이란다.

어제 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00

니 오늘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

눠보자.

오늘은 를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00

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간호목표제시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서 안다.
자기 이해 및 탐색( )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안다.
긍정적 자기 진술( )

사회적 지지체계가 있음을 안다.
사회적지지 확인( )

선행요소회상

지금까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

는지 생각해보자.
내가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가 언제-

였는지 생각해보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 ?

장래 희망이 뭐니 어떤 사람이 되- ?,

고 싶니?

가 가장 좋아하는 어른은 누구니- 00 ?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니- ?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니- ?

자극자료제시
그림 병원에 왔어요1)

그림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2) .

그림 나와 의사 선생님3)

그림 친구와 장래희망 이야기4)

그림 엄마 아빠 사랑해요4) .

그림 간호사는 너를 사랑한다5) .

간호중재 및
수행유도

은 소중한 사람이란다 내가 소중- 00 .

한 사람이라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나는 때문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 ”～

라는 문장을 완성해보자.
의 장점을 가지만 찾아보자- 00 3 .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서 이야기해보자.

장애를 극복한 위인을 찾아보자- .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

위인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가지를 이야기해보자3 .

나는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자- .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할지-

이야기해보자.

내가 만일 엄마라면 아빠라면- “ ”～ ～

을 생각해보자.
를 사랑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00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말해보자.
병원에서 나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자.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글을 써 보-

자.

피이드백제공
간호중재내용을 다시 반복 질문한다* .

자신의 장점 가지 위인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 가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명 이야기- 3 , 3 , 3

수행평가 설문도구를 가지고 자아존중감정도를 측정한다.
기억과
전이향상

병실방문때마다 상냥하게 아동의 이름을 부른다.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아동의 장점을 계속 발견하고 칭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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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를 닮아가기 위한 방법 자신의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고,

노력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

적 지지의 확인은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 학교 선생님 병원의,

의료진들이 지지자로서 아동의 옆에 존재함을 인식시키고 그

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서 힘을 얻고 격려 받도록 구성하였

다 표 간호중재지침서는 아동간호학 교수 인 소아과 수< 2>. 1 ,

간호사 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명의 환아에게 과정2 , 6

평가를 실시한 후 수정하였다.

한편 아동용 중재도구로 그림책을 개발하여 아동에게 흥미,

유발로서 주의집중과 동기부여를 꾀하였다 그림은 아동이 가.

장 편하게 접하는 매체이며 임상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 도구로서윤혜봉과 조결자 본 연구에서 개발( , 2000),

된 것은 삽화형식의 그림과 담화형식의 설명으로 구성된 면6

의 인쇄물이다 의학전문잡지의 일러스트레이터와 그림의 표.

현 방식 강조되어야 할 부분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고 그림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아동간호학 교수 인과 소아과 수간호3

사 인 미술치료전문가 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일러스트레이1 , 1

션으로 제작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입원아동 명 고학년 입원아동 명을 대3 , 3

상으로 과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그림매체에 관,

심을 보였으며 간호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에서는 고학년일수,

록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재도구를 이용한 간호사와의 상호작용을. ,

하는 장소로 병실보다는 상담실이나 소집단을 수용할 수 있

는 공간을 선호하였는데 병원 환경에서 공간의 부족이 문제,

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병실에서 자리를 비워주거.

나 아동과 함께 놀이방 등으로 이동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분석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성별 학년 질병형태에 대해 짝짓기, ,

를 이용하여 표집하였는데 여아가 명 남(matching) , 32 (47.1%),

아가 명 이며 저학년은 명 고학년은 명36 (52.9%) , 37 (54.4%), 31

이었다 아버지의 나이는 평균 세이며 어머니의(45.6%) . 41.4 ,

나이는 평균 세이었다 아동의 주양육자로는 어머니가 가36.7 .

장 많았으며 입원기간동안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70.6%),

도 어머니가 가장 많았다 명이 형제자매가 있었다(88.2%). 53

아동의 질병의 형태는 급성질환이 명 만성(77.9%). 29 (42.6%),

질환이 명 이었다 입원경험이 있는 아동은 명39 (57.4%) . 35

이었다(51.5%) .

대상아동의 제특성에 대한 동질성 확인을 위해 χ2 로 분-test

석하였는데 그 결과 제특성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대조군과 실험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p>0.05), < 3>.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조군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의 평균은 이46.18(±6.74)

고 실험군의 평균은 으로 두 집단에 유의한 차이, 50.21(±4.26)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p<0.005)< 4>.

표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4>
집단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유의확률

대조군
실험군

46.18

50.21

6.74

4.26
68 2.946 .004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사< 3>
변수 구분

대조군(n=34)

실수(%)

실험군(n=34)

실수(%)
χ2 p

성별
여
남

15(44.1)

19(55.9)

17(50.0)

17(50.0)
.236 .808

학년
저(1 3)～

고(4 6)～

16(47.0)

18(53.0)

18(53.0)

16(47.0)
.235 .809

출생순위
첫째
둘째 이상

20(58.8)

14(41.2)

19(55.9)

15(44.1)
1.386 .500

형제유무
있음
없음

28(82.3)

6(17.7)

25(73.5)

9(26.5)
.770 .560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대졸이상

23(67.6)

11(32.4)

27(79.4)

7(20.6)
1.209 .410

가족월수입
만원( )

< 200

201<

22(64.7)

12(35.3)

24(70.6)

10(29.4)
.269 .796

가족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21(61.7)

13(38.3)

27(79.4)

7(20.6)
2.550 .110

질병형태
급성
만성

16(47.0)

18(53.0)

13(38.3)

21(61.7)
.541 .624

입원경험
있음
없음

19(55.9)

15(44.1)

17(50.0)

17(50.0)
.236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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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서 학령기 입원 아동의 제특성이 각 집단에

미치는 효과가 개별적인 것인지 교호작용에 의한 것인지 확

인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성.

별 학년 질병의 형태는 그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 정도가, ,

의미있게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을. ,

적용한 실험군에서 성별 학년 입원경험의 유무에 상관없이, ,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질병. ,

형태를 보면 집단과 질병형태 간에는 교호작용이 있었다

즉 만성질환 아동에게서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p=0.050). ,

의 효과가 매우 컸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실험군. ,

대조군의 집단과 제특성과의 교호작용에서는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이 주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논 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입원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증진 프로

그램은 아동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자신의 장

점을 지지받음으로서 질병회복과 건강증진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를 비롯한 가족 의료진이 지지, ,

적 자원임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었다 질병과.

입원으로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태라도 아동 자신은 여

전히 소중하며 존중받을 만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유쾌한 경험을 상기시키고 성취감을 느꼈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조영남 또한 존경을( , 1999).

받거나 귀감이 되는 인물을 모델로 선정하고 그 행동을 모방

함으로써 대리적 강화를 통해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발

견하고 학습할 수 있다조영남 손화희와 임선빈( , 1999). (2003)

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필수요소를 능력감 소속감 가치감 통, , ,

제력 독립심 책임감으로 보고 나의 자랑 나의 장점 자신감, , , , ,

내게 중요한 사람들 닮고 싶은 어른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것이 학령기 아동에게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김시연 은 보호관찰아동을. (2002)

대상으로 현재의 나자기탐색 과거의 나자기이해 미래의( ), ( ),

나자기존중의 단계로 자아존중감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효과를 증명하였다 이것은 아동의 생각 느낌 태도를 검토하. , ,

여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자각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편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존.

중감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최선화 의 연구에서는 나의(2000)

장점 알기 장래 희망 제시하기를 포함하였으며 가족과 선생, ,

님 친구들 등을 자원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시킴으로서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본.

연구의 입원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에서 자기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자기 진술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확

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를 높힐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입원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증진 프로

그램을 적용해 본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프로그램(t=2.946, p=0,004). ,

에 참여한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향

상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의 학습이론에 따라 체. Gagné

계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 아동의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확신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와 프로그램의 효과

를 조사한 결과 남아에게서 대조군과 실험군의 자아존중감증

진 프로그램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여아.

의 자아존중감이 남아보다 높았으며 간호중재 후에 여아의,

표 대상자의 제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5>
변수의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
성별
집단 성별×

오차

236.033

227.692

26.834

1845.051

1

1

1

64

236.033

227.692

26.834

28.829

8.187

7.898

.931

.006

.007

.338

집단
학년
집단 학년×

오차

245.794

237.794

42.657

1818.049

1

1

1

64

245.794

237.794

42.657

28.407

8.653

8.371

1.502

.005

.005

.225

집단
질병형태
집단 질병형태×

오차

247.873

119.028

115.485

1857.546

1

1

1

64

247.873

119.028

115.485

29.024

8.540

4.101

3.979

.005

.047

.050

집단
입원경험
집단 입원경험×

오차

287.275

6.244

17.561

2074.840

1

1

1

64

287.275

6.244

17.561

32.419

8.861

.193

.542

.004

.662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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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점수의 상승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진다 일반.

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심리적으로 더 취약하고 남아가 여

아보다 질병적응을 더 잘한다는 김광웅과 조유진 의 연(2003)

구와는 차이가 있으나 입원 아동의 질병적응과 자아존중감을,

확인한 오진아 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이는 남아가(2004) .

여아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통한 간호중재가 남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더욱 효과적이었

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암환아의 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 ,

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김광웅과 조유진

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2003) . ,

불안 우울의 정도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

과로 낮은 연령의 아동보다 질병에 대한 인식 정도가 더 부

정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간호중재를 실시하.

여 저학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고학년에게서 프로그램

의 효과가 의미있게 상승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질병의 발생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

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료인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모든 시술 절차들이 자신의 치료를 위해 이루어진

다는 믿음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자아존중감을 높힐 수 있

는 간호중재가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급성질환아동보다는 만성질환아동에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만.

성질환아동은 급성질환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았으므로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만성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부정적. ,

으로 인식하기 쉬우며 질병의 중함으로 인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또래 관계나 학교 생활과 같은 상황에,

서 소외감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할 위험도가 크다 그러므, .

로 실제로 정서 표출을 통한 자신의 재발견을 통해 자아존중

감을 갖도록 하는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오진아( ,

이는 급성질환 아동은 일시적인 질병임을 인지함으로2003).

써 만성질환아동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자아존중감을 손

상시킬 요소가 적으나 만성질환아동은 반복되는 검사와 치료, ,

잦은 입원 등으로 자신이 안고 있는 질병이 쉽게 치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잦은 결석 등으로 또래집단과의 관계 등에도,

자신감을 잃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보

아진다 암을 포함하여 만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아동은 장기간.

의 어렵고 힘든 질병 치료기간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이 급성질환아동이나 정상아보다 낮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강희경 외 만성질환 아동은 급( , 2000).

성질환 아동에 비하여 재입원과 반복되는 처치에 대하여 스

트레스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더 낮으나 문제중심적 행동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고 부모 친구들과의 지지적 요소가 강화,

되면 병원 환경에 더욱 익숙한 만큼 자신의 대처 전략을 개

발하여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다(Boyd & Hunsberger, 1998).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아동에게 더욱 적합한 프로

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질환아동이 대.

부분 입원경험이 있는 아동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같은 결과

로서 설명할 수 있겠다.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아동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는 환경적

요인 아동 개인의 인지적 요인 동기유발적정서적 요인 상, , - ,

황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최윤정 이 중에서 인지( , 1997).

와 동기유발적정서적 요인은 교육과 학습에 의해 변화가 가-

능하다 교사학생간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인성교육의 현황과. -

가능성을 탐색한 조연순 김아영 허미화와 김인전 등 의, , (2001)

연구에 의하면 인성교육 영역 중 자아존중감 관련 요소들은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응답의 관계 속에서 지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자신감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

주는 것은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교사의 긍정적인 반응이

된다 아동은 자신의 능력이 증진되고 의미있는 관계가 발전.

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강희경 외 특히 자아존중( , 2000)

감은 아동기 동안 현저한 발달을 이루며 한번 형성된 자아존

중감은 거의 항상적으로 유지된다차연숙 그러므로 입( , 1995).

원 후 수일 내에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의

미있는 타인으로서 관계형성을 해 줄 수 있는 간호사의 입원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훈련을 포함한 간호중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는 의 학습이론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Gagné

학교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병원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

됨으로서 아동간호에 학습이론을 적용하는 것을 지지함과 그

이해를 증가시켰다 또한 학교 수업의 설계에서 널리 사용하.

고 있는 학습이론을 병원 환경에 적용하여 유의한 효Gagné

과를 얻은 것은 앞으로 아동교육학자 교육공학자들과 함께,

다학제적 연구 수행의 가능성을 탐색한 계기가 되었다 아동.

의 간호중재에 학습이론을 도입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학습

내용의 실천률이 높고 학습 효과는 일생 동안 지속되어 습관

화될 수 있고강귀애 아동이 자아존중감을 증진하여( , 1991),

입원 중 긍정적인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태도와 건강 증진 행위를 이끌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본 연구는 입원 아동에게 자아존중감의 증진으로 치료 행

위에 더욱 잘 협조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와 변화를 유

도하는 효과적인 간호중재의 지침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

가 있다 이는 임상 실무에서 실질적인 간호중재로서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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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의 교육지침으로서 활용가능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

는 학령기 입원 아동에게 교육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교육자 지지자 동기 부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 학습이론을 기초로 입원아동을 위한 자Gagné

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이 학령기 아동의 자

아존중감 향상에 미친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은 학령기 아동이 간호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입원기간동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자신의 장점을 지지받

고 자신의 좋았던 기억을 되살리며 부모를 비롯한 가족 의, , ,

료진이 지지적 자원임을 인식하는 데 간호중재의 목표를 두

었다 이러한 기본 목표를 가지고 간호중재 지침서와 아동용.

그림책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간호사 인을 훈련하였, 1

고 명의 입원 아동을 대상으로 과정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하6

였다 그리하여 년 월부터 월까지 대조군 명 실험군. 2003 2 4 34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고 두 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34 ,

타났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입원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으로 간호중재∙

를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자아존중감 점수가 유

의하게 높았다.

입원아동의 제특성과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의 교호작∙

용을 살펴보면 남아 고학년 만성질환아 입원의 경험이, , , ,

있는 아동에게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매우 큼을 알 수 있

었다.

학령기 아동에게 긍정적인 경험과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

고 질병과 입원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울과 불

안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노력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김현지와 이영환 아동간호사는 입원( , 1999).

기간동안 아동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자아존중감이 저하되

지 않도록 간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학습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학습과 경험으로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학령기 아동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의 학습이론은 어. Gagné

떤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입원아동을 대상으로도 입원생활 적응이라는 학습목표를 성취

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이

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을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아동간호사

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보수교육 차원에서 훈련이 이루어

져야하겠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그림 매체가 학령기 아동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의 다양한 매체의 개발과 비교연구Video game, DVD title

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귀애 국민학교 학년 학생들의 건강증진 행위에 관(1991). 6

련된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강희경 권봉숙 김정순 김영혜 김혜영 백경선 안민순 오윤, , , , , , ,

정 원대영 이영은 이은주 이은주 이지원 이화자 임현, , , , , , ,

빈 전화인 정향미 아동건강간호학 서울 정담, , (2000). . :

김광웅 조유진 암환아의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지지, (2003).

지각이 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 .

회지, 24(1), 21-32.

김시연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향상 프로그램(2002).

의 효과분석 청소년복지연구. , 4(1), 99-115.

김현지 이영환 정서발달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 (1999).

감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 6(2), 1-20.

변영계 교수학습이론의 이해 서울 학지사(2002). . : .

손화희 임선빈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자아존중감 프, (2003).

로그램 개발 및 참여효과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

24(2), 123-134.

심현옥 학령기 및 청소년기 당뇨환자의 자아존중감과(1998).

자가간호와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진아 학령기 입원아동의 질병적응과 자아존중감 간(2003). .

호과학, 15(1), 23-30

오진아 학령기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증진 프로그램(2004).

개발 및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혜봉 조결자 통증환아를 위한 비약물적 간호중재방, (2000).

법 조사 아동간호학회지. , 6(2), 144-157.

이경일 정명수 정진영 아동의 방과후 과외학습활동, , (2003).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

19, 695-702.

이자형 하영수 김일옥 김혜영 박영애 오진아 이정은 장은, , , , , , ,

영 아동간호학 서울 신광출판사(2003). I. : .

전나영 암환아의 질병적응 관련요인분석 연세대학교(2002). .

박사학위논문.

전병재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연세논총(1974). : . , 11, 107-129

조연순 김아영 허미화 김인전 교사학생간 상호작용, , , (2001). -

분석을 통한 인성교육의 현황 및 가능성 탐색 교육학연.

구, 39(3), 233-258

조영남 의 목표별 수업이론과 태도학습 교육학(1999). Gagné .



학령기 입원아동의 자아존중감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4), 2004 10 467

연구, 37(1), 79-103.

최선화 편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응력(2000).

향상을 위한 또래집단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복지학. , 6,

187-214.

최윤정 그림동화책 읽어주기와 토의가 유아의 친사회(1997).

적 행동 및 추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Bowmer, N. (2002). Therapeutic play and its impact on

anxiety in hospitalized children. Ky Nurse, Jan-Mar, 50(1),

15.

Boyd, J. R., & Hunsberger, M. (1998). Chronically ill children

coping with repeated hospitalizations: Their perceptions

and suggested interventions. J of Pediatr Nurs, 13(6),

330-342.

강승규 역Brandon, N. (1992). The Power of self-esteem.

나를 존중하는 삶 서울 학지사(1995). . : .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W. H. Freeman.

Cosaro, W. A. (1986). Discourse Process within Peer Culture:

From a Constructiveness to an Interpretative Approach to

Childhood Socialization, In P. Adler(Ed.) Sociological

Studies of Child Development(234-256). New York: JAI

Press.

Karian, V. E., Jankowski, S. M., & Beal, J. A. (1998).

Exploring the lived-experience of childhood cancer

survivors. J of Pediatr Oncol Nurs, 15(3), 153-162.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J. Rolf, A. Mastern, D. Cicchetti, K.

Nuechterlein, & S. Weintraub.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181-214).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eks, D. P., & Kagan, S. H. (1994). Adolescence completing

cancer therapy meaning, perception, and coping. Oncol

Nurs Forum, 21(4), 663-670.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Testing of a Program to Promote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Testing of a Program to Promote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Testing of a Program to Promote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Testing of a Program to Promote
Self-esteem for Hospitalized School-aged Children*Self-esteem for Hospitalized School-aged Children*Self-esteem for Hospitalized School-aged Children*Self-esteem for Hospitalized School-aged Children*

Oh, Jina
1)
Lee, Ja-Hyung

2)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rogram promoting self-esteem an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for hospitalized school-aged children. Method: The sample group consisted of 68

hospitalized children in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Busan. The experimental group was given the program and

feedback was obtained 3 times up until the day of discharg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d 2-way ANOVA

with the SPSS program package.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self-esteem.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program promoting self-esteem in school aged children

was effective. The program, which was based on learning theory, was shown to be an effective and strong method

to promote adjustment in hospitalized school-ag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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