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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오늘날 간호는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하는 추세이며

폭발적인 지식을 흡수하고 삶의 욕구가 향상되는 간호대

상자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의 지식과 기술

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간호 교육은 타학문과의

장벽을 헐고 전문적 기능과 직업적 기능을 조화시키는

대학교육으로 전환되어야 될 시대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오가실 등( , 1996).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가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년제와 년제의 이원3 4

화된 간호교육제도에서 년제의 대학과정으로 통합이론4

화시키기 위하여 년도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그1985

때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직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

들도 자신들의 교육기간이 부족했다는 점과 고학력을 위

한 교육제도의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였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여 년 월 방송통신대학내에 간호학과 편입1991 11

과정이 설치되었으며김모임 오가실 등( , 1998; , 1996),

년 연세대학교와 한림대학교에 교육과정이1996 RN-BSN

개설된 이래 년 현재에는 개교에서 운영되고 있2000 20

다 그러나 과정의 학생은 학사과정에 편입한. RN-BSN

학생들이지만 이미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들이므로

이들의 교육과정은 분명히 다르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

므로 각 학교는 학교마다의 특성을 살려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간호사 국가고시 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교육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그 교육내용과 수준을 정하는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즉 교수의 입장에서는 학부학생이면. ,

서도 간호사이므로 학부생과 동일하게 할 수 없고 또한

학부학생의 수준보다 높이게 되면 석사수준으로 될 수도

있는 등의 어려움이 있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부생과,

다른 내용과 수준으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학생들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본다 간호학과 평가기준 과. (1997) RN-BSN

과정의 평가기준 에 의하면 교육과정 개발은 재학(2000) “

생 또는 졸업생의 의견을 반영한다 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과정에서 아동간호학을 강의받은 학RN-BSN

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기를 원

하는지 그 요구도를 파악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자료

주요개념 과정 학생 아동간호학 교육내용 교육 요구도: RN-BSN , ,

과정 학생들의 아동간호학 교육내용에 대한RN-BSN
교육 요구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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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Ⅱ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과정 학생들의 아동간호학 교육내용RN-BSN

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2.

본 연구는 서울과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 , ,

남도에 위치한 과정의 학교에 재학 중이며 아RN-BSN

동간호학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아,

동간호학 이론 및 실습과목 개설 유무 및 학점에 관한

내용은 아동간호학 교수가 직접 설문에 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3.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2000 6 5 6

일까지였다30 .

자료수집 방법은 아동간호학 교과목이 개설되었고 연

구에의 참여 의사를 밝힌 개 대학의 아동간호학 교수5 5

명에 의해 작성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각자의 학교에 배

포하였으며 각 학교에서 수집된 자료는 주어진 코딩양,

식에 따라 코딩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개 학교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총 부였으나 이 중에5 320

서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 부를 제외한 부를 자료11 309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4.

본 연구도구는 대상자들이 학부 학생이므로 학부학생

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구

성하였다 즉 아동간호학 학습목표집대한간호협회. ( ,

을 기초로 하고 아동간호학 관련 교과서들을 참조2000)

하여 예비 설문지를 작성한 후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자

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

설문지 구성내용은 과정 학생들의 인구사회RN-BSN

학적 특성 아동간호학 이론 및 실습과목 개설유무 및 학,

점 아동간호학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 아동간호학 교과과, ,

정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질문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방법5.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프로그램을SPSS WIN 7.5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아

동간호학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빈도와 백분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대상자는 여자 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가장(99.4%) ,

많은 연령층은 세 였었다 학년 분포는 학20 29 (65%) . 4～

년이 로 학년의 보다 약간 많았다 전체58.9% 3 41.1% .

명중 이 년제 간호대학 출신이었고 최종학309 95.4% 3 ,

교 졸업 후 기간은 년 이하 가 가장 많았으며5 (52.4%)

년 년 년 이상6-10 (29.4%), 11-15 (12.7%), 16 (5.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경력 또한 년 이하 가. 5 (49.8%)

가장 많았으며 년 년 의, 6-10 (28.2%), 11-15 (12.3%)

순이었다 임상경력이 없는 명 을 제외한. 15 (4.9%) 294

명의 주요 임상경험 분야는 외과 및 수술실 영역(31%)

이 가장 많았고 내과 응급실 및 중환자실 영역, (30.7%),

산부인과소아과 영역의 순이었다(18.4%) .

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특성 구 분 빈도 %

성별 남 2 0.6

여 307 99.4

연령세( ) 20-29 210 68.0

30-39 87 28.1

40-49 11 3.6

이상50 1 0.3

학년 3 127 41.1

4 182 58.9

최종학력 년제간호대학3 ( ) 295 95.4

방송통신대학 7 2.3

기타 7 2.3

최종학교 졸업 후 기간 이하5 162 52.4

년( ) 6-10 91 29.4

11-15 39 12.7

이상16 16 5.2

무응답 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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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계속< 1> ( )

특성 구 분 빈도 %

임상경력년( ) 이하5 154 49.8

6-10 87 28.2

11-15 38 12.3

16-20 10 3.2

이상21 3 1.0

없슴 15 4.9

무응답 2 0.6

주요임상경험분야년( )

내과응급실 및 이하5 62 21.2

중환자실 6-10 26 8.8

이상11 2 0.7

외과 및 수술실 이하5 65 22.2

6-10 18 6.1

이상11 8 2.7

산소아과 이하5 38 12.9

6-10 11 3.7

이상11 5 1.7

정신과 이하5 2 0.7

6-10 11 3.7

이상11 0 0.0

양호교사 및 지역사회 이하5 2 0.7

6-10 8 2.7

이상11 2 0.7

기타 이하5 20 6.8

6-10 6 2.0

이상11 6 2.0

무응답 17 5.5

계 309 100.0

이론 및 실습 학점2.

아동간호학 이론 학점은 개 학교에서 학점 그 외3 2 ,

개 학교에서 각각 학점과 학점으로 평균 학점이었2 1 3 2

으며 실습 학점은 없는 학교는 개교이었으며 개교에, 2 1

서는 학점을 하고있었고 개 학교에서는 선택실습으로4 2

학점이 배정되어 있어 평균 실습학점은 학점이었다2 1.6 <

표 2>.

강의와 실습에 대한 요구도3.

과정 학생들의 아동간호학 강의와 실습에 대RN-BSN

한 요구사항을 강의방법 강의내용 임상실습 등으로 구, ,

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

강의방법에 관하여서는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교수가

전담하여 강의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52.1%),

다음은 강의와 보고서를 병행한 강의방법 그룹(24.3%),

표 이론 및 실습학점< 2>

이 론 실 습

학점 학교수(%) 학점 학교수(%)

1 1(20.0) 0 2(40.0)

2 3(60.0) 4 1(20.0)

3 1(20.0) 선택실습 2 2(40.0)

계 5(100.0) 5(100.0)

토의를 통한 강의방법 모듈에 의한 자율학습으(14.2%),

로 진행하는 방법 등의 순으로 선호하였고 시험(5.2%) ,

만으로 학점 취득하는 방법도 가 원하였다 이는2,9% .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교육방법이 교사가 학습의 중심이

되어 주입식 교육을 행하였고 대상자 또한 이러한 방법

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임을 나타낸다 또한 대부분의 학.

생이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부담없이 수

업시간에만 참여하며 교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를 바

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이란 외부에서 내용을 전.

달하여 학습자를 성장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체적으

로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 교육의 역할안정희 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 1994)

대상자를 수동적인 존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 또

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강의내용에 관하여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53.7%)

이 정규 학부수준의 강의에 최신 아동관련 임상경향에

관한 지식을 추가한 강의내용을 원하고 있었고 정규 학,

부수준 강의를 제외한 최신 아동관련 임상경향에 관한

내용만을 강의내용으로 원하는 학생이 전문간호36.9%,

사제도 내용 위주의 석사수준의 강의는 가 희망하5.5%

였고 정규 학부수준의 강의를 원하는 학생은 였, 2.6%

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질병 양상에도 변화가 수반되므로 강의내용 또한 사회적

상황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실.

적으로 최근 의과학과 최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지식으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실적 문제에 제대

로 대처할 수 없다 경험주의 입장에서 교육내용의 가치.

는 그것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줄 수 있을 때만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다고 생.

각된다.

임상실습에 관해서는 대상자의 가 실습을 원하81.9%

지 않았으며 실습을 원하는 학생은 에 불과하였16.8%

다 이러한 결과는 과정 학생들의 대부분이 현. RN-BSN

재 임상에서 실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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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간호학이 다른 학문과는 달리 실천과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문제는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강의와 실습에 대한 요구도< 3>

구분 항목 빈도(%)

강의방법
교수의 전담강의만으로 진행간호과(

정 적용)
161(52.1)

강의와 보고서를 병행한

강의방법으로 진행
75(24.3)

그룹토의를 통한 강의방법으로 진행 44(14.2)

모듈에 의한 자율학습으로 진행 16(5.2)

시험만으로 학점취득 9(2.9)

무응답 4(1.3)

강의내용
정규 학부수준 강의에 최신 아동관련

임상경향에 관한 지식 추가한 강의
166(53.7)

정규 학부수준 강의를 제외한 최신 아

동관련 임상경향에 관한 지식만 강의
114(36.9)

전문간호사제도(Advanced Practice

위주의 석사수준 강의Nursing)
17(5.5)

정규 학부수준 강의 8(2.6)

무응답 4(1.3)

임상실습 임상실습을 원하지 않음 253(81.9)

임상실습을 원함 52(16.8)

무응답 4(1.3)

계 309(100.0)

현행 교육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4.

과정 학생들의 아동간호학 교육내용의 중요RN-BSN

도에 대한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록< 1>.

아동간호의 전망에서 아동간호의 개념과 아동의 간호

과정은 응답자의 이상에서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95.0% “ "

였고 아동의 주요 건강지표 아동간호사의 역할 아동간, , ,

호의 개념 순으로 이상에서 필요하다 고 답하였90.0% “ ”

으며 전통적 아동간호는 에서 필요하다 고 응답, 64.8% “ ”

하였다 이는 대상자들이 아동의 기본요구를 이해하고.

아동에 대한 간호수행 뿐 아니라 궁극적인 관심을 아동

과 가족의 안녕에 두는 아동간호사의 역할과 질병의 예

방 치료 및 건강증진 아동 양육에 대한 아동간호의 개, ,

념을 파악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이해되며

간호과정은 실무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요구과정으로 대

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우리 나라의 전통적 아동간호는 다른 영역보

다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아 필요성을

덜 느낀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과 가족 부분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하고 응답한“ ”

내용은 모아상호작용 아동과 가족을 위한 의사(48.6%),

소통기술 훈육방법 아동학대(47.6%), (46.6%), (46.3%),

부모됨 등의 내용이었고 아동과 질병 부분은 장(43.4%)

애아동간호 아동의 스트레스 위기 대응(55.7%), , ,

아동의 통증간호 순으로 매우 필요(55.3%), (54.0%) “

하다 라고 응답하였다 인간은 가장 의미있고 친밀한 모” .

아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모아관계로 발달되며 이는 아

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모아상호작용은 실제적으로 아동간호사의.

역할이 요구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

각된다 아동과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은 아동간호.

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그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나 본 연구대상자의 반 수 정도에서 매우 필,

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아동에 대한 올바르고 효과적인.

훈육방법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와 부모기로서의 준비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아동과 질병부분에서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동간호에 대해서도 반 수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선천적 장애 뿐 아니라,

최근 아동에서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후천적 장애의

빈도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아동간호학에서 재활의 부분

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과 집.

단에서 경험하는 현상인 스트레스와 위기 이에 대한 대,

응은 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의 향상성을 유지하는데 기

여한다고 생각한다 아동의 통증간호는 아동의 통증반응.

을 사정하고 통증에 대한 약물적 비약물적 중재 수행으,

로 아동의 안녕감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장발달영역에서는 성장발달의 개념 및 특성은 아동

의 신체사정 과 발달사정 항목이 가장(52.4%) (46.6%)

높은 율로 매우 필요하다 고 하였다“ ” .

성장발달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필요‘

하다가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는데 이는’ ,

대상자들이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가 이미 많이 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사정은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간호사의 확대된 역할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질병위주의 시각이 아니라는 점에서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신생아영역에서는 신생아의 신체적생리적 특성 및

신체사정은 이상에서 매우 필요하다 라고 답하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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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건강회복 부분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고 답한 부분, “ ”

이 고위험 신생아 간호 호흡곤란증 아동와 무(59.5%),

호흡 아동간호가 각각 이었고 선천성55.3%, 54.0% ,

심장질환 아동간호는 이었다 반면 신생아 농가55.0% .

진 갈락토스혈증 고페닐알라닌혈증(21.1%), (20.1%),

음낭수종 은 필요하지 않다 고 응답(18.5%), (17.9%) “ ”

하였다 대상자들은 정상 만삭아의 건강사정과 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고위험 신생아 간호에 대해서는

반 수 이상이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는 고위험 신생아.

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숙아의 경우 생존율

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잇는 것

으로 추측되는 반면 임상 실무에서 빈도가 낮은 질환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덜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아영역에서는 영아의 성장 발달 및 놀이특성은,

이상에서 필요하다 고 하였고 건강유지증진부80.0% “ ” ,

분에서는 정규예방접종 영아 돌연사증후군(45.6%),

영아 사고유형 및 예방 순으로 매우(35.0%), (33.0%) “

필요하다 고 보았다 건강회복 영역에서는 폐렴” .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51.5%), 의(48.5%) 순으로 높

았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응답한 항목은 소모. “ ”

증 습진 제류 선천성 후두(27.2%), (25.2%), (16.2%),

천명 선천성 거대결장 순이었다 이(14.6%), (14.3%) .

는 발달연령에 따른 영아의 특성과 영아의 건강유지증

진의 필수적인 요소인 예방접종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큰 아.

동이나 성인과 다른 해부 생리학적인 차이로 인하여 호,

흡기계질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구토나 설사로 인해

산과 염기의 불균형과 탈수의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특성과 연관된다.

유아영역은 성장발달 특성 중 유아의 성장 발달 특,

성 이 가장 높은 율로 매우 필요하다 고 답하였(40.1%) “ ”

고 건강유지증진 부분에서는 유아의 사고유형 및 예,

방 유아의 영양요구량 및 식습관 의(30.7%), (30.4%)

순으로 매우 필요하다 고 하였다 건강회복부분에서 매“ ” . “

우 필요하다 라고 답한 질환은 화상” 크룹증후군(41.1%),

기관지세기관지염(40.1%), / (38.9%) 뇌성마비 등, (35.6)

이며 요충증 이미증 중독 등은, (23.0), (22.7), (16.2)

필요하지 않다 라고 보았다 유아 역시 신생아와 마찬가“ ” .

지로 성장 발달 특성에 대해 교육요구도가 높았으며 이,

시기의 아동에게 흔히 발생하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의 유형과 예방 영양요구량과 습관 형성과 관련된,

식습관 등에 대해 중요성을 두었다, .

학령전기 아동영역에서는 이상의 대상자들이80.0%

성장 발달 및 놀이특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고 보았, “ ”

으며 건강유지증진 영역에서는 사고유형 및 예방,

과 불안 공포증 의 순으로 매우 필요(32.0%) , (28.8%), “

하다 고 답하였고 건강회복부분에서는 천식” , (47.1%),

전염성 질환 출혈성 질환 등이 매우(42.1%), (41.4%) “

필요하다 라고 보았으며 편도선염 아동간호” , (13.0%), A

형 간염 등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보았다 대상(10.4%) “ ” .

자들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의 빠른 발달, , ,

을 보이는 학령전기의 특성에 대해 교육요구도가 높았으

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흥미 본위로 활동하고 자기를 둘

러싼 환경을 탐색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은 특성에 따라

사고유형 및 예방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두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회적 환경이 많고 넓어져 이에 따라 정서적

긴장이 심하므로 불안 공포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령기 아동영역에서는 성장 발달특성 놀이, (39.9),

특성과 또래집단의 영향 에 대해 매우 필요하(27.2%) “

다 고 하였으며 건강유지증진에서는 성교육이” , 59.2%

로 월등히 높게 매우 필요하다 라고 답하였고 건강회복“ ” ,

부분에서는 소아당뇨 백혈병 정신지(48.2%), (46.3%),

체 등이 매우 필요하다 고 하였으며 부동 아동(40.1%) “ ” ,

간호 소아관절염 등은 필요하지 않다(18.4%), (13.9%) “ ”

고 보았다 대상자들은 학령기 아동의 특성 상 사회성이.

발달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다른 또래 집단 아동과의 관

계가 많아짐에 따라 또래집단의 영향에 대한 관심을 보

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아의 경우에는 세 남. 10-12 ,

아의 경우에는 세에 차 성징의 발현으로 인해 이12-14 2

시기의 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

재 우리 나라에서의 아동에 대한 성교육 요구는 높은 반

면 아직까지 기성세대에서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

로 인하여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

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아동간호학에서는 성건강의 유지. ,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육내용이 보완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강회복 부분에서 나타.

난 질병들은 최근 식습관의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

로 인하여 나타나는 아동형 성인병에 대한 요구도가 높

은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악성종양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백혈병이나 선천적 후천적 원인,

으로 인하여 적응성 행동에 장애가 수반되는 정신지체에

대해 중요성을 두었다.

청소년기에서는 가 성장 발달특성을 매우 필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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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고 보았고 건강유지증진부분에서는 성교육” ,

건강교육약물남용 흡연 음주 이(60.8%), ( , , )(48.8%)

매우 필요하다 고 보았으며 결핵청소년 간호는“ ” , 29.4%

에서 매우 필요하다 고 보았고 여드름 청소년 간호는“ ” ,

에서 필요하지 않다 고 하였다 대상자들은 아동20.7% “ ” .

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여 신체적 심리적 과도기인 청,

소년기의 성장 발달 특성에 중요도를 두었으며 청소년,

기에서의 성교육도 중요하게 보았다 이는 생식능력은.

성숙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은 많은 반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이에 반해 의외

로 성에 대해 중적 가치구조를 지닌 기성세대와 다양한2

정보등을 통해 성에대한 자극이 많은 현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기의 약.

물 흡연 음주가 증가하고 있어 건강과 관련된 많은 문, ,

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본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신체상에 민감한 청소년기에 잘 발생되나.

때가 되면 자연히 낫는 여드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두

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은 현행 아

동간호학의 교육내용을 대부분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었

다 이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간호학 교육내용이.

교육목표에 부합되며 임상실무에 유용하고 대상자의 요

구에 적합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교육내용의

구성은 지식의 선정 뿐 아니라 지식의 효율적인 구성과

같은 기술적인 면도 포함한다이창옥 또한 학교( , 1990).

지식은 주어진 절대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

학문내용의 성격과 가치 학습자와 교육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간호학 교RN-BSN

육내용은 만족할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정범모 으( , 1968)

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기본 요소 가지를 찾는다면 가르치는3

자와 배우는 자 그리고 그들간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

교육내용일 것이다 이러한 교육내용교과과정에 대한. ( )

연구는 그것이 교육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는 주어진 것으로서‘ ’

어느 집단의 어떤 학생에게도 적합하다는 가정에 입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학생이 어떻게 학습하고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만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은 특정 사회.

집단의 존재조건을 대변하거나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구 파악의 결과는 확대

해서 해석하면 간호학에서 과정의 필요성과RN-BSN

당위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이러. ,

한 연구결과는 학문세계에서 필요하며 새로운 시각에 대

한 수용과 아동간호학 교육내용에 대한 탐색의 모습을

띠고 있고 아동간호학 교육내용 조직에 있어 학습자에

대한 이해의 기초적 근거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계기를

통해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조사연구는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실시되어 교육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은 현재에

적합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정 학생들의 아동간호학 교육내RN-BSN

용에 관한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과정의 아동RN-BSN

간호학 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과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 , ,

상남도에 위치한 과정에 재학중이며 아동간호학RN-BSN

교과목을 이수한 학년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3, 4 309 .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개 학교에 배부하여 회수하였으5

며 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이었다, 2000 6 5 6 30 .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SPSS WIN 7.5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간호학 이론 및 실습 학점에 대하여 이론은 학1. , 2

점이 실습은 학점 선택실습 학점이 각각60%, 0 , 2

를 나타내었다40% .

아동간호학 강의와 실습에 관한 요구도 중 강의방법2.

면에서는 가장 많은 수가 교수의 전담강의만으로 진

행간호과정 적용 되기를 원했고 강의내용( )(52.1%) ,

면에서는 정규 학부수준 강의에 최신 아동관련 임상

경향에 관한 지식이 추가된 강의를 가장 많이 원하였

다(53.7%).

또한 임상실습 면에서는 대부분 의 학생이 임(81.9%)

상실습을 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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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아동간호학3.

의 교육내용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조, ,

사하였는데 대분류에 포함된 소분류 내용 중 연구 대

상자들이 매우 필요하다 고 응답한 교육 내용은 대분“ ”

류 아동간호학의 개념 의 소분류 장애아동간호“ ” “ ”

(55.7%), 대분류 성장발달 의 소분류 아동의 신체사“ ” “

정”(52.4%), 대분류 신생아 의 소분류 고위험 신생아“ ” “

간호”(59.5%) 등이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대분류 영아 에서는 소분류 폐렴아“ ” “

동간호 대분류 유아 에서는 소분류 화상아동”(51.5%), “ ” “

간호 대분류 학령전기 에서는 소분류 천식아”(41.1%), “ ” “

동간호 대분류 학령기 에서는 소분류 학령기”(47.1%), “ ” “

아동의 성교육 대분류 청소년 에서는 소분류”(59.2%), “ ”

청소년의 성교육 등의 내용이 매우 필요하다“ ”(60.8%) “ ”

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과정에서의 아동간호학 학점 현황RN-BSN

조사와 학생들의 아동간호학 교육내용 중요성에 관한 인

지도를 밝히는데 중심을 둔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과정 학생들의 아동간호학 교육만족도 및 교육RN-BSN

효과를 측정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더 나아가 이들 학생들의 전체적인 교과과정을 개

발할 때 아동간호학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직 자아개념증진과 관련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발

하는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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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Educational demand, Pediatric

nursing curriculum, RN-BSN

students

A Survey of the Educational

Demand for the Pediatric Nursing

Curriculum in RN-BSN Students

Cho, Kyoul Ja*Kang, Kyoung Ah**

Kim, Shin Jeong***Moon, Young Sook****

Yoo, Kyung Hee*****Lee, Ji Won******

Considering the rapid change of modern

nursing knowledge, it is necessary to make

changes in the curriculum of nursing education

periodically according to the patient-nursing

needs and the students' needs. This means that

nursing education ha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Also, as the students of the RN-BSN

program being all registered nurses,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m is planned

differently from the general undergraduate

progra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scope of educational contents of pediatric

nursing in RN-BSN program. The contents of

the pediatric nursing curriculum and its

necessity was identified and reviewed.

From June 5 to June 30 2000, data were

collected from 309 RN-BSN students in 5

nursing schools. The questionnaire used for this

study was developed by their researchers and

the Korean Nursing Association and consisted of

items according to the curriculum contents of

pediatric nursing.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d percentages and was

analyzed using SPSSWIN 10.0 program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section surveying on the credits of

pediatric theory and clinical practice, 3 out of

5 schools had 2 credits in theory (60.0%),

and 2 credits for clinical practice in 2

schools, and 2 credits were given to the

elective practice in 2 other schools.

2. In analyzing the degree of demand for lecture

and clinical practice, 52.1% of students

preferred lectures to be given by professors

and 53.7% preferred their level of

undergraduate knowledge updated and finally

most of the students (81.9%) didn't want to

do the clinical practice.

3. The students weighted the importance of

current curriculum contents as follows : sex

education of adolescence(60.8%), high-risk

infant(59.5%), sex education of school age

children(59.2%), the handicapped children

(55.7%), health assessment(52.4%), children

with pneumonia(51.5%), children with asthma

(47.1%), children with burns(41.1%).

In conclusion,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to

measure the degree of education satisfaction and

needs in RN-BSN students and to improve the

curriculum contents in pediatric nursing.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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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현행 교육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1>

아동 간호학 교육내용 중요성의 인지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필요

하지않다
무응답

아동 아동 아동간호의 개념 110(35.6) 170(55.0) 28( 9.1) 1(0.3) 0(0.0)

간호학의 간호의 아동간호사의 역할 139(45.0) 151(48.9) 19( 6.1) 0(0.0) 0(0.0)

개념 전망 아동의 간호과정 134(43.5) 163(52.7) 10( 3.2) 1(0.3) 1(0.3)

아동의 주요 건강지표 141(45.6) 150(48.3) 17( 5.5) 1(0.3) 1(0.3)

전통적 아동간호 29( 9.5) 169(55.3) 102(32.3) 6(1.9) 3(1.0)

아동과 가족이론 기능 및 사정, 96(31.1) 170(55.0) 35(11.3) 3(1.0) 5(1.6)

가족 아동과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및 간호력 사정법 147(47.6) 153(49.5) 9( 2.9) 0(0.0) 0(0.0)

부모됨(parenting) 134(43.4) 149(48.2) 24( 7.8) 2(0.6) 0(0.0)

모아상호작용 150(48.6) 144(46.6) 14( 4.5) 0(0.0) 1(0.3)

훈육방법 144(46.6) 139(45.0) 25( 8.1) 1(0.3) 0(0.0)

아동학대 143(46.3) 138(44.7) 16( 5.2) 12(3.9) 0(0.0)

아동과 입원아동과 가족 100(32.3) 179(58.0) 28( 9.1) 0(0.0) 2(0.6)

질병 만성질환 아동과 가족 154(49.9) 141(45.6) 13( 4.2) 0(0.0) 1(0.3)

아동의 죽음과 가족 126(40.8) 159(51.5) 23( 7.4) 0(0.0) 1(0.3)

아동의 통증간호 167(54.0) 134(43.4) 8( 2.6) 0(0.0) 0(0.0)

장애 아동간호 172(55.7) 130(42.1) 7( 2.3) 0(0.0) 0(0.0)

아동의 스트레스 위기 대응, , 171(55.3) 127(14.1) 9( 2.9) 1(0.3) 1(0.3)

아동기에 적용되는 기본간호기술과 원칙 144(46.6) 147(47.5) 12( 3.9) 3(1.0) 3(1.0)

성장 아동의 성장발달의 개념 및 특성 124(40.1) 153(49.5) 30( 9.7) 2(0.6) 0(0.0)

발달 성장발달

특성 아동과 놀이 97(31.4) 177(57.3) 33(10.7) 1(0.3) 1(0.3)

아동의 아동의 신체사정 162(52.4) 132(42.7) 14( 4.5) 1(0.3) 0(0.0)

성장 발달 아동의발달사정(DDST) 144(46.6) 137(44.3) 27( 8.7) 10.3) 0(0.0)

사정

신생아 성장 발달,

특성

신생아의 신체적생리적 특성 135(43.7) 147(47.5) 25( 8.1) 1(0.3) 1(0.3)

신생아의 신체사정 136(44.0) 153(49.5) 20( 6.5) 0(0.0) 0(0.0)

건강유지,

증진

신생아 간호 141(45.7) 150(48.5) 17( 5.5) 0(0.0) 1(0.3)

건강 고위험 신생아 신체사정 183(59.2) 117(37.9) 9( 2.9) 0(0.0) 0(0.0)

회복 고위험 신생아 간호 184(59.5) 114(36.9) 9( 2.9) 1(0.3) 1(0.3)

무호흡 아동 간호 167(54.0) 124(40.2) 17( 5.5) 0(0.0) 1(0.3)

호흡곤란증 아동 간호 171(55.3) 120(38.9) 16( 5.2) 0(0.0) 2(0.6)

미숙아 망막증 간호 116(37.5) 154(49.8) 38(12.3) 0(0.0) 1(0.3)

기관지폐이형성증 아동 간호 126(40.8) 155(50.1) 27( 8.8) 0(0.0) 1(0.3)

태변흡인 아동 간호 107(34.7) 159(51.3) 41(13.3) 1(0.3) 1(0.3)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 간호 170(55.0) 121(39.2) 18( 5.8) 0(0.0) 0(0.0)

고빌리루빈 혈증 아동 간호 127(41.1) 154(49.8) 27( 8.7) 1(0.3) 0(0.0)

식도폐쇄 아동 간호 126(40.8) 150(48.5) 32(10.4) 1(0.3) 0(0.0)

담관폐쇄 아동 간호 117(37.9) 156(50.5) 35(11.3) 1(0.3) 0(0.0)

토순구개파열 아동 간호/ 112(36.2) 163(52.8) 33(10.7) 1(0.3) 0(0.0)

괴사성 장염 아동간호 96(31.1) 178(57.6) 34(11.0) 0(0.0) 1(0.3)

비뇨생식기결함 아동간호 86(27.8) 187(60.5) 34(11.0) 1(0.3) 1(0.3)

잠복고환 아동 간호 72(23.3) 183(59.2) 51(16.6) 2(0.6) 1(0.3)

음낭수종 아동 간호 68(22.0) 184(59.5) 55(17.9) 1(0.3) 1(0.3)

비뇨기계 폐쇄 아동간호 87(28.1) 180(58.2) 39(12.7) 2(0.6) 1(0.3)

항문직장기형 아동간호 86(27.8) 173(56.1) 47(15.2) 1(0.3) 2(0.6)

출생시 손상 아동간호 131(42.4) 154(48.8) 23( 7.5) 0(0.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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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간호학 교육내용 중요성의 인지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필요

하지않다
무응답

출생시 손상 아동간호 131(42.4) 154(48.8) 23( 7.5) 0(0.0) 1(0.3)

이분척추 아동간호 79(25.5) 183(59.2) 46(14.9) 0(0.0) 1(0.3)

선천성 만곡족아동 간호 71(23.0) 191(61.8) 46(14.9) 0(0.0) 1(0.3)

선천성 고관절 이형성증 아동 간호 76(24.6) 193(62.5) 38(12.3) 1(0.3) 1(0.3)

신생아 농가진 간호 71(23.0) 167(54.0) 65(21.1) 4(1.3) 2(0.6)

패혈증 아동 간호 130(42.1) 149(48.2) 26( 8.4) 3(1.0) 1(0.3)

아구창 아동 간호 95(30.7) 164(53.1) 45(14.6) 3(1.0) 2(0.6)

기저귀 발진 아동 간호 95(30.7) 159(51.5) 51(16.5) 2(0.6) 2(0.6)

다운증후군 아동간호 101(32.7) 180(58.2) 26( 8.4) 1(0.3) 1(0.3)

형간염 아동 간호B 126(40.8) 151(48.8) 30( 9.7) 1(0.3) 1(0.3)

아동 간호AIDS 123(39.8) 155(50.1) 29( 9.4) 1(0.3) 1(0.3)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아동간호 96(31.1) 184(59.5) 26( 8.4) 2(0.6) 1(0.3)

고페닐알라닌혈증 아동간호 77(24.9) 170(55.0) 57(18.5) 4(1.3) 1(0.3)

갈락토스혈증 아동간호 70(22.7) 170(55.0) 62(20.1) 5(1.6) 2(0.6)

뇌수종 아동 간호 123(39.8) 156(50.4) 28( 9.1) 1(0.3) 1(0.3)

영아
성장 영아의 성장 발달특성, 118(38.2) 156(50.5) 33(10.7) 2(0.6) 0(0.0)

발달 특성 영아의 놀이특성 73(23.6) 184(59.5) 50(16.2) 2(0.6) 0(0.0)

건강 영아의 고형식이 및 영양요구 78(25.2) 191(61.8) 40(12.9) 0(0.0) 0(0.0)

유지, 정규예방접종 141(45.6) 139(45.0) 27( 8.7) 2(0.6) 0(0.0)

증진 영아 사고유형 및 예방 102(33.0) 171(55.3) 35(11.3) 1(0.3) 0(0.0)

우유과민반응 영아 간호 59(19.1) 190(61.5) 59(19.1) 1(0.3) 0(0.0)

영아의 수유시 역류현상 83(26.9) 175(56.6) 50(16.2) 1(0.3) 0(0.0)

성장장애 영아간호 88(28.5) 184(59.5) 36(11.7) 1(0.3) 0(0.0)

영아 돌연사증후군 영아 간호 108(35.0) 168(54.4) 33(10.7) 0(0.0) 0(0.0)

영아의 산통에 대한 간호 63(20.4) 190(61.5) 54(17.5) 1(0.0) 1(0.3)

건강 선천성 후두천명 아동간호 80(25.9) 180(58.2) 45(14.6) 3(1.0) 1(0.3)

회복 이물질 흡인 아동간호 130(42.1) 154(49.8) 25( 8.1) 0(0.0) 0(0.0)

폐렴 아동간호 159(51.5) 132(42.7) 18( 5.8) 0(0.0) 0(0.0)

철분결핍성 아동간호 87(28.2) 179(57.9) 41(13.3) 2(0.6) 0(0.0)

중이염 아동간호 101(32.7) 180(58.3) 25( 8.1) 2(0.6) 1(0.3)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아동간호 150(48.5) 146(47.2) 12( 3.9) 1(0.3) 0(0.0)

탈수증 아동간호 147(47.6) 143(46.3) 17( 5.5) 2(0.6) 0(0.0)

구토 아동 간호 136(44.0) 152(49.2) 21( 6.8) 0(0.0) 0(0.0)

설사 아동간호 135(43.7) 151(48.8) 22( 7.1) 0(0.0) 1(0.3)

변비 아동간호 108(35.0) 161(52.1) 38(12.3) 2(0.6) 0(0.0)

유문협착증 아동간호 116(37.6) 163(52.7) 29( 9.4) 0(0.0) 1(0.3)

탈장 아동간호 115(37.2) 164(53.1) 30( 9.7) 0(0.0) 0(0.0)

제류아동 간호 85(27.5) 172(55.6) 50(16.2) 1(0.3) 1(0.3)

장중첩증 아동간호 129(41.7) 152(49.2) 26( 8.4) 2(0.6) 0(0.0)

선천성거대결장 아동간호 85(27.5) 176(56.9) 44(14.3) 3(1.0) 1(0.3)

영양불균형 아동간호 104(33.7) 174(56.3) 30( 9.7) 1(0.3) 0(0.0)

소모증 아동 간호 59(19.2) 163(52.7) 84(27.2) 2(0.6) 1(0.3)

비만 아동간호 98(31.7) 167(54.0) 41(13.3) 2(0.6) 1(0.3)

습진 아동간호 60(19.4) 168(54.5) 78(25.2) 2(0.6) 1(0.3)

간질 아동간호 111(35.9) 166(53.7) 30( 9.7) 2(0.6) 0(0.0)

열성 경련 아동 간호 156(50.4) 134(43.4) 16( 5.2) 2(0.6) 1(0.3)

유아 성장 유아의 성장 발달특성, 124(40.1) 150(48.5) 31(10.0) 4(1.3) 0(0.0)

발달 유아의 놀이특성 94(30.4) 169(54.7) 45(14.6) 1(0.3) 0(0.0)

특성 유아의 수면특성 65(21.1) 174(56.3) 67(21.7) 2(0.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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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간호학 교육내용 중요성의 인지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필요

하지않다
무응답

유아 건강 유아의 영양요구량 및 식습관 94(30.4) 172(55.7) 39(12.6) 2(0.6) 2(0.6)

유지 유아의 사고유형 및 예방 95(30.7) 174(56.3) 36(11.7) 4(1.3) 0(0.0)

증진 유아기 훈육 85(27.5) 173(56.0) 48(15.6) 2(0.6) 1(0.3)

유아기 구강관리 84(27.2) 183(59.2) 38(12.3) 4(1.3) 0(0.0)

분노발작거부증/ 91(29.4) 174(56.3) 42(13.6) 2(0.6) 0(0.0)

형제간 질투 및 경쟁심 61(19.7) 182(58.9) 64(20.7) 2(0.6) 0(0.0)

대소변 가리기 83(26.9) 180(58.3) 44(14.2) 2(0.6) 0(0.0)

건강 급성 인두염 아동간호 98(31.7) 178(57.6) 32(10.4) 1(0.3) 0(0.0)

회복 크룹 증후군 아동간호 124(40.1) 151(48.9) 32(10.4) 2(0.6) 0(0.0)

기관지세기관지염 아동간호/ 120(38.9) 161(52.1) 23( 7.5) 4(1.3) 1(0.3)

인두후부농양 아동간호 84(27.2) 172(55.7) 49(15.9) 4(1.3) 0(0.0)

이미증 아동간호 63(20.4) 171(55.3) 70(22.7) 5(1.6) 0(0.0)

요로감염 아동간호 94(30.4) 177(57.3) 33(10.7) 5(1.6) 0(0.0)

신장증 아동간호 99(32.0) 166(53.7) 39(12.6) 5(1.6) 0(0.0)

신아세포종 아동간호 83(26.9) 175(56.6) 48(15.5) 3(1.0) 0(0.0)

뇌성마비 아동간호 110(35.6) 167(54.0) 30( 9.7) 2(0.6) 0(0.0)

요충증 아동간호 64(20.7) 172(55.7) 71(23.0) 2(0.6) 0(0.0)

중독 아동간호 91(29.4) 166(53.7) 50(16.2) 2(0.6) 0(0.0)

화상 아동간호 127(41.1) 150(48.5) 31(10.0) 1(0.3) 0(0.0)

신경아 세포종 아동간호 78(25.2) 181(58.6) 46(14.9) 4(1.3) 0(0.0)

학령 성장 학령전기 아동의 성장 발달 특성, 112(36.2) 154(49.8) 40(12.9) 3(1.0) 0(0.0)

전기 발달 학령전기 아동의 놀이 특성 80(25.9) 176(57.0) 50(16.2) 3(1.0) 0(0.0)

아동 특성

건강 학령전기 아동의 영양관리 80(25.9) 183(59.2) 44(14.2) 2(0.6) 0(0.0)

유지,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유형 및 예방 99(32.0) 167(54.0) 43(13.9) 0(0.0) 0(0.0)

증진 학령전기 아동의 불안 공포증, 89(28.8) 184(59.5) 35(11.4) 0(0.0) 1(0.3)

학령전기 아동의 언어문제 76(24.6) 192(62.1) 39(12.7) 1(0.3) 1(0.3)

학령전기 아동의 수면장애 68(22.0) 187(60.5) 51(16.5) 3(1.0) 0(0.0)

학령전기 아동의 유분증 51(16.5) 205(66.3) 50(16.2) 3(1.0) 0(0.0)

학령전기 아동의 유뇨증 52(16.8) 203(65.7) 51(16.6) 2(0.6) 1(0.3)

학령전기 아동의 치아관리 83(26.9) 181(58.6) 43(13.9) 2(0.6) 0(0.0)

건강 편도선염 아동간호 112(36.3) 155(50.1) 40(13.0) 1(0.3) 1(0.3)

회복 천식 아동간호 146(47.1) 146(47.1) 16( 5.1) 1(0.3) 0(0.0)

출혈성 질환 아동간호 128(41.4) 153(49.5) 28( 9.1) 0(0.0) 0(0.0)

급성 사구체 질환 아동간호 112(36.2) 169(54.7) 27( 8.7) 1(0.3) 0(0.0)

전염성 질환홍역 등 아동간호( ) 130(42.1) 162(52.4) 17( 5.5) 0(0.0) 0(0.0)

형 간염 아동간호A 100(32.4) 173(56.0) 32(10.4) 3(1.0) 1(0.3)

학령기 성장 학령기 아동의 성장 발달 특성, 123(39.9) 148(47.9) 34(11.0) 2(0.6) 2(0.6)

아동 발달 학령기 아동의 놀이특성 84(27.2) 175(56.6) 49(15.9) 1(0.3) 0(0.0)

특성 또래집단의 영향 84(27.2) 179(57.9) 44(14.2) 2(0.6) 0(0.0)

건강 학령기 아동의 영양관리 78(25.2) 184(59.5) 44(14.3) 2(0.6) 1(0.3)

유지, 학령기 아동의 안전교육 87(28.1) 173(56.0) 47(15.3) 1(0.3) 1(0.3)

증진 학령기 아동의 학교공포증 91(29.4) 184(59.5) 33(10.7) 1(0.3) 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99(32.0) 181(58.6) 28( 9.1) 1(0.3) 0(0.0)

학령기 아동의 성교육 183(59.2) 116(37.5) 10( 3.2) 0(0.0) 0(0.0)

건강 백혈병 아동간호 143(46.3) 148(47.9) 16( 5.2) 2(0.6) 0(0.0)

회복 류마티스열 아동간호 116(12.3) 153(49.5) 38(12.3) 2(0.6) 0(0.0)

부동 아동간호 85(27.5) 165(53.4) 57(18.4) 2(0.6) 0(0.0)

소아관절염 아동간호 92(29.8) 172(55.7) 43(13.9) 2(0.6)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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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정신지체 아동간호 124(40.1) 161(52.1) 23( 7.4) 1(0.3) 0(0.0)

아동 소아당뇨병 아동간호 149(48.2) 147(47.6) 12( 3.9) 1(0.3) 0(0.0)

알레르기성 비염

아동간호
114(36.9) 168(54.4) 25( 8.1) 2(0.6) 0(0.0)

청소년 성장 청소년의 성장발달특성 11436.9) 141(45.6) 41(13.3) 8(2.6) 5(1.6)

발달

특성

건강 청소년에게 미치는 또래집단의 영향 114(36.9) 150(48.5) 40(12.9) 5(1.6) 0(0.0)

유지, 청소년의 영양관리 80(25.9) 165(53.4) 60(19.4) 2(0.6) 2(0.6)

증진 청소년의 건강교육약물남용 흡연 음주( , , ) 151(48.8) 131(42.4) 24( 7.8) 2(0.6) 1(0.3)

청소년의 성교육 188(60.8) 100(32.4) 19( 6.1) 2(0.6) 0(0.0)

청소년의 안전교육 102(33.0) 151(48.9) 51(16.5) 3(1.0) 2(0.6)

건강 신경성 식욕부진 청소년 간호 84(27.2) 167(54.0) 54(17.5) 4(1.3) 0(0.0)

회복 거식증 청소년 간호 80(25.9) 178(57.6) 45(14.6) 5(1.6) 1(0.3)

척추만곡증 청소년간호 87(28.1) 168(54.3) 49(15.9) 4(1.3) 1(0.3)

결핵 청소년간호 91(29.4) 164(53.1) 51(16.5) 3(1.0) 0(0.0)

여드름 청소년간호 76(24.6) 162(52.4) 64(20.7) 7(2.3)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