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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아동에게 있어 입원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바람

직한 목적보다는 낯선 환경에 노출되고 고통스러운 처치

를 받아야 한다는 데 더 치중하게(McCarthy, Cool &

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하여 더 큰Hanrahan, 1998)

위기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입원 기간이 끝난다 하.

더라도 치료는 퇴원 후 투약이라는 형태로 계속되게 된

다 퇴원 후 투약은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돌보는 부.

모나 양육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투.

약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고 양육자에게는 아동의 투약

관리를 보조할 수 있는 중재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근래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서 각 병원마다 입원기간

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퇴원 후의

투약은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구될 뿐만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효과적(York

등 이어서 과거에 비해 그 중, 1997; Hanssen, 1999)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기 퇴원은 환자가 가장.

편안한 환경인 가정에서 회복기를 보낼 수 있다(York

등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퇴원 투약은 부모나, 1997) .

양육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입원 중의 투약율에 비하여

낮을 수밖에 없으며 입원기간이 끝난 후 가정에서의 치

료는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으로 해이해지기 쉽다.

더욱이 세의 학령전 아동은 원인이나 동기보다는3-6

결과에 치중하여 판단하는 경향 이 있(Pontious, 1982)

어 간호나 처치 시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해내기

위해서는 걍력한 동기 유발 도구가 요구된다김일옥(

이자형 김일옥1998; , , 199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아동의 협조가 필요한

퇴원 후 맛이 쓴 약을 투약하는 일에 아동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부모의 투약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아동

의 긴장을 감소하고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만화가 그려

있는 토오컨 강화 기록지에 성공적인 약 복용을 수행했

을 때 토오컨을 붙이게 하고 추후관리를 위해 외래 진료

소를 방문했을 때 아동이 좋아하는 작은 선물로 교환하

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아동

을 위한 추후 간호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론적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2.

퇴원아동의 재가 투약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토오컨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

연구의 가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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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약 복용 실천 횟수는 토오컨 강화를 적용받은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을 것이다.

용어의 정의4.

토오컨 강화 토오컨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토오컨1) :

강화 라고 한다 토오컨은 바람직(tokon economy) .

한 행동을 증가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소멸시

키기 위한 조건화된 강화물로써 포커칩 동전 티켓, , ,

별표 점수 등이 될 수 있다이성진, , checkmarks ( ,

유효순 김동연 외, 1998; , 1989; Kazdin, 1980;

본 연구에서는 퇴원 시 지급한Lauridsen, 1978).

만화가 그려진 토오컨 강화 기록지에 퇴원 후 투약을

거부하지 않고 수행할 때마다 퇴원 시 소아 병동 간

호사로부터 지급받은 토오컨인 스티커를 부모가 지급

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직접 기록지에 붙이게 한 다

음 일 후에 외래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기록지를, 3

원하는 선물과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퇴원 후 투약 실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2) :

원한 아동의 회복기 치료를 위하여 투여되는 약으로

일 후 외래진료소를 방문할 때까지 하루 회 투약3 4

을 기준으로 총 회의 투약 중 아동이 실제로 약을12

복용한 횟수를 의미하며 실험군은 토오컨 강화 기록

지에 붙여진 스티커의 수 대조군은 투약 기록지 칸,

에 표시된 수를 의미한다.

3) 아동 본 연구에서는 세 사이의 아동으로 피아: 3-6 제의

분류에 의하면 전조작기(Morris & Paterson, 1995;

에 해당되는 아동을 의Piaget & Inhelder, 1969)

미한다 전조작기에 해당되는 아동은 인과관계 개념.

의 형성이 불완전하며 중심화 자기중(centration), 심

적 비가역적 변환적추(egocentric), (irreversibile),

리 서봉연 송명자(transductive reasoning)( , , 1995;

김일옥 김재은 정명숙, 1987; , , 1986; Crain,

의 인지적 특징이 지닌다1980; Pontious, 1982)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고찰.

추후관리 수단으로서의 경구투약1.

경구투약은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비교적 안전하다김(

명자 등 는 점에서, 1997; Howry & Bindler, 1981)

가장 흔히 이용되며 퇴원 후 추후관리의 수단으로 가장

널리 이용된다 퇴원 후 투약을 위하여서는 경구용 제제.

의 특징 복용방법 금기 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

을 해주어야 정확한 투약를 기대할 수 있다 경구용 제.

제는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되며 액체약은 위점막을 통하

여 흡수된다 개인의 연동운동 속도에 따라 약물의 흡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음식을 다량 섭취했을 때

투약하거나 약물의 농도가 너무 짙으면 흡수가 느려진다

김명자 등 서울중앙병원간호부( , 1997; , 1995).

경구용 제제는 액체 정제 그리고 캡슐의 형태로 적용,

되며 세 이하의 어린이는 대개 정제나 켑슐을 삼키는데5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동들을 위한 대부분의 투약

은 엘릭서 시럽 또는 현탁액의 형태로 적용한다 이러한, .

액체 제제는 활성 약물과 약의 맛을 가리기 위한 향료를

함유하고 있다홍경자 등( , 1993; Howry, Bindler,

경구용 약제는 성인의 경우 정제와 캡슐의 형태1981).

로 투여되어 쓴맛에 대한 노출이 적은 반면 아동의 경우

에는 정제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거나 캡슐을 제거한 다

음에 투여하기 때문에 쓴맛과 역겨운 냄새에 대한 노출

이 심하고 투약과 그 바람직한 결과를 연결시키지 못하

는 경향 때문에 아동 간호 영역에서 투약 거부는 흔히

있는 일이다이자형 김일옥( , , 1999)

쓴맛을 적게 하기 위하여 시럽에 타서 먹이기도 하지

만 잘 용해되지 않아 가루 성분이 가라앉고 쓴맛과 역겨

운 냄새 때문에 여전히 아동들의 협조를 유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큰 경우가 흔하다 병원생활이 만족스럽지 않.

거나 쓴 약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약

복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Marlow & Redding,

더욱이 가정에서의 투약은 양육자의 주도로 이1988).

루어지기 때문에 입원 기간 중의 투약에 비하여 실천율

이 낮을 수밖에 없다.

퇴원 후 추후 관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구

투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동에게는 투약에

대한 동기를 강력하게 유발해내고 양육자에게는 투약 상

황을 점검할 수 있는 토오컨 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추후 간호서비스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토오컨 강화2.

조건강화의 일종인 토오컨 강화 는(tok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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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포커칩 별표 점수 동전 등의, , , , , checkmarks

토오컨을 사용하여 나중에 보상강화물로 대치하는 프로

그램을 의미한다김동연 등 이성진 유효순( , 1989; , ,

1998; Kazdin, 1980; Levin & Fasnacht, 1974).

토오컨은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지급되며 다양한

보상 강화물을 버는 데 사용된다 토오컨 강화는 주로.

아동의 교육 정신과 환자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 ,

역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Levin & Fasnacht,

1974; Ruskin & Maley, 1972).

토오컨 강화가 아동들의 행동을 수정하는데 자주 이용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오컨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

는 즉시 줄 수 있고 나중에 현금이나 물건으로 환불할

수 있어김동연 등 이성진 유효순 반응( , 1989; , , 1998)

과 반응에 대해 주어지는 강화물 사이의 긴 간격에 교“

량 역할을 해준다 이것은 특히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

마다 강화물을 줄 수 없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둘째 토오컨을 세어보면 자신의 진척 상황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의 개선상태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행동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강화가 되어 토오컨의 강화력을

더 증진시키고 따라서 개선율을 더욱 증진시킨다 그리.

고 토오컨은 보상이 지연되더라도 계속 참고 견디게 해

준다 칭찬과 같은 강화의 형(Ayllon & Azrin, 1968).

태는 칭찬하는 사람의 기분이 나쁘다면 그 사람이 하는

칭찬은 그리 강화력이 없다 그러나 토오컨의 가치는 그.

것을 주는 사람의 기분과는 관계가 없이 언제나 일정하

다(Kazdin & Bootzin, 1972).

셋째 토오컨은 이를 지급하는 교사의 행동을 보다 효,

율적으로 통제하는 자극을 제공하며 행동수정자의 손에

있는 토오컨의 수는 학생의 적절한 행동을 강화하도록

일깨워주는 식별자극의 역할을 한다 토오컨을 주는 행.

위는 칭찬과 같은 다른 조건 강화자극을 주는 행위에 대

해 식별자극의 역할을 한다. (Breyer & Allen, 1975).

즉 학생에 대한 자료를 기록보전하는 것 챠트에 별을, ,

붙이는 것이나 종이 위에 점수를 주는 것은 토오컨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성진 유효순 이성진 홍준표( , , 1998; , ,

1998).

넷째 토오컨은 효과적인 동기유발 도구인 동시에 교,

수 도구가 될 수 있다 토오컨을 사용하면 간단한 계산.

문제 및 돈을 다루는 문제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며

계산이나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아이의 경우 토오컨은 우

리 생활에 보다 빨리 학습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

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토오컨을 주도록 가르.

치면 학생들은 중요한 자기 관리기술(self-management

을 배울 수가 있다 이skills) (Ayllon & Azrin, 1968).

와 같은 장점들은 개인들을 다루는 경우보다 집단을 다루는

경우에 더 중요하다이성진 유효순( , , 1998; Lauridsen,

1978).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토오컨 강화는 잠재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 보상 강화물이 그 상황과 무관한.

것인 경우에 프로그램의 효과가 오히려 감소될 수 있으

며 등 토오컨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Kuypers , 1968)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목표 행동을 수행하지 않고.

토오컨이 취득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난이나 위조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Kazdin, 1980; Kazdin & Bootzin,

1972).

토오컨 강화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실시.

하기 전에 조건강화물의 선택(Premack, 1965 In

지급방법과 원칙이 철저Kazdin & Bootzin, 1972),

히 계획되어야 함은 물론 프로그램 실시 도중에도 토오

컨 지급 교사의 일관성 유지 등 토오(Panyan , 1970),

컨의 위조나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들이 잘

계획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토오컨 강화는 아동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해 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연구 설계1.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Nonequivalent

로 설계된 유Control Group Posttest-only Design)

사 실험연구 이다 실(Quasi Experimental Research) .

험군에게 토오컨 강화를 적용한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

게 각각 측정을 실시하였다.

표 본 연구의 설계< 1〉

처 치 측 정

실 험 군 X Y

대 조 군 Y

퇴원 아동의 투약을 위한 토오컨 강화 프로그램X :

투약 실천 횟수Y :



- 72 -

연구대상2.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종합병원 소아과 병동에 호S

흡기 질환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세의 아동이다3-6 .

대상 아동을 호흡기 질환으로 한정한 이유는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인한 조기 퇴원의 경향과 더불어 퇴원 후 재가

투약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며 투여되는

경구용 치료제가 거의 동일하여 약의 맛이나 냄새에 있

어 실험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투약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외생변수인

연령으로 짝짓기를 실시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명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18 .

여사실 확인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Hawthorne

여 같은 날 동시에 퇴원한 모든 아동에게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절차3.

본 연구의 절차는 프로그램의 개발단계와 검증단계로

나눌 수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단계1)

아동의 퇴원 후 약 복용 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한 이미

입원 아동의 투약 시간 단축에 성공을 거둔 토오컨 강화

프로그램이자형 김일옥 에 사용되었던 것과 동( , , 1999)

일한 만화가 그려져 있는 토오컨 강화기록지를 아동의

퇴원 시에 스티커와 함께 지급하여 일 후 추후관리를3

위해 외래진료소를 방문할 때까지 바람직한 약 복용행위

를 할 때마다 해당 칸에 스티커를 붙여 외래진료소에,

제출하고 아동이 원하는 선물과 교환하도록 설명하였다.

토오컨 강화에서 보상강화물 은 먹(back up reinforcer)

는 것 특권 아동이 좋아하는 물건으로 하는 것이 일반, ,

적 이성진 홍준표 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상강화( , , 1998) .

물인 선물의 내용과 지급방식에 대해 소아과 병동과 외

래진료소의 간호사와 협의하여 인기만화의 주인공이 등

장하는 색칠 공부책으로 결정하였다.

프로그램의 검증단계2)

개발된 토오컨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호흡기 질환폐렴 기관지염 후두염 인두염으로 입( , , , )

원한 세에서 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3 6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할당하였다.

실험군에게는 퇴원 후 가정에서 바람직한 투약실천 시에

토오컨 강화기록지에 붙인 스티커의 갯수를 측정하였으

며 대조군에게는 외래 진료소에서 부모가 작성한 투약실

천 횟수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도구4.

실험도구1)

토오컨 강화용 기록지와 스티커(1)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토오컨 강화용 기록지는 이미 입

원 아동의 투약을 대상으로 효과를 거둔 것이자형 김( ,

일옥 으로 아동의 시각을 자극하고 약 복용 행위, 1999)

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만화로 제작된 것이다.

그림 안에는 바람직한 약 복용행위를 할 때마다 제공할

스티커를 붙이는 칸이 하루 회 투약을 기준으로 일분4 4

마련되어 있다 대개 아침 투약 후 오전에 퇴원을 하게.

되고 외래진료소 방문도 아침 투약 후에 하게 되므로 3

박 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투약 칸은 일분을 마련하였4 . 4

다 투약 칸에는 아동이 스티커를 많이 붙일수록 병균이.

죽어가는 장면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여 아동의 흥미를 자

극하고 약 복용행위에 대한 동기를 한층 더 유발시키도

록 고안되었다 퇴원 후 가정에서 양육자의 투약 지시에.

따라 아동이 약을 복용하면 양육자가 토오컨 강화용 기

록지 칸에 붙일 스티커를 지급하고 아동이 스스로 스티

커를 붙이도록 하였다 스티커의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

하기 위(Kazdin, 1980; Kazdin & Bootzin, 1972)

하여 기록지 위에 스태플로 함께 찍어 주었으며 냉장고

에 부착하도록 자석도 함께 지급하여 아동이 수시로 보

고 강화를 받도록 하였다.

선물(2)

아동의 성취 행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아동이 바람직한

약 복용행위를 한 후 기록지 칸에 스티커를 붙여 외래

진료소로 가져오면 종류의 색칠공부 책 중 아동이 원하6

는 권을 주었다1 .

측정도구2)

투약 실천횟수(1)

일간 회의 투약을 기준으로 실험군은 퇴원 후 가3 , 12

정에서 토오컨 강화 기록지 칸에 붙여진 스티커의 수를,

대조군은 외래 진료소에서 연구보조자가 제공한 투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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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지 칸에 양육자가 표시한 투약 횟수를 비교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및 기간5.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 시내 종합병원 소아과S

병동에 호흡기 질환폐렴 기관지염 후두염 인두염으( , , , )

로 입원한 세에서 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대조군과3 6

실험군으로 나누어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실험군은 퇴.

원 당시 간호사에게 토오컨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고 일 후 외래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제출한3

토오컨 강화기록지를 수집하였다..

대조군의 자료수집은 퇴원 후 추후관리를 위하여 소아

과 외래진료소를 방문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구보조자

가 작성요령의 설명과 함께 기록지를 주어 투약 여부를

조사하였다.

년 월부터 월까지 개월에 거쳐 실험군을1999 9 10 2

위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년 월부터1999 11 2000

년 월 중순까지 약 개월 반에 거쳐 대조군을 위한 자1 2

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6.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전SAS program(6.12)

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투약 실천횟수를 비교하기1.

위하여 를 실시하였다t-test .

Ⅳ 연구의 결과 및 논의.

가설검증1.

본 연구의 가설인 퇴원 후 투약 실천 횟수는 토오컨"

강화를 적용받은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을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퇴원 후 가정에서의 투약 실천 횟수를 비교한 결과,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2 t=-1.2411, P=0.2374〈 〉

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본.

연구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토오컨 강화.

가 퇴원 환아의 약 복용 행위를 증진시키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표 실험군과 대조군의 퇴원 후 투약 횟수< 2>

Mean SD t P

실험군(n=18) 10.320 1.819
-1.2411 0.2374

대조군(n=18) 10.944 1.474

토오컨 강화 프로그램은 주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수정김남성( , 1995; Levin, Fasnacht, 1974;

과 지체장애자들의 행동수정Ruskin, Malley, 1972)

(Baldwin, 1967; Girardeau, Spradlin, 1964;

등 에 주로 이용되었다 토오컨 강화 프로Hunt , 1968) .

그램이 약 복용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용된 것은

행동수정가인 의 저서에서 볼 수 있다Kazdin(1980) .

고혈압 노인의 투약 섭생 이행에 적용된 기록이 있다.

이 연구에서 노인의 손녀가 투약을 이행할 때마다 토오

컨을 지급하여 노인의 투약 이행이 바람직하게 증가하였

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특성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강화물인 토오컨이 효과적이었으며 흥

미를 가지고 토오컨을 지급하는 손녀의 도움이 노인의

바람직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유발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김일옥 의 연구에서 학령전 아동(1998)

에게 토오컨 강화를 적용하여 손씻기 이닦기 행위를‘ ’, ‘ ’

증진시킨 사례가 있으며 이자형 김일옥 의 연구, (1999)

에서 입원 아동의 약 복용 시간을 단축시키고 투약과 관

련된 바람직한 행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이 증명

된 바 있다.

등 는Kuypers (1968), Levin & Fasnacht(1974)

방해요인이 있거나 토오컨을 효과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약속을 변경하거나 늘려나가는 경우 토오컨 강화,

가 오히려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과정에서 실험군의 경우 퇴원,

후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토오컨을 염격하게 지급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 퇴원 후 추후관리를 위,

하여 외래진료소를 방문하였을 때 기록지를 나누어주고,

퇴원 후 집에서 아동이 복용한 일간의 투약기록을 요청3

했을 때 상당수의 어머니들이 성의 없이 빈칸에 모두,

기록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 누구도 부정직.

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어머니들 자

신의 아이를 잘 돌보았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부담

에서 성의없이 모든 칸을 채우는 것으로 관찰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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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자들이 진술이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나.

관련자들이 사회적 소망성 을 의식(social desirability)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하여 허위나 고의로 응( , , , 1998)

답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험군 중에는 대상 아동이 토오컨을 붙인 기록지를

외래진료소에서 선물과 교환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였

는데 이는 선물인 색칠 공부책 보다 만화가 그려져 있는

기록지를 더 좋아하고 자신이 직접 붙인 스티커를 아끼

고 소중하게 보존하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으로 관찰되었

다 일부 아동들은 기록지를 안타까워 울면서 선물로 교.

환해 갔으며 일부 아동들은 기록지를 내 놓지도 않고 선

물까지 챙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명의. 75

아동에게 토오컨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했지만 명의 아25

동만이 기록지를 제출했으며 이 중 일부가 대조군과의

짝짓기 과정에서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명만이 남게 되18

었다.

만화는 회화적 과장과 미학적 생략에 의해 표현된이(

원복 이종현 매체로서 압축된 형태로서, 1998; , 1983)

의 정보전달 기능으로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새로운

매스미디어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김승민 박( , 1989;

세형 임상에서 이미 아동의 행동과 간호사 및, 1985).

부모의 반응에서 효과가 있음이자형 김일옥 이( , , 1999)

입증되었듯이 아동을 위한 교육이나 간호중재에서 만화

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이 좋아하는 만화가 그려진.

토오컨 강화 기록지를 아동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아

동의 실적을 별도의 기록지에 연구보조자가 기록해 두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프로그램의 적용은 실험의 실패로 그 효과가 통계

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대상 아동

에게 즐거움을 줌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와 안위

추구 측면에서 소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들도 토오컨 강화 프로그램을 병원 측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각이자형 김일옥 하고 긍정적( , , 1999)

인 평가를 하였음이 또 다시 입증되었다.

퇴원 후 투약을 위한 행동수정 프로그램은 부모의 참

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아동을 위한 처치과정에 부모.

의 참여는 매우 효과적이다(McCarthy, Cool &

따라서 부모를 참여시키고 그들을Hanrahan, 1998).

쉽게 안내할 수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프

로그램의 계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측정도구나 그 도구

의 적용환경이 적절치 않으면 통계적인 효과의 검증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할 수 없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알

게 되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보다 신뢰도가 높은 다양한.

측정도구로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도록 해야 하겠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퇴원 아동의 재가 투약 실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만화로 된 토오컨 강화 기록지와 스티커 그리고

선물로 구성된 조건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수행된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시내 종합병원에 호흡기 질S

환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세의 아동으로 실험군과3-6

대조군 각각 명이었다 실험군에게는 퇴원 당시 부모18 .

와 아동에게 토오컨 강화 기록지와 스티커를 지급하고

퇴원 후 가정에서 바람직한 약 복용 행위를 할 때마다

스티커를 해당 칸에 붙이고 추후 관리를 위하여 일 후3

외래 진료소에 방문할 때 원하는 종류의 색칠공부 그림

책과 교환하도록 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역시 추후관리를.

위하여 외래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부모에게 투약 기록지

를 주어 아동의 약복용 행위 유무를 해당 칸에 표시하도

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전산통계처리하SAS 6.12

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투약횟수를 비료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퇴원 후 투약 실천 횟수는 토오컨 강화를, “

적용받은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높을 것

이다 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t=-1.2422, P=0.2374).

따라서 퇴원 아동을 위한 토오컨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

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동과 부모.

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보다 잘 계획되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적용하여 조건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확

히 검증하여 아동간호중재에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도

록 해야할 것이며 아동에게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친

히 기록한 토오컨 강화기록지를 보유하도록 융통성을 지

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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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Token economy, Follow up

medication

The Effectiveness of Token

economy on Oral Medication for

Discharged Children

Kim, Il Ok*

Oral medication is the most frequent

treatment measure for follow up treatment,

which is leading by childrens' parents for them.

In medication for preoperational children, they

tend to concentrate the result rather than the

motivation or cause. So, they frequently refuse

medication which has bitter taste. So this study

was attempted to develop token economy

program which promote children's medication

and help their parents, and to evaluate its'

effect to construct the experimental ground.

This study was a quasi experimental study

under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desig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6

children who were aged 3-6 years and admitted

pediatric ward because of their respiratory

disease. Token economy program was consisted

of cartoon record paper with stickers which

expresses the better medication is taken the

more germs die, and gift was given for back up

reinforcer.

To evaluate this program, time for oral

medication was measured to both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program,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AS 6.12 program with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 Sahmyoo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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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2411, P=0.2374). Therefore,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rejected.

In conclusion, the token economy program

for follow up care didn't change the children's

behavior of oral medication. But it was found

that the cartoon on recording paper gave a

pleasure to participated children. Parents who

were in experimental group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for token economy program. So it

can be said that the token economy program for

follow up care was effective in inducing the

children's pleasure and parents' satisfaction

even though it wasn't successful in experiment.

If the measuring tools for token economy

program was made with well planned design and

high reliability, it can be improved the

effectiveness of that To develope the theoretical

bases of nursing care, the well planned

programs and measuring tools for them should

be develop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