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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apers on child rearing in Korea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and nursing practice direc-
tions for child rearing. Methods: An on-line search via 5 web sites yielded 201 research papers. The analysis of key concepts was based on the 
attributes of parenting and type of knowledge held by the parents. Results: The research papers found in the search were 27.3% experimental 
and 72.7% non-experimental. Among the participants, 77.0% of parents raising the child were mothers and the children were mostly young 
children under the age of one year. Types of knowledge related to child rearing varied widely, but explanatory knowledge (55.2%)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prescriptive knowledge (30.0%) and descriptive knowledge (14.8%). For attributes of parenting, reaction to parenting 
(49.9%) followed by parenting behavior/practice (43.1%) was most common. Conclusion: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regarding fathers and surrogate caregivers and on prescriptive knowledge for health promotion of children at different develop-
mental stages. Also the results suggest a need for research toward developing child c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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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아동의 성장발달과 건강의 유지증진은 출생 이전의 생물학적, 유전

적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출생 후의 물리적, 사회적, 정서적 양육환경

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육의 질은 아동에게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양육의 결과는 부모와 자녀에게 성장과 만

족을 가져오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의 경우 아동으로 하여금 정상

적인 신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거나 정서적 결핍을 초래하기도 

한다(Lee, 1998).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은 긍정적인 인지, 행동, 감정, 

신체 결과와 관련되는 반면, 엄격하고 학대적이며 정서적으로 방임하

는 양육은 아동기와 성인기에서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행동적 건

강문제와 연관되며, 이러한 양육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들

의 20-50%를 설명한다(Waylen & Stewart-Brown, 2009).

양육이란 ‘아동을 한 인간으로 기르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가 자녀

를 보살피는 활동이고, 아동의 성장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며, 

불변의 형태가 아니어서 시간, 공간, 대상에 따라 변하면서 노력과 정

성을 필요로 한다(Lee, 1998). 이러한 양육 혹은 양육에 대한 부모역할

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학자들(Bigner, 1985; Kim, 2002; 

Kim & Han, 2009; Lee, 1992; Lee, 1998; Sim, Seo, & Kwon, 1998)이 제시

한 속성들을 종합하면 애정결속, 신체적 돌보기, 훈육과 교육, 질병 및 

사고 예방, 성장발달 지지, 부모역할 획득과 양육에 대한 반응 등 양육

의 대상자로서의 아동뿐만 아니라 양육자 자체에 관한 다양한 측면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양육의 이러한 다면적인 속성은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양육의 내용과 방법, 아동에게 나

타나는 결과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양육능력과 양육에 따르는 반응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양육자는 적절한 양육행동을 위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실

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Bry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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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 & Montepare, 2013). 그러나 많은 새로운 부모들이 적절한 양육

행동을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나 역할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

(Bryanton et al., 2013). 우리나라도 대가족 속에서 많은 수의 자녀를 부

모세대와 함께 양육하면서 자연스럽게 양육법을 전수받았던 과거와

는 달리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주를 이루는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내

에 뚜렷한 역할모델이 없기 때문에 부모역할과 양육실제에 오류를 범

할 수 있고, 부모 스스로도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Kim, 

2002). 따라서 부모를 포함한 아동의 양육자가 올바른 양육을 수행하

고, 양육실제에 부모가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아동양육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온 것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특히 간호

사는 아동양육 관련 전문가 집단 중에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초기 아동과 부모에게 접근하기가 가장 용이한 위치에 있고, 인간의 

발달과정과 아동의 건강 및 돌보기에 대한 충분한 실무지식 및 기술

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역할을 개발시키고, 양육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전문직(Han, 2000)이기 때문에 아동양육에 대해 

실무 및 학문적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이에 양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특정 학문분야에서 보다 좋은 연구방법을 구상하고 지식체의 영역

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이나 지식체의 개발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논문들을 분석하여 그동안 축적되어 온 탐구경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강점과 약점을 통찰하여 서로 공유함으로써 추후 연구

와 지식체의 생성 방향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Lee, Lee, Kim, Kim, & 

Park, 2004).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양육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

되어 왔으나 간호학문에서 이들을 분석한 연구는 모아관계(Paik, Kim, 

Wang, Sung, & Cho, 1996), 모아상호작용(Oh & Lee, 2003), 부모-자녀 관

계(Kim, Park, & Park, 2010) 등과 같이 초기 아동기의 양육자-자녀의 

관계라는 특정 영역에 관한 논문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양육의 포괄

적 영역에 관한 논문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Kim 등(2004)은 간호학에서 연구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틀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간호학의 전반적인 탐구경향

이나 지식체 생성에 관한 새로운 조망을 탐색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

하면서, 연구개념을 철학, 지식체 유형,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안

하였다. 특히 지식체 유형을 분석하는 분석틀은 Dickoff와 James (1968)

가 제시한 이론의 수준과 유사하여 특정 분야에서 개발된 지식체의 수

준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Kwon, Seo, & Kim, 2012).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간호학분야에서 수행된 가족 양육자의 자녀양

육에 대한 논문을 Kim 등(2004)의 지식체 유형을 분석하는 분석틀을 

이용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체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추후 아동

양육에 대한 연구와 간호실무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근거자료를 제시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수행된 가족 양

육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체 개발의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아동양육에 대한 연구와 간호실무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 간호학회지의 게재 논문과 간호학 분야 학

위논문 중 가족양육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논문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논문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은 국내의 간호학 관련 학회지와 간호학 전공 

학위논문 중 가족 양육자의 자녀양육에 대해 수행된 논문이었다. 학회

지별 대상 논문은 아동간호학회지 50편, 대한간호학회지 25편, 부모-

자녀건강학회지 24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3편, 정신간호학회지 7편, 

간호행정학회지 2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편, 임상간호연구 2편, 재활

간호학회지 1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편으로 총 127편이었고, 학위논

문은 74편으로 대상논문은 총 201편이었다. 학위논문은 간호학 전공 

학위논문만을 모집단으로 하였고, 학위논문과 학회지 논문이 중복된 

경우 학회지 논문을 선택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대상 논문은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검색으로 수집하였다. 논문의 

검색은 National Evidence 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 2011)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5개 핵심 검색 데이터베이스 중 

간호학 논문이 적은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고, Kore-

aMed, 한국학술정보,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과학기술학회마을의 

4개 사이트와 학위논문 검색에 유용한(NECA, 2011) 한국교육학술정

보원을 추가하여 5개 사이트에서 키워드로 2013년까지 등록된 논문

을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검색어는 ‘양육’, ‘육아’, ‘상호작용’, ‘애착’, ‘부

모역할’, ‘부모-자녀 관계’, ‘돌봄’, ‘영양관리’, ‘훈육’, ‘질병예방’, ‘사고예

방’, ‘건강증진’, ‘성장발달’이었다. 검색어를 통해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 수는 10개였고, 선정된 논문의 수는 학회지 263편, 학위논문은 

191편으로 일차적으로 수집된 논문은 총 454편이었다. 학위논문과 학

회지 논문이 중복되는 경우 학회지 논문을 선택하였다. 일차적으로 

선택된 논문 중에서 연구대상이 양육자로는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조

부모이고, 피양육자로는 건강한 아동, 치료과정이 끝나 퇴원을 앞두고 

있거나 퇴원 후인 고위험신생아와 미숙아인 논문을 최종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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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내용과 분석절차 

선정된 논문은 발표연도와 연구대상자는 출현빈도별로 실수와 백

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개념은 주개념을 중심으로 양육의 속성과 생

성된 지식체의 유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양육의 속성은 선행연구

(Bigner, 1985; Kim, 2002; Kim & Han, 2009; Lee, 1992; Lee, 1998; Sim et 

al., 1998)에서 제시한 양육의 속성을 근거로 양육에 대한 양육자의 반

응, 구체적인 양육의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는 양육실제, 아동에게 나

타나는 양육결과를 포함하는 아동의 성장발달과 행동, 양육지식 등의 

4개 하부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로 출현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다. 지식체 유형을 분석하는 분석틀은 Kim 등(2004)이 제시한 학

문의 지식체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식체 유형 분석틀을 이용하였

다. 여기에는 기술적(descriptive), 설명적(explanatory) 및 처방적(pre-

scriptive) 지식이 포함되며, 기술적 지식은 현상의 정의와 현상의 의미

를 찾아내어 현상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 현상을 이해하는 지

식이며, 설명적 지식은 어떤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지식이고, 처방적 지식은 대상자가 가지

는 문제, 결핍에 대응하여 정규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바

꾸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변화지향적 지식을 의미

한다(Kim et al., 2004). 연구의 분류는 기술적 지식의 유형에는 서술적 

조사연구, 질적 연구 등을 포함하고, 설명적 지식의 유형에는 상관관계

연구, 구조모형개발연구, 도구개발연구 등을 포함하며, 처방적 지식의 

유형에는 실험연구를 포함한다. 지식체 유형은 대상 논문의 연구설계

를 중심으로 출현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절차는 연구자들이 먼저 논문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표를 작

성한 다음 논문을 읽으면서 해당내용을 분석표에 기록하여 빈도를 합

산하고 백분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은 한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다른 연구자가 확인하였고, 상호 이견이 있

는 경우 합의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 결과

연도별, 연구설계별 분포

연도별 분포는 1973-1989년까지 10편, 1990-1999년까지 26편, 2000-

2013년까지 165편으로 나타났다(Table 1). 연구설계는 실험연구가 55편

(27.3%), 비실험연구가 146편(72.7%)으로 나타났고, 비실험연구는 서술

적 조사연구가 78편(3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관관계연구 29편

(14.4%), 질적 연구 17편(18.5%), 문헌고찰 8편(4.0%), 방법론적 연구 5편

(2.5%), 구조모형개발연구 4편(2.0%), 개념분석연구 3편(1.5%), 혼종연구 

2편(1.0%)의 순이었다.

연구 대상자

연구대상자는 양육자와 피양육자(아동)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 양육자는 어머니가 71편(36.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초산모 35편(17.8%), 부모 15편(7.6%), 결혼이민자 어머니, 간호사, 아버

지 각 13편(6.6%), 조모(외조모) 9편(4.6%), 저소득 양육자 7편(3.6%), 조

기출산 산모 6편(3.0%), 취업모 5편(2.5%), 탈북여성 3편(1.5%), 이혼여성, 

미혼모, 시각장애인, 주양육자가 각 1편(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양육자(아동)는 신생아가 56편(29.6%)으로 가장 많았고, 영아 48

편(25.4%), 발달단계 미구분 18편(9.5%), 취학 전 아동 17편(9.0%), 영유

아 15편(7.9%), 학령전기 아동 11편(5.8%), 학령기 아동 9편(4.8%), 유아

와 저출생 체중아/미숙아 각 6편(3.2%), 청소년 3편(1.6%)의 순이었다.

연구 개념

양육속성의 하위영역별 분포는 양육에 대한 반응이 178편(49.9%)으

로 가장 많았고, 양육 실제 154편(43.2%), 아동의 성장/발달/행동 17편

(4.8%), 양육지식 8편(2.2%)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연구개념을 분석한 결과 총 수는 357개로 나타났다. 양육속성의 하

Table 1. Research Design 

Year    Source
Experi-
mental

research

Nonexperimental research 

Total (%)Survey 
research

Correlation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Review
Metho-

dological 
research

Structural 
model

Concept
analysis

Mix-method 
research

1973-1989 Journal 1 1
Thesis 4 4 1 9
Subtotal 4 5 1 10 (5.0)

1990-1999 Journal 3 6 6 1 2 1 19
Thesis 3 3 1 7
Subtotal 6 9 7 1 2 1 26 (12.9)

2000-2013 Journal 26 45 10 11 4 2 2 2 108
Thesis 19 19 11 5 1 2 57
Subtotal 45 64 21 16 6 4 4 2 2 165 (82.1)

Total (%) 55 (27.3) 78 (38.8) 29 (14.4) 17 (8.5) 8 (4.0) 5 (2.5) 4 (2.0) 3 (1.5) 2 (1.0) 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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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영역별로 보면, 양육에 대한 반응 영역에서는 양육스트레스/긴장/부

담감이 54편으로 가장 많았고, 양육자신감/효능감 48편, 양육태도 18

편, 부모역할 만족 16편, 정신건강(어머니 우울/심리적 안녕) 11편, 모성

정체감(자아존중감) 8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실제 영역에서는 애

착이 39편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자녀 상호작용 33편, 양육행동/양육

실천 27편, 양육경험 16편, 아동을 위한 건강관리/증진 14편, 양육환경 

8편, 양육방법/유형/능력/속성 6편, 아동학대 5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장/발달/행동 영역에서는 영아의 성장/발달이 8편으로 가장 

많았고, 행동/건강 문제 5편, 가정 내 사고예방 2편, 아동의 상태 2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식 영역에서는 양육지식이 8편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념을 지식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설명적 지식이 197편(55.2%) 

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적 지식이 107편(30.0%)으로 그 다음이었고, 기술

적 지식이 53편(14.8%)으로 가장 적었다.

양육속성의 하위영역별 지식체 유형은 양육에 대한 반응은 설명적 

지식 119편, 처방적 지식 43편, 기술적 지식 16편의 순이었고, 양육 실제

는 설명적 지식 72편, 처방적 지식 48편, 기술적 지식 34편의 순이었다. 

아동의 성장/발달/행동은 처방적 지식 10편, 설명적 지식 6편, 기술적 지

식 1편의 순이었고, 양육지식은 처방적 지식 6편, 기술적 지식 2편의 순

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가 국내 간호학 학술지에 소개되기 

시작한 1973년부터 2013년까지 간호학 학술지 게재논문과 학위논문 

중 가족양육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논문을 양육속성과 지식체 유

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추후 아동양육에 대한 연구와 간호실무의 방

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총 201편의 논문을 발표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1989년 이전에 10편, 

1990년대에 26편으로 2000년 이전에는 매우 적었으나, 2000년 이후 

165편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양육관련 연구의 증가는 

학회지의 수 및 기존 학회지의 발간횟수 증가, 간호학자 및 대학원생 

수의 증가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승되고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소자녀 경향에 따

라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Kim et al., 

2010). 간호학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증가한 것은 아동

발달의 주요 열쇠가 긍정적 양육이라는 사실(Bryanton et al., 2013)과 

자녀양육 지지가 아동간호학의 주요 주제임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현

상으로 생각된다. 

연구설계별로는 문제에 대한 개선적 변화를 지향하는 실험연구가 

27.3%로 나타났는데, 아동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서 실험연구의 비율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Kim et al., 2002) 17%였

던 것보다는 높았으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Kim et al., 2011) 27.7%

와는 비슷하였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간호학회지 논

문을 분석한 Shin 등(2010)의 32.2%와 1982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간

호학 박사학위논문을 분석한 Lee 등(2012)의 51.5%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수행된 중재는 양육의 효과성에 대한 근

거로 축적되고, 교육적 중재가 자녀의 적절한 건강과 돌봄,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결과(Bryanton et al., 2013)를 볼 때, 또한 중재를 

개발하는 실험연구는 실무학문인 간호학에서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고려하면 아동양육 분야에서 실험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개념의 지식체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서도 처방적 지식이 30.0%로 나타나 추후 실험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로서 양육자는 아버지 13편과 할머니 9편, 총 22편을 제

Table 2. Research Participants (overlapping count) 

Category                                Subject n %

Rearer Mothers 71 36.0
Primiparous women 35 17.8
Married immigrant women 13 6.6
Nurses 13 6.6
Mothers with early deliveries 6 3.0
Career woman 5 2.5
Multiparous women 3 1.5
Mother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3 1.5
Unmarried mothers 1 0.5
Visually impaired women 1 0.5
Divorced women 1 0.5
Parents 15 7.6
Fathers 13 6.6
Grandmothers 9 4.6
Low-income child caregivers 7 3.6
Primary caregivers (mother, father,
   grandmother)

1 0.5

Total 197¶ 100.0
Child Newborns* 56 29.6

Infants† 48 25.4
Children of unspecified age 18 9.5
Children under school age‡ 17 9.0
Infants and toddlers 15 7.9
Preschoolers§ 11 5.8
School aged children 9 4.8
ToddlersII 6 3.2
Low birth weight infants /Premature infants 6 3.2
Adolescents 3 1.6

Total 189# 100.0

*Within 4 weeks after birth; †Within 1 year after birth; ‡Less than 6 years; §Three 
years to 6 years; IIOne year to 3 years; ¶In 7 papers, 2 kinds of rearers were com-
pared (except 11 concept analysis, review papers, based on 190 papers); #In 1 pa-
per, child being reared was not presented (except 11 concept analysis, review pa-
pers, based on 190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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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earch Concepts (overlapping count)

Category
               Key
          concept

 Descriptive  
 knowledge 
            n

                 Explanatory
                  knowledge 
                            n

                            Prescriptive
                            knowledge 
                                      n

Total
  n (%)

Reaction to 
   parenting

Parenting stress/ 
   tension/burden

5 43 6 54
Temperament of infant 6
Depression 5
Social support 4
Parenting efficacy & confidence 3
Fatigue 2
Parenting attitude 2 
Type of surrogate parenting 2
Methodology 2
Perception/sensitivity to infant 2
Quality of life 2
Life event 1
Parenting time 1
Goodness-of-fit 1
Parenting environment 1
Mother’s health status 1
Entrapment 1
Marital satisfaction 1
Mother’s personality type 1
Knowledge & practice of parenting 1
Job satisfaction 1
Maternal employment 1
Children’s behavior problem 1
Parent’s role stress 1

Parenting education 3 (active parenting 1, mother’s
   role 2)
Sensory stimulation & touch 2 (massage 2)
Maternal education 1 (discharge 1)

Parenting confidence/ 
   efficacy

3 21 24 48
Parenting stress 4
Social support 4
Perception on infant 2
Temperament of infant 2
Depression 1
Parenting knowledge 1
Parenting experience 1
Participation of family delivery room 1
Mother’s self-esteem 1
Fetal attachment 1
Type of surrogate parenting 1
Job satisfaction 1
Adaptation of breastfeeding 1

Maternal education 12 (newborn care 6 discharge 4,
   follow-up care 1, maternal role strengthening
   program 1)
Parenting education 5 (mother’s role 4, health care 2, 
   core competency support 1, parenting transition 1)
Sensory stimulation & touch 2 (touch 1, massage 1)
Agreement on nursing goals 1
Sleep/activity assessment program 1

Parenting attitude/ 
   belief

6 10 2 18
Perception on newborn 2
Caring confidence 2
Maternal employment 1
Child’s character 1
Intention of pregnancy 1
Perception of pregnancy 1
Mother’s personality type 1
Childhood abuse trauma 1

Maternal education 1 (newborn care 1)
Parenting education 1 (parenting transition 1)

(Continued to the next page)

외하면 모두 어머니 단독 혹은 어머니를 포함한 연구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에서 부모-자녀 관계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Kim 등(2010)

의 연구에서 대상자가 어머니가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출생률의 저하, 이혼률의 상승 및 주말 가족

이나 남성 한 부모 가족의 증가와 같은 가족 인구학적 변화에 대처하

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아버지는 어머니와 상당히 다른 고유한 역할로 

자녀양육에 기여하며, 아동의 발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기 다

른 자극을 받을 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http://dx.doi.org/10.4094/chnr.2014.20.4.264

www.chnr.or.kr   이동원, 권인수  | 269

Table 3. Continued

Category
Key

concept

Descriptive 
knowledge 

n

                 Explanatory
                  knowledge 
                            n

                            Prescriptive
                            knowledge 
                                      n

Total
n (%)

Reaction to 
   parenting

Parent’s role
   satisfaction

10 6 16
Perception of child 2
Parenting stress 2
Parenting confidence 1
Planned pregnancy 1
Whether of mother has job 1
Mother’s overall health problems 1
Parent-child relation satisfaction 1
Husband’s support 1

Sensory stimulation & touch 1 (massage 1)
Parenting education 3 (active parenting 1, core
   competency support 1, parenting transition 1)
Agreement on nursing goals 1
Sleep/activity assessment program 1

Mental health
   (mother’s depression/ 
   psychological well-
   being)

9 2 11
Parenting stress 3
Family support 2
Temperament of infant 1
Maternal role adaptation 1
Marital satisfaction 1
Parenting knowledge 1

Parenting education 1 (early nursing intervention 1)
Sensory stimulation & touch 1 (music therapy 1)

Job related reaction 
   (turnover intention/ 
   job involvement or 
   satisfaction)

9 9
Parenting stress 4
Child care 1
Social support 1
Guilt in parenting 1
Separation anxiety 1
Parenting behavior 1

Maternal identity/
   self-esteem

5 3 8
Parenting knowledge 1
Marital satisfaction 1
Mental health 1
Family support 1
Mother’s role strain 1

Sensory stimulation & touch 1 (stimulation 1) 
Maternal education 2 (follow-up care 1, maternal
   role strengthening 1)

Mother/Father role
   attainment/
   perception

2 4 6
Social support 1
Maternal perception of newborn 1
Contact 1
Attachment 1

Maternal role conflict 6 6
Maternal role satisfaction 1
Marital satisfaction 1
Temperament of infant 1
Family type 1
Retirement plan 1

Intention of pregnancy 2 2
Parenting stress 1
Parenting attitude 1

Subtotal 16 119 43 178 (49.9)

(Continued to the next page)

도 어머니 못지않게 중요하다(Fagan & Palm, 2004)는 점에서 아동간호

학에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전국 보육실태조사(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2) 결과 부모가 맞벌이 하는 경우 0세 자녀의 87.6%

는 (외)조부모가 양육하고 있고, Won, Lee, Kim, Yoo와 Park (2012)의 

연구에 의하면 외조모의 손자녀 양육기간이 6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양육시간은 하루 3.5-12시간, 일주일 평균 4일로 나타나 조부모의 양육

역할 비중이 크며, 손자녀의 부상이나 안전사고에 대해 두려움과 죄책

감을 지니고 있다는 결과를 볼 때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경

험하는 양육반응과, 양육기술과 지식과 관련된 양육실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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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Category
          Key
     concept

Descriptive 
knowledge 

n

                 Explanatory
                  knowledge 
                            n

                            Prescriptive
                            knowledge 
                                      n

Total
n (%)

Practical side 
   of parenting

Attachment   3 24 12 39
Contact 8
Childhood experience 3
Delivery method 3
Planned pregnancy 2
Maternal self-esteem 2
Parenting stress 1
Morning sickness 1
Maternal sensitivity 1
Perception of infant 1
Father’s presence at delivery 1
Parenting knowledge 1 

Sensory stimulation & touch 6 (touch 4, massage 1,
   music therapy 1)
Rooming-in 1
Maternal education* 3 (discharge 1, newborn care 1,
   Sophrology program 1, infant’s cue 1)
Sleep/activity assessment program 1

Parent-child
   interaction

  6 12 15 33

Parenting attitude 2
Perception of pregnancy or delivery 2
Attachment 2
Infant’s monthly age 1
Delivery method 1
Temperament of infant 1
Parenting confidence 1
Knowledge & attitude to breastfeeding 1
Methodology 1

Parenting education† 7 (mother’s role 5, interaction 
   promotion 2)
Sensory stimulation & touch 5 (stimulation 2,
   massage 3)
Maternal education 2 (interaction promotion 2)
Neonatal behavioral assessment 1

Parenting behavior/
   practice

  5 15 7 27

Parenting stress 4
Parenting efficacy 3
Planned duration of breastfeeding 1
PTSD 1
Children’s behavior problem 1
Marital satisfaction 1
Type of surrogate parenting 1
Maternal identity 1
Parenting knowledge 1
Mother’s mental health 1

Maternal education 5 (newborn care 4, developmental 
   assessment 1)
Parenting education 2 (active parenting 1, health
   program 1)

Parenting
   experience

15
   (Qualitative)

Q methodology 1 16

Health care/
   promotion
   behavior for child

  1 11 2 14

Parenting efficacy 2
Family cohesion/support 2
Methodology 2
Maternal identity 1
Parenting knowledge 1
Marital satisfaction 1
Mother’s mental health 1
Maternal attachment 1

Parenting education 2 (health care 1, interaction
   promotion 1) 

Parenting
   environment

2 6 8

Temperament of infant 1
Parent-child interaction 1

Parenting education 6 (mother‘s role 5, health
   program 1)

(Continued to the next page)

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로서 피양육자인 아동은 퇴원을 앞둔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를 포함하면 신생아가 약 32.8%, 영아가 25.4%로 영아기까지의 

어린 아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학령기 아동 9편, 청소년은 3편

으로 매우 적었다. 초기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된 것은 간호학문이 신생아와 같은 어린 아동에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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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Category Key concept
Descriptive 
knowledge 

n

                 Explanatory
                  knowledge 
                            n

                            Prescriptive
                            knowledge 
                                      n

Total
n (%)

Practical side of 
   parenting

Parenting (methods/
   type/skill/attribute)

4 2 6
Maternal education 2 (discharge 1, neonate video 1)

Child abuse 4 1 5
Parenting efficacy 1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1
Parenting stress 1
Mother’s depression 1

Parenting education 1 (mother’s role 1)

Parent-child relation 1 2 1 4
Social change 1
Parent-child communication 1

Parenting education 1 (mother’s role 1)

Parent-child
   communication

1 1 2
Parenting sense of competency 1 Parenting education 1 (core competency support 1)

Subtotal 34 72 48 154 (43.1)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knowledge

2 6 8
Parenting education 2 (health care 1, parenting
   transition 1)
Maternal education 4 (newborn care 2, discharge 1,
   neonate video 1)

Subtotal 2 6 8 (2.2)
Child’s 
   growth/
   development/
   behavior

Infant’s growth/
   development

1 7 8
Parenting environment 1 Parenting education 6 (mother’s role 6)

Sensory stimulation & touch 1 (massage 1)
Problem behaviors/
   health 

1 3 1 5
Parenting behavior 1
Parenting attitude 1
Concern for child 1

Maternal education 1 (discharge 1)

In-home injury
   prevention

2 2
Experience of safety education 1 
Parenting belief on accident/
   prevention 1 

State 2 2
Sensory stimulation & touch 2 (massage 2)

Subtotal 1 6 10 17 (4.8)
Total (%) 53 (14.8) 197 (55.2) 107 (30.0) 357 (100.0)

*Maternal education: education for newborn’s mother; †Parenting education: education for mother of after newborn.
PTSD=Post traumatic symptom disease.

근이 용이하고, 어린 아동일수록 성장속도가 빠르며 건강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의 세심한 돌보기가 필요하며, 초산모의 

경우 양육경험이 없으므로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에 관

한 중재가 요구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동이 성장 발달함에 

따라 성장발달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문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아동

간호학이 다루고 있는 학문적 특성을 볼 때 아동의 성장발달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

는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청소년 

건강위험행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흡연율 13.3%, 음주율 27.8%, 비의료

적 약물 경험률 6.8%, 자살사고율 23.7%, 자살시도율 5.8%로 청소년들

의 건강행태에 문제가 있음(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

vention, 2008)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강위험행태를 줄이기 위해 양

육자의 적절한 양육실천이 중요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중재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연구개념을 양육속성의 하부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양육에 대한 반

응이 178편(49.9%)으로 거의 반 수에 해당하였다. 실천적인 양육행동이

나 방법에 관한 연구보다 양육자의 양육반응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은 

것은 양육에 대한 반응이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접 경험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자녀양육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측면

(Kwon, 2013)임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특히 양육반응 중 양육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양육스트레스/긴장/부담감이 54편으로 가장 많았

는데,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 대상 주요 개념으로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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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다는 결과(Kim et al., 2010)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과도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회의를 느끼고 위축된 행

동을 보이며, 체력부족, 불안, 우울, 사회적 고립감 등의 부정적 정서반

응을 유발하여 자녀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Kim & Park, 

2009)에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반

응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육자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는 실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는 요인을 확인

하는 설명적 지식을 생성하는 연구는 43편에 연구된 요인이 23개로 매

우 다양한 데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개발을 위

한 처방적 지식을 생성한 연구는 6편, 중재의 내용 또한 교육중재와 감

각적 자극 및 접촉의 두 종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보다 적절한 양육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되는 요인을 중심으로 스

트레스/긴장감/부담감 감소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양육에 대한 반응 영역에서 양육자신감/양육효능감은 

48편을 차지하였는데, 양육자신감과 양육효능감은 양육능력에 대한 

만족감이나 신념으로써 바람직한 양육의 선행요인일 뿐 아니라 양육

효능감이 낮은 양육자에게 양육을 받은 아동은 부적절한 행동을 나

타내며 긍정적 발달에 방해를 받으므로 양육자의 양육자신감과 양육

효능감은 양육자-아동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Oh, 2007)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양육실제 영역에서는 애착과 부모-자녀 상호작용 연구가 총 69편으

로 전체 154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부모-자녀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으

로, 아동의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최적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개념(Kim et al., 2010)이기 때문에 

특히 초기 아동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지식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설명적 지식에서 이들 개념과 관련

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애착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방법을 개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방적 지식에서 중재방법은 

감각적 자극 및 접촉과 부모교육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양한 중재방법

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양육실제 영역에서 양육의 실천

적인 개념인 양육행동/양육실천에 관한 연구는 25편으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였으나 양육자의 양육행동의 적절성을 증진시키고자 수행

된 처방적 지식을 생성한 연구는 7편뿐이었고, 아동의 건강유지와 증

진 또한 처방적 지식은 단 2편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의 건강습관이나 건강생활양식은 일생 동안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양육자는 양육실천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습관을 형성

하고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지지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Kim et al., 

2009)는 점에서 일상적인 건강행동과 감염예방, 비만예방, 사고예방, 성

폭력을 포함한 성문제 등 특정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행동을 

습득하고 습관화시키기 위한 양육내용과 방법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간호학은 아동의 성장발달과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돌보기에 대한 실무지식과 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 다른 어떤 학문분야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성과를 통해 아동양육과 관련된 다른 학문

분야와는 차별화된 지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 처방적 지식을 생성하는 연구에서 개발한 중재는 대부

분 교육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원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을 분석한 Kwon 등(2012)의 연구에서 중재의 유형이 대부분 정보

제공과 교육으로 나타난 결과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간호학회

지 논문을 분석한 Shin 등(2010)의 연구에서 가장 많은 중재가 교육프

로그램이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

가 교육이나 정보제공을 통해 대상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

록 준비시키는 역할(Kwon et al., 2012)임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녀 양육에서도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

사의 교육이 중요한 중재의 수단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교육중재를 

개발하는 경우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과 내

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양육관련 간호중재가 교육에만 국한

되지 않고 양육의 실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양육행동 수행에 관한 지식

이나 실천의 정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학 학술지 게재논문과 간호학 분야 학위논문 중 가

족 양육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논문을 양육의 속성과 지식체 유형

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추후 아동양육에 대한 연구와 간호실무의 방

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자녀양육 관련 연구의 대상자는 어린 아동의 어머니에 편

중되어 있어서 다양한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체가 

개발되었으나 개발된 지식의 수준은 설명적 지식이 과반수를 차지하

여 처방적 지식의 개발이 미흡하고, 처방적 지식의 중재방법 또한 교육

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육의 속성별로는 양육의 실제

적인 측면보다 양육자의 양육에 대한 반응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 속성 중 양육의 실제영역에는 

애착과 모아 상호작용이, 양육에 대한 반응영역에는 양육스트레스, 양

육자신감과 양육효능감, 양육태도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

를 제언한다. 첫째, 양육공동 책임자로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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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와 대리 양육자로서 조부모, 또는 다양한 대리 양육자 대상의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아동의 발달단계별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양육내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동양육 관련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아동간호학의 차별화된 양육지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절한 

양육실제를 유도하는 처방적 지식을 개발하는 다양한 실험연구를 제

언한다. 넷째, 아동양육이 미래의 건강한 국민을 양성하는 매우 중요

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과 간호학이 이를 효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학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양육정책을 개발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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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간호학분야에서 수행된 양육에 대한 연구논

문을 양육의 속성과 지식체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추후 자녀양

육에 대한 연구와 간호실무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방법

KoreaMed, 한국학술정보,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과학기술학회

마을, 한국교욱학술정보원의 5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201편의 논문

을 선정하였고, 개념을 양육의 속성과 지식체 유형별(기술적, 설명적, 

처방적 지식)로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설계는 실험연구가 27.3%, 비실험연구가 72.7%였고, 연구대상자

는 양육자로는 어머니가 가장 많았고(36.0%), 피양육자로는 신생아가 

가장 많았다(29.6%). 양육속성별로는 양육에 대한 반응 영역이 가장 

많았고(49.9%), 양육지식 영역이 가장 적었다(2.2%). 양육속성의 하위영

역별로는 양육에 대한 반응 영역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효

능감. 양육태도 등의 순이었고, 양육실제 영역에서는 애착, 부모-자녀 

상호작용, 양육행동/양육실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장/발

달/행동 영역에서는 영아의 성장과 발달, 행동/건강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식체 유형별로는 설명적 지식이 가장 많았고(55.2%), 처방

적 지식(30.0%), 기술적 지식(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체가 개발되었으나 처방적 지식

의 개발이 미흡하며, 발달단계별 양육과 어머니 외의 다른 양육자 대

상 연구가 부족하였고, 양육의 실제적인 측면보다는 양육에 대한 반응

에 관한 연구가 더 많았다. 따라서 양육의 공동 책임자인 아버지와 대

리 양육자 대상의 연구, 아동의 발달 단계별 건강을 위한 아동간호학

의 차별화된 지식 개발 연구, 양육실제를 유도하는 처방적 지식을 개

발하는 연구와 아동양육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동양육정책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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