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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 ․ 심리학적 및 영적인 요소가 통

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총체적인 존재로, 인간을 둘러

싸고 있는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Kim, 2008). 간호

라는 개념은 복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으로, 간단

히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미국간호협회는 간호를 실제적 ․ 잠재

적 건강문제에 한 인간의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Butcher, Bulechek, Dochterman, & Wagner, 

2013; Kim, 2008). 건강은 간호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개

념으로, 간호사는 상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질병 예방,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

야 한다(Kim, 2008). 또한 현존하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목표와 중재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건강결과의 향상을 도

모할 수 있다(Butcher et al., 2013).

사전적 의미에서 ‘치료적(therapeutic)’은 질병 또는 장애의 

치료와 관련된 모든 것, 몸과 마음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것, 유

용하거나 긍정적인 결과 또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정의

되고 있으며(Merriam-Webster Dictionary, 2015), 의학적인 

측면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간호학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상자의 웰빙(wellbeing),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중재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 건강결과의 향상

에 기여하고 있다(Lautenschlaeger, Müeller, Immenschuh, 

Muser, & Behrens, 2014). 그러나 국내에서는 간호학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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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치료적’이라는 용어를 문헌에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치료적 중재’에 한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

다. 또한 무엇이 치료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한 일관되고 명확

한 정의가 부족하다. 반면, 외국의 경우는 상자의 건강결과 

향상을 위한 중재연구에서 ‘therapeutic interven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Lima-Basto, José, Gomes, Potra, 

Diogo, & Reis, 2010).

심리학, 범죄학, 사회복지학 및 교육학 등의 타 학문에서는 

신체, 심리 및 인지행동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치료적’이

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 맞게 

각기 다른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Choi, 2015; Han, 2011; 

Kang, 2015; Lee & Choi, 2016; Park, 2007; Patterson & 

Welfel, 2000).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적 의미에서 ‘치료’는 어

떤 질병, 장애, 또는 문제를 치료, 치유, 완화하기 위해 계획된 체

계적 과정과 활동을 의미한다(Lee, 2009). 상담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발달과정이나 행동, 그리고 상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변화과정들을 치료계획에 포함하며, 이러

한 변화를 돕기 위해 ‘치료적 개입’을 한다(Patterson & Welfel, 

2000). 또한 정신건강의학에서는 인지적, 행동적 또는 사회적 전

략을 통해 질환의 요구에 적응하며 가능한 자원들을 찾도록 돕

고, 가족과 환자 모두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높이는 데에 치료

적 개입의 목적을 두고 있다(Rolland & Werner-Lin, 2006). 따

라서 ‘치료적(therapeutic)’이라는 개념은 유사하게 쓰이지만 

적용되는 학문에 따라 그 속성은 다를 수 있다. 

더욱이 ‘intervention’은 간호학에서 ‘중재’로 주로 해석되

고 있는 반면 타 학문에서는 ‘개입(介入)’이라는 용어로도 사

용되기 때문에 중재와 개입의 개념이 일치하는지에 한 정보

도 제한적이다. 특히 사회사업 측면에서 ‘개입(intervention)’

은 의사의 ‘치료’라는 말과 유사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전적 정

의를 근거로 할 때(Lee, 2009), 간호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재

도 상자의 건강결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개념은 어떤 현상에 한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로

(Walker & Avant, 2005), 개념이 지닌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저하될 

수 있다(Morse, 2000). 따라서 ‘중재’와 관련된 간호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료적’ 의미에서의 중재에 

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정

의된 개념은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의미적 가치를 명료하게 함

으로써 현상과 관련된 속성과 정확한 정의를 확보할 수 있다

(Walker & Avant,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Walker와 Avant (2005)의 개념분석의 

틀에 근거하여 간호학적 측면의 ‘치료적 중재’에 한 개념분

석을 통해 그 속성을 파악하고 정의함으로써 치료적 중재에 

한 개념의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치료적 

중재와 관련한 간호중재 개발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간호실무 

및 간호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Walker와 Avant (2005)의 개념분석 절차

에 따라 치료적 중재의 명확한 속성을 규명하고, 그 의미를 조

직화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헌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간호학

에서의 ‘치료적 중재’ 개념분석을 위해 Walker와 Avant (2005)

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관련 선행문헌의 고찰을 통

해 간호학에서의 ‘치료적 중재’ 개념의 사용범위를 확인하였

고, 문헌 속에 제시된 개념의 선행요인, 속성 및 결과를 파악하

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문헌조사의 범위는 ‘치료(therapy, therapeutic)’, ‘중재

(intervention)’, ‘개입(intervention)’에 관한 사전적 정의, 이

와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이다. 검색 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로 제한하였다. 연도를 제한한 이유는 갈수록 높

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환경 속에서 간호서비스 

또한 매우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까지 이르게 되어 그 개념이 

과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2010년에 수행된 체계적 고찰 연

구(1993~2006년 문헌 검색)에서 ‘therapeutic intervention’, 

‘therapeutic nursing’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문헌에서 사용되

고 있었지만, 문헌 속에서 치료적 특성이 포함된 간호중재에 

한 명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Lima-Basto et al., 2010). 또

한, Lautenschlager 등(2014)은 현재 ‘therapeutic nursing’이 

간호실무에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명확한 정

의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국내 문헌 검색을 위해 한국교육학술

정보원(RIS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고, 간호학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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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치료적 중재’ 또는 ‘치료적 간호’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어를 ‘치료적’, ‘중재’, ‘간호개입’, ‘간호중재’로 하였다. 검

색 결과 RISS에서 1,778건 검색되었다. 국외 논문 검색은 Pub-

Med, EMBASE, CINAH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검

색어는 ‘therapeutic intervention’, ‘nursing’, ‘therapeutic 

nursing intervention’, ‘therapeutic nursing practice’, ‘thera-

peutic nursing’으로 하였다. 검색 결과, PubMed에서 90건, 

EMBASE에서 139건, CINAHL에서 51건으로 총 280건 검색되

어, 국내 ․ 외를 합하여 총 2,058건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이 중, 

중복문헌, 컨퍼런스 초록, 연구 프로토콜, 간호사의 개입이 없

는 의학적 치료, 도구이름(therapeutic intervention)으로서 

사용, 주제 관련 없음, 전문(full text)을 볼 수 없음, 한글 또는 

영어가 아닌 문헌들은 제외하여 최종 29편의 논문이 분석에 사

용되었다(Figure 1, Appendix 1).

자료분석은 최종 선정된 29편의 문헌에 해 세 명의 연구자

가 독립적으로 문헌을 읽고 개념의 선행요인, 속성 및 결과를 추

출하여 데이터 표로 작성하였다. 이후, 세 명의 연구자가 여러 

차례 만나 각자가 정리한 데이터 표와 원 문헌을 함께 보며 논의

를 하고,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념의 결정적 속성을 도

출하였다. 다음으로, Walker와 Avant (2005)의 분석방법에 따

라 개념의 모델사례 및 부가사례를 만들어 제시하고, 선행요인

과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 작업으로, 도출된 개념의 선행요

인, 속성 및 결과를 조직화하여 간호학에서의 ‘치료적 중재’에 

한 이론적 정의를 내렸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념을 선정한다.

  개념의 사용범위를 확인한다.

 개념의 정확한 속성을 결정한다.

 개념의 모델사례를 제시한다.

 개념의 부가사례(경계 사례, 반  사례, 연관 사례)를 제시

한다.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경험적 준거를 결정한다. 

연 구 결 과

1. 개념의 선정

간호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치료적 중재’에 한 특성을 파

악하여 무엇이 치료적 중재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함으

로써 치료적 중재와 관련한 간호중재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이 

개념을 선정하였다. 

2. 개념의 모든 사용 확인

1) 치료적(therapeutic) 중재에 대한 사전적 정의

‘치료적’은 ‘치료’의 형용사형이며, 국내 표준국어 사전에

서의 ‘치료治療’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으로 

정의하고 있다(The Korean standard dictionary, 2008). 국외 

Merriam-Webster Dictionary (2015)에서의 ‘치료적(therapeu-

tic)’의 의미는 약물 또는 방법에 의한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와 

관련된 것; 신체 또는 정신에 이로운 효과를 주는 것; 유용하거

나 긍정적인 결과 또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Relating to the 

treatment of disease or disorders by remedial agents or 

methods; Having a beneficial effect on the body or mind; 

Producing a useful or favorable result or effect)이라 정의하

고 있다. 

국내 표준국어 사전에서의 ‘중재’는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

을 화해시킴; 제 삼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

고 해결하는 일이라 정의하고 있다(The Korean standard dic-

tionary, 2008). 국외 Cambridge dictionary (2013)에서의 ‘in-

tervention’은 어려운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의

도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어려운 상황에 의도적으로 관여하는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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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또는 사실; 문제를 개선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해 어려운 상황에 관여하는 것, 또는 수행 하는 상황(Action 

taken to intentionally become involved in a difficult situa-

tion in order to improve it or prevent it from getting worse; 

The act or fact of becoming involved intentionally in a dif-

ficult situation; Involvement in a difficult situation in order 

to improve it or prevent it from getting worse, or an occa-

sion when this is done)이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치료적 중재의 사전적 정의는 ‘어려운 상황에 의도적

으로 관여하여 문제를 개선시키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함

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결과 또는 이로운 효

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타 학문에서 ‘therapeutic intervention’의 개념적 사용

타 학문에서 ‘therapeutic intervention’은 주로 ‘치료적 개

입’으로 사용되고 있다. 범죄학에서의 치료적 개입은 성폭력범

죄자, 약물중독사범, 가정폭력사범 및 성구매자 등을 상으로 

수감명령과 치료감호의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Han, 2011). 

상담학에서는 인간의 발달과정이나 행동, 그리고 상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변화과정들을 치료계획

에 포함하며, 이러한 변화를 돕기 위해 치료적 개입을 한다

(Patterson & Welfel, 2000). 즉, 내담자가 호소하는 부적응적

인 행동을 감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며, 이를 체할 수 있는 

행동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행동방식을 습득

하도록 돕는다(Patterson & Welfel, 2000). 그리고,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화, 행동형성, 체계적 감감법, 자기주장

훈련, 타임아웃 등의 상담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Choi, 2015). 

자살 유가족의 가족상담과 치료적 개입을 연구한 Kang (2015)

은 자살 유가족의 정상화와 재구조화(애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을 감소시키고, 처 능력을 향상시킴)를 위해 심

리교육, 자살 이야기 쓰기, 치유적 의식, 가족 스트레스 해소활

동 모델 적용 등과 같은 가족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상자 또는 가족들을 

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인지 및 행동적 증상을 경감시키고, 

처전략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

고 보고하였다(Choi, 2015).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 요인을 

연구한 Lee와 Choi (2016)는 가족 체계 다루기, 관계 변화의 

주체로서 개인 다루기, 부부체계 평가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기술 훈련하기, 부부 사이의 체험적 수용과 소통 촉진하

기, 변화를 위한 구조와 안전감 제공하기 등이 치료적 개입 요

인의 특성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아 상의 교육학에서의 치료적 개입은 유아의 발달과 학

습을 촉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 상

자의 개별적 특성과 맥락에 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Park, 2007). 

의료 ․ 사회복지학에서는 질병을 가진 개인과 환경 간의 상

호관계에 초점을 두며 질병을 가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체계

를 포함한 사정과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진다(Han, Choi, & 

Jang, 2006).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 가족의 치료적 개입은 환

자와 가족 모두의 심리적, 신체적 및 관계적 욕구에 초점을 맞

추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인지적, 행동적 또는 사회적 전

략을 통해 가능한 자원들을 찾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

족 모두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Rolland & Werner-Lin, 2006). 이러한 가족의 치료적 개입은 

정서적 지지, 자조모임, 스트레스 관리, 문제해결, 행동 관리 및 

인지적 재구조화와 같은 다양한 접근들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

루어진다(Pusey & Richard, 2001). 

3) 간호학에서 ‘therapeutic intervention’의 개념적 사용

간호학에서의 ‘치료적’으로서의 중재는 돌봄을 기반으로 환

자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하였다(Lima-Basto et al., 2010). 이러한 치료적 관계는 

간호사와 상자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트너십, 친 감 및 호혜성(상호간의 이익) 개념으로 구성된다

(Lima-Basto et al., 2010). 간호사는 이러한 치료적 관계를 형

성하기 위해 상자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비 판단적인 태도를 

갖추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Østergaard, 

Mahrer-Imhof, Wagner, Barington, Videbæk, & Lauridsen, 

2018). 영적간호에 한 개념분석 연구에서도 간호사는 치료

적 관점에서 중요하며 환자와 간호사 간의 민감성과 신뢰적 

관계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영적 안녕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Ramezani, Ahmadi, Mohammadi, & 

Kazemnejad, 2014).

여러 연구에서 치료적 중재를 통해 상자의 문제에 한 

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치매노인 가족

을 상으로 한 Lima, Caldas, Santos, Trotte와 Silva (2017)

의 연구에서는 가족과의 관계 및 사건들을 이해하고, 문제와 

관련한 사실 및 요구를 인식하여 지지해주는 것으로 치매과정

에 한 처능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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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인신매매 생존자를 상으로 한 Curran, Naidoo 

와 McHunu (2017)의 연구는 상자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성을 높이고 기본적인 자기관리 기술 및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처전략을 향상시키는 것이 치료적 중재로서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동기부여, 심리적 탄력성 및 임파워먼트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Owlia, Kazemeini와 

Gholami (2012)는 암 환자의 구내염 예방 및 관리의 상황에서 

효과적 자가간호 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

이 치료적 중재라 하였으며, Wand, White와 Patching (2008)

은 응급실에서의 정신건강전문간호사의 서비스에 한 전문

가 인터뷰를 통해 환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임파워먼트 향

상을 위해 심리치료적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치료적 간호중재

라고 하였다. 

또한, 간호학 문헌에서 치료적 중재는 목표지향적인 것이라 

하였다. Zhen, Wang, Tao, Wang과 Chen 등(2012)의 설암 

환자의 삼킴 재활을 위한 중재연구에서는 환자의 적절한 관리

를 촉진하기 위해 임상간호전문가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으며, 

목표를 향해 위기문제(삼킴 장애)를 관리하는 과정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심부전 환자를 상으로 한 Østergaard 등(2018)

은 가족중심의 치료적 중재로서 치료적 화를 활용하였는데, 

상자와 가족의 욕구 중심의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적인 계획

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몇몇 연구에서는 치료적 중재를 상자 중심으로 접근하

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신과 병동에서의 신체억제에 해 연

구한 Ramezani 등(2014)은 치료계획에 환자를 참여시킴으

로써 환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치료적 중재라 하였으며, 

Romeyke와 Stummer (2013)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통

합적 관점에서 환자 중심의 비약물적 접근과정으로 정의하였

다. Østergaard 등(2018)은 치료적 중재로서 치료적 화를 활

용하였는데, 상자의 관점을 인정해주고 신념과 믿음을 표현

하도록 격려하고, 개별적인 관점에서 환자 및 가족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치료적 중재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치료적 중재를 총체적이고 통

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Sturm (2009)은 지역사회 

정신간호사의 치료적 간호중재에 한 질적 연구 분석에서 상

자의 고유성을 이해하고 통합적 욕구충족이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였고, 이를 위해 환자를 

임파워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Finfgeld-Connett (2009)

는 공격적인 환자에 한 간호사의 치료적/비치료적 반응에 

한 질적 연구의 메타합성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간호

사가 환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환자의 요구에 맞게 진심으로 

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간호사의 심상요법 경험에 

한 질적 연구에서는 환자를 돕기 위해 그들의 철학 또는 라이프

스타일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전문적 실무를 치료적 중재라

고 표현하였다(Andrews & Shaw, 2012).

3. 개념의 결정적 속성 확인

치료적 중재가 간호학에서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는지에 

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 치료적 중재는 ‘간호사- 환자 간의 치료

적 관계 형성 즉, 파트너십, 친 성, 호혜성 형성을 통해 환자

(또는 가족)의 개별성과 욕구를 인정 및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현

실적이고 실행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목표지향적인 과정을 포

함하며, 신체, 심리 및 환경적 측면의 총체적 ․ 통합적 접근을 통

해 환자 스스로 문제에 처하고 효과적인 자가관리를 하도록 

처능력을 강화시키는 행위’로 확인되었다. 이 개념은 타학

문의 치료적 개입과도 유사한 맥락을 띠고 있으나 앞서 언급

한 간호문헌들에서 몇 가지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첫째, 간호

학에서는 타학문에서 다루지 않은 치료적 관계 형성에 해 

파트너십, 친 감 및 호혜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헌에서 이

러한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해 제시하고 

있다(Lima-Basto et al., 2010; Østergaard et al., 2018; Rame-

zani et al., 2014). 둘째, 목표설정을 위해 간호사와 환자 사이

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다(Østergaard et al., 2018; 

Zhen et al., 2012). 셋째, 문제 해결에 한 처능력 강화 전략

으로 자율성 증진을 위한 동기부여와 임파워먼트 향상을 강조

하고 있다(Curan et al., 2017; Lima et al., 2017; Owlia et al., 

2012; Wand et al., 2008). 넷째, 질병에 의한 신체적 문제 해결

을 위해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속에 임상 실무 기반의 접근

이 포함되며, 다학제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Andrews & Shaw, 

2012; Finfgeld-Connett, 2009; Sturm, 2009).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치료적 중재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1) 치료적 

관계 형성; 2) 목표지향적; 3) 처능력 강화; 4) 상자 중심; 5) 

총체적이고 통합적 접근

4. 개념의 모델사례(model case)

모델 사례란 개념에 한 확인된 속성을 모두 포함하며

(Walker & Avant, 2005), 그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개념의 필수 양상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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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남자 김00 환자는 한 달 전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오른쪽 사지의 허약으로 

재활치료 중이다. 부인과 딸이 자주 방문하지만 입원기간 

동안 거의 말이 없고 매우 우울한 모습이며 재활에 한 

의지가 낮아 보인다. 담당간호사인 박간호사는 병실을 자

주 방문하여 환자와의 친 감과 라포를 형성하고자 노력

하였다. 김00 환자는 자주 방문하여 자신에게 관심을 가

져주는 박간호사에게 차츰 마음을 열고 자신에 한 이야

기를 하게 되었다. 박간호사는 면담을 통해 환자의 이야

기를 경청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해서는 공감해주었

다(치료적 관계 형성). 환자는 거동장애와 직장을 잃은 것

과 관련한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였고, 가장으로서의 역할

을 하지 못하는 것에 한 심한 자책감을 표현하였다. 박

간호사는 환자와 함께 의논하여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목표로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을 세웠다(목표지향적). 신체적인 거동장애의 문제를 돕

기 위해 매일 목표 걸음수를 정하여 걷는 연습을 하였고, 

심한 우울감에 해서는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심리치료

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직과 사회생활 단절에 한 

문제를 돕기 위해 환우회를 소개하고, 사회복지사를 통해 

직업재활센터 소개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의뢰하였다. 가족들에게도 환자를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격려를 제공하였으며, 집안의 문턱 등 구조

적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에 해서도 조언해주었다(총체

적이며 통합적 접근, 상자 중심). 박간호사는 김00 환자

의 실천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재활의지를 북

돋아주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

여하였다( 처능력 강화). 6개월 후 김00 환자는 지팡이

를 짚고 스스로 거동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직업재활센

터로부터 소개받은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다. 

5. 개념의 부가사례

1) 경계 사례

경계 사례는 제시된 모든 속성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개념

의 중요한 일부 속성을 포함하는 사례이다(Walker & Avant, 

2005).

75세 여성 최00 환자는 20여 년 전부터 당뇨로 외래 통

원치료 중이나, 저혈당 증상으로 종종 입원한다. 담당간

호사는 최00 환자의 자주 나타나는 저혈당 문제해결을 돕

고자 하였다. 화를 통해 최00 환자가 혼자 살고 있고 무

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식사를 잘 챙겨먹기

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가보조금을 받아 생활

하고 있으며, 자식들도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바쁘

게 살다보니 최00 환자를 보살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담당간호사는 환자의 말을 경청하며 처한 상황에 해 이

해하였다(치료적 관계 형성). 담당간호사는 최00 환자와 

함께 정상 혈당수치 유지를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

적 계획을 세웠다(목표지향적). 우선 저혈당 예방을 위한 

자가간호 지침서를 작성하여 교육하고, 환자의 이해정도

를 확인하여 피드백을 주었다( 상자 중심). 또한, 거동불

편으로 스스로 식사를 챙겨먹기가 힘든 것이 가장 큰 문제

임을 인식한 간호사는 의사에게 보고 후 환자에게 정형외

과 협진을 권유하였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최00 환자는 

협진을 거부하며 무릎 치료는 다음에 받겠다고 하였다. 

담당간호사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고 생각하여 더 이상 정형회과 협진에 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저혈당에 한 내과적 치료에 전념하였다. 입원 

중 저혈당 증상이 해결되고 식사도 잘 하게 된 최00 환자

는 며칠 후 집으로 퇴원하였다. 

2) 반대사례

반  사례는 개념의 속성이 중요한 속성과 반 되고, 개념의 

속성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설명하는 개

념의 이해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다(Walker & Avant, 2005).

63세 여성 김00 환자는 한 달전부터 지속되는 가슴 답

답함으로 내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입사 6개월차인 담당

간호사는 간호력을 작성하기 위해 환자의 병실을 방문하

여 입원동기나 과거력 등을 조사하였다. 환자는 담당간호

사와 화 도중에 “우리 아들이 한달 전에 교통사고로 죽

었어요”라고 얘기하며,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심한 우울

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평소에 따뜻하게 

잘 해주지 못한 것에 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아

들의 죽음 이후 불면증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

했다. 그러나 담당간호사는 자신의 벅찬 업무량으로 화

가 길어지는 것에 해 마음이 불편했다. 간호력을 작성

하면서 다음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임상경험

이 부족하여 힘든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지도 몰랐다. 담당간호사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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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therapeutic intervention.

자의 사연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현재 나타난 가슴 답답함

이 가장 중요한 신체증상이라고 생각하여 의사에게 증상

에 해 보고하였고, 환자의 신체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간

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3) 연관사례

연관 사례는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과 관련 있는 개념의 중요

한 속성이 포함되지 않는 사례이다(Walker & Avant, 2005). 

개념 간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분석하는 개념과 유사하지만 결

정적인 속성은 포함하지 않는 다른 의미를 가진 사례이다.

최간호사는 응급외상센터에 근무하는 5년차 간호사이

다. 이00 환자는 건설현장에 근무하며, 1시간 전 공사 도

중 3층 높이에서 낙상하여 응급외상센터로 내원하게 되

었다. 환자는 경추 부위의 손상과 퇴골절로 심한 통증

을 호소하고 있으며,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즉시 이00 환

자의 진단검사와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담당간호사인 

최간호사는 골절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신체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얼마 후에 응급처치를 받

고 진통제를 투여 받은 환자는 다소 안정을 찾았다. 최간

호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는 

심리적 상담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00 환자에게 사고당시의 상황을 떠올려서 그 때의 불안

감을 표현하도록 격려하였다. 환자는 사고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기 싫다고 짜증을 내며 화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최 간호사는 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안감

에 한 심리적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외상 당

시 상황을 이야기 하도록 요구하였다.

6. 개념의 선행요인(antecedents)과 결과(conse-

quences) 확인

이 과정은 속성을 다듬고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계로서, 

선행요인은 개념의 발생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부수적인 

조건들이며 결과는 개념의 발생 후에 나타나는 사건이나 부수

적인 조건들을 의미한다.

1) 선행요인

문헌을 통해 확인된 간호학에서의 치료적 중재의 선행요인

은 상자를 공감하고(Lima-Basto et al., 2010), 이해하며

(Lima et al., 2017; Østergaard et al., 2018; Ramezani et al., 

2014), 비 판단적인 태도를 갖추고(Finfgeld-Connett, 2009; 

Ramezani et al., 2014), 신뢰를 형성하는 것(Curran et al., 

2017; Lima-Basto et al., 2010; Ramezani et al., 2014)으로 나

타났다(Table 1, Figure 2). 구체적으로 (1) ‘공감하기’는 어떤 

상황에서 상자의 느낌에 한 반응을 인식하여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2) ‘이해하기( 상자 및 문제 상황)’는 상자

가 현재 겪고 있는 주변 환경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며, 상자의 행위에 한 맥락적 측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비 판단적 태도’는 제공자 자신의 생각 및 

의견을 유보하는 것으로, 선입견 없이 머릿속을 깨끗이 비운 상

태에서 상자와 면하는 것이다. (4) ‘신뢰 형성하기’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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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ecedents, Attributes and Consequences of Therapeutic Intervention in Literature Review

First author (year) Antecedent Attributes Consequences

1. Anderson (2011) Patient-centered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Improve the quality of life

2. Andrews (2012) Understanding (patient and 
problem situation)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3. Bennett (2012) Understanding (patient and 
problem situation)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Improve coping skills
(empowerment, resilience)

4. Chao (2008) Empathy
Understanding (patient and 

problem situation)

Goal-oriented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Patient-centere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mprove self-care 

5. Chiang-Hanisko (2009)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Patient-centered

Improve coping skills

6. Curran (2017) Trust building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Reinforcement of coping ability
Patient-centered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Improve coping skills
(empowerment, resilience)

7. Finfgeld-Connett (2009) Understanding (patient and 
problem situation) 

Non-judgmental attitude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Patient-centered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Improve coping skills

8. Gallagher (2012)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Improve quality of life

9. Goulet (2018) Non-judgmental attitude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Patient-centered

10. Goulter (2015)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Patient-centered

11. Hsu (2009) Reinforcement of coping ability Improve coping skills
(self-motivation, competence)

12. Kołtuniuk (2017) Reinforcement of coping ability
Patient-centered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Improve quality of life

13. Lima-Basto (2010) Empathy 
Trust building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Improve quality of life
Improve coping skills

14. Lima (2017) Understanding (patient and 
problem situation)

Reinforcement of coping ability Self-care improvement

15. Mueller (2008) Goal-oriented Improve coping skills
(empowerment, self-efficacy)

16. Østergaard (2018) Non-judgmental attitude 
Understanding (patient and 

problem situation)

Goal-oriented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Reinforcement of coping ability
Patient-centered

Improve quality of life

17. Owlia (2012) Reinforcement of coping ability Improve quality of life
Improve self-care 

18. Percy (2018) Empathy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Patient-centered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19. Pollard (2015) Empathy 
Understanding (patient and 

problem situation)

Patient-centered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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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ecedents, Attributes and Consequences of Therapeutic Intervention in Literature Review (Continued)

First author (year) Antecedent Attributes Consequences

20. Ramezani (2014) Understanding (patient and 
problem situation)

Non-judgmental attitude 
Trust building

Goal-oriented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Patient-centered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Improve coping skills
(empowerment)

21. Richardson (2016) Empathy
Understanding (patient and 

problem situation) 
Trust building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22. Richardson (2015) Empathy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Patient-centered

23. Romeyke (2013) Patient-centered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24. Shin (2015)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Improve quality of life

25. Sturm (2009) Understanding (patient and 
problem situation)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Patient-centered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Improve quality of life
Improve coping skills

(empowerment, autonomy)

26. Voltelen (2016) Understanding (patient and 
problem situation)

Goal-oriented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Patient-centered

Improve quality of life
Improve self-care 

27. Wand (2008) Patient-centered Improve coping skills
(empowerment, self-efficacy)

28. White (2014) Empathy
Understanding (patient and 

problem situation) 
Non-judgmental attitude

Forming a therapeutic relationship
Holistic integrated approach

Improve coping skills

29. Zhen (2012) Goal-oriented Improve quality of life

자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으

로, 제공자에 한 안전한 느낌을 강화시키며, 회복 과정에서 

상자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결과확인

간호학에서의 치료적 중재에 한 결과로는 상자의 삶의 

질 향상이 향상되며(Lima-Basto et al., 2010; Zhen et al., 

2012), 처기술 향상(Curran et al., 2017; Ramezani et al., 

2014; Wand et al., 2008) 및 자가간호가 증진(Lima et al., 

2017; Owlia et al., 2012)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Figure 2). (1) 삶의 질 향상은 건강 관련 측면에서의 삶의 질 향

상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심리적 요소(즉, 불안, 두려움, 외로

움, 고립 등)가 감소되고, 환자의 신체적 및 심리적 안녕감이 증

가하는 것이다. 환자는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활동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고립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접촉을 확 시킨다. (2) 

처기술 향상은 치료적 중재를 통해 임파워먼트, 자기동기화, 

역량, 자기효능감 및 회복력 등의 자율성 요소가 증진됨으로써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위기에 처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자가간호 증진은 직면하거나 

잠재적인 건강문제에 해 적절한 처기술을 사용하여 효율

적으로 자가관리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7. 경험적 준거 확인

개념분석은 간호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매모호한 개념

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도구를 개발할 때 측정하려고 하

는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을 반영하여 문항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경험적 준거의 확

인은 이러한 개념의 속성들이 실제 현장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

준다(Walker & Avant, 2005). 본 연구에서 확인된 ‘치료적 중

재’의 속성에 준한 경험적 준거는 다음과 같이 중재전략이나 

중재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Østergaard 등(2018)의 연구에

서는 심부전 환자와 그의 가족들을 상으로 치료적 중재로서 

치료적 화(Family of Nursing Therapeutic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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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TC)를 적용하였다. 이 연구의 치료적 중재 구성은 현실적

인 치료계획 세우기 및 미래 목표 확인하기 등과 같은 목표지향

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환자와 가족 구성원의 질병에 

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신념을 반영하며, 그들의 이슈 및 

문제 확인하기를 통해 상자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정신간호사의 치료적 간호중재에 

한 질적 연구에서 치료적 간호중재는 간호사와 환자사이의 상

호작용을 기반으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측면의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며, 

자가관리 증진을 위해 상자를 임파워링 해주는 것으로 밝히

고 있다(Sturm, 2009). Finfgeld-Connett (2009)는 환자의 공

격성에 한 치료적/비치료적 반응에 관한 질적 연구의 메타

합성 연구에서 환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며,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간호사와 환자 사이의 치료적 관계에 

해 강조하였다.

선행문헌에서 제시된 치료적 중재 전략이나 중재방법 외에

도, 향후 간호분야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규명된 속성을 포함

한 치료적 중재를 개발 및 적용하거나, 규명된 속성을 하부영

역으로 하여 치료적 중재 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논 의

간호학에서 상자의 건강결과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중재

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재에는 ‘치료적’인 의미가 포

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료적 중재’에 한 특성

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무엇이 치료를 구성

하고 있는지에 한 일관되고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료적 중재’의 개념에 한 선행요인과 속성을 파

악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치료적 중재의 첫 번째 속성은 ‘치료적 관계의 

형성’이다(Lima-Basto et al., 2010; Østergaard et al., 2018; 

Ramezani et al., 2014). 치료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간호사와 

환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환자의 

자율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Lima-Basto et al., 2010). 선행

연구에서 치료적 관계는 간호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에서 파트

너십, 친 감 및 호혜성(상호간의 이익)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으며(Lima-Basto et al., 2010), 간호사는 이

러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자를 공감하고 이해하

며, 비 판단적인 태도를 갖추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Lima-Basto et al., 2010; Ramezani et al., 2014). 타

학문에서도 치료적 개입을 위해 개인, 가족 및 환경 간의 상호

관계에 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Han et al., 2006), 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상황적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간

호학에서는 파트너십, 친 감 및 호혜성의 형성 과정을 포함하

는 환자와 간호사 사이의 역동적인 ‘치료적 관계 형성’이 치료

적 중재로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두 번째 속성으로 ‘목표지향적’이 도출되었는데, 여러 선행

연구에서 환자의 적절한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치료목표를 세

우며, 그것을 평가하도록 하였다(Østergaard et al., 2018; Zhen 

et al., 2012). 즉, 간호사는 상자 또는 그들 가족의 욕구에 초

점을 맞추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평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Øster-

gaard et al., 2018). 이와 유사하게 상담학에서도 상자가 추

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변화과정들을 치료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치료적 개입으로 정의하고 있다(Patterson & 

Welfel, 2000). 그러나 간호학에서의 ‘목표지향적’은 치료적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돌봄을 축으로 간호사와 상자 간의 

협동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적극

적인 개념으로 여겨진다(Zhen et al., 2012). 

세 번째로 도출된 속성은 문제에 한 상자의 ‘ 처능력

의 강화’이다(Curran et al., 2017; Lima et al., 2017; Owlia et 

al., 2012; Sturm, 2009; Wand et al., 2008). 많은 연구에서 

상자의 건강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처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Curran et al., 

2017), 임파워먼트 또는 회복탄력성을 증진시켜(Sturm, 2009; 

Wand et al., 2008), 효과적인 자가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Owlia et al., 2012). 이는 상담심리

학에서 치료적 개입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적응의 감소 

및 건설적인 행동방식의 습득 등의 처능력 향상과 유사하다

(Choi, 2015; Kang, 2015; Patterson & Welfel, 2000). 그러나, 

간호학 문헌에서는 처능력 강화(예, 효과적 자가간호)를 위

해 자율성을 위한 동기부여 및 임파워먼트 향상의 필요성을 특

히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로 도출된 속성은 ‘ 상자 중심’이다. 즉, 상자의 

고유성을 이해하고, 개별 요구를 인식하며(Finfgeld-Connett, 

2009; Ramezani et al., 2014), 상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Østergaard et al., 2018; Wand et al., 

2008). 또한 치료계획에 상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Ramezani et al., 2014). 이는 유아 상의 교육

학에서 유아의 개별적 특성과 맥락에 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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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야 한다는 점(Park, 2007), 부부상담의 치료적 개입 연

구에서(Lee & Choi, 2016) 관계 변화로의 주체로서 개인을 다

루어야 한다는 점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행위이다. 

치료적 중재를 위해서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Lima-Basto et al., 2010; 

Romeyke & Stummer, 2013). 이는 질병을 가진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질병을 가진 개인 뿐 아니라 가

족체계를 포함한 사정과 치료적 중재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Østergaard et al., 2018),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욕구에 초점

을 맞추어 인지적, 행동적 또는 사회적 전략을 통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타 학문의 치료적 개입의 속성과 유사하였다

(Rolland & Werner-Lin, 2006). 그러나, 간호학에서는 질병에 

의한 신체적 욕구 충족이 일차적인 문제로 나타날 경우에는 전

문적인 임상 실무 기반의 접근이 필수적이며, 총체적이고 통합

적인 접근을 위해 다학제 간의 긴 한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학에서의 ‘치료적 중재’는 간호사

와 환자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치료적 관계 형

성’의 개념이 포함된 점이 타 학문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두드

러진 차이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치료적 도구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반

면, ‘치료적 중재’가 목표지향적이며, 처능력을 강화시킨다

는 점, 상자 중심이라는 것과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타학문의 ‘치료적 개입’에서의 의미와 유사하

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학에서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

정은 간호사와 상자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며, 

처능력 강화 전략으로 동기부여와 임파워링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자의 범위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임상까지 포함되

므로, 총체적이고 통합적 접근 속에 신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임

상 기반의 실무 및 다학제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학문

과는 차이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치료적 중재는 ‘간호사- 환

자 간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통해 환자 또는 가족의 개별성과 

욕구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에 참여시키며, 그들이 

욕구에 초점을 맞춘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목

표지향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신체, 심리 및 환경적 측면의 총

체적 ․ 통합적 접근을 통해 환자의 처능력을 강화시키는 행

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적’ 의미의 간호중재 개발과 적

용은 간호실무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 검색 시에 

한글 및 영어로 된 문헌만을 선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므로 

다른 문화권 또는 언어권에서의 ‘치료적 중재’ 개념을 모두 포함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또한, 실제 간호 현상에

서의 치료적 중재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이론적 단계와 현장

단계를 혼합한 혼종형 개념분석을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치료적 중재’의 개념은 목표지향적, 치료적 관

계 형성, 처능력 강화, 상자 중심, 총체적이고 통합적 접근

이 속성으로 도출되었다. 선행요인으로는 공감하기, 이해하기, 

비 판단적인 태도 및 신뢰 형성하기를 들 수 있다. 치료적 중재

의 결과로는 삶의 질 향상, 처기술 향상, 자가간호 증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개념 분석을 통해 규명된 속성을 기반으로 

한 도구개발이나 속성을 중재전략으로 한 중재연구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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