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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천식은 민감성 기도질환으로 가장 일반적인 아동기의

만성질환으로 높은 학교 결석율 잦은 응급실 방문과 소,

아과 병동 입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Betz,

Hunsberger & Wright, 1994; Capen, Dedlow,

Robillard, Fuller & Fuller, 1994; Walley &

Wong, 1997; Weitzman, Gortmaker & Perrin,

1992).

카나다나 미국에서는 만성적인 천식으로 인해 모든 아

동들의 가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10-20%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등(Statistics Canada, 1991),

학교 학생의 약 가 엄격한 천식의 진단기준에4.6-5.2%

의해 천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조상(

헌 김윤근 지영구, , , 1994).

천식의 발작은 알러지원 자극요소 기후의 변화 감, , ,

염 운동 또는 정서적인 요소에 의해 촉진되는 것으로,

천식은 눈에 띄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도 갑자

기 발작적으로 재발하고 이로 인한 잦은 입원은 일상생

활의 혼란과 경제적인 문제 결석 등으로 인한 학교에서,

의 적응 문제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는 물론,

가족 전체에 많은 부담을 준다(Davis, 1972; Ellis,

1987; Miller & Strunck, 1989).

비록 천식에 대한 병태 생리적인 탐구활동이 증가하여

치료와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아동기

에 있어 천식의 영향은 단순히 질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천식 환아의 부모.

들은 일반적인 발달의 요구뿐만 아니라 아동의 천식을

고려해야만 하는 복잡한 결정에 자주 직면하게되며 만성

질환의 지속되는 특성 때문에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다(Butz et al., 1995; Schwam, 1987).

만성질환은 정상적인 생활형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아가 있는 가족의 삶은 매우

복잡하고 불예측적이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성질환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하나의 발전적.

기회로 포착할 수 있는 비교적 큰 아동을 둔 가족과는 달

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부부 중심의 가족에

게 아이가 천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부모를 높은 스트

레스 상황과 부적응 상태에 놓이게 한다(Rankin &

우리나라 천식아동의 가족 역시 어린Weekes, 1989).

자녀와 젊은 부부 중심의 가족으로 핵가족이 대부분 이기

때문의 아동의 천식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대처 능력이 떨

어질 수 있다.

그러나 천식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중재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호흡 부전이나 사망과 같은 결

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만성질환보다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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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 안에서 부모의 돌봄이 중요시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아의 간호에 있어 가족이라,

는 테두리 내에서의 간호는 매일 매일 행해지는 치료적

지시이행의 우선적 책임은 일차적 간호제공자인 부모에

게 있는데 환아의 발작적이고 비예측적인 문제들에 대,

해 어떠한 돌봄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천식환아와 가

족 구성원 전체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entinen & Helvikyngas,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

며 환아의 질병관리에 일차적 책임이 있고 돌봄제공자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환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대상자의 주관에 따라 행해지는 태도유형의 파악과 행위

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천식환아 어Q

머니의 돌봄 유형을 분류하고 파악함으로써 돌봄의 유형

별로 효과적인 간호중재방안과 적절한 건강교육프로그램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용어정의3.

돌봄 돌봄이란 인간 고유의 특질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인본주의적,

과학적인 체계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이병숙( ,

본 연구에1996; Griffin, 1983; Leininger, 1981).

서는 천식 환아의 어머니가 고유의 모성에 근거한 인본

주의적 사랑으로 천식 환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

해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Ⅱ 문헌 고찰.

천식의 특성과 돌봄행위1.

천식은 숨쉬기 어려움 을 의미하는‘ (to breath hard)’

고대 그리이스어로 기침 천명 숨참과 같은 호흡곤란 증, ,

상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폐질환이며 신체 활동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자신감 상실을 초래하고 그 가족에게 까지

정신적인 부담을 주는 질환이다신태순 이금자 윤혜선( , , ,

1990; Baily & Manzella, 1989;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1991).

기관지 천식은 여러가지 자극에 대한 기도의 과민성과

기도의 염증 반응 및 기도 평활근의 광범위한 연축에 의

한 임상증상이 자연히 혹은 치료에 의해 가역적으로 호

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홍창의( , 1997).

특히 천식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가도 갑작스레 악

화될 수 있으며 또한 재발되었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회

복되는 질병으로 지속적인 주의나 관찰이 요구되는 만성

질환이며 짧은 기간의 치료로 질병의 치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Weingarten, Goldberg & Teperberg, 1985).

소아천식은 흔한 소아의 만성질환으로 환아 본인은 물

론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주는 소비적인 질환이다 또한.

환아와 가족의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를 일으키고 학교

결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이며 이로 인한 자신감

의 상실과 친구 형제 부모와의 관계손실을 경험하게한, ,

다 박은숙( , 1994; Davis, 1972; Ellis, 1983).

천식환아 가족들은 환아들에게 발작적으로 숨이 넘어

갈 듯한 호흡곤란과 천명이 나타난 환아를 데리고 응급

실을 방문하게되고 년에 몇 번씩 혹은 한 계절에1 2-3

회씩 반복되는 증상으로 환아나 기후의 작은 변화 즉 환

아가 피로하거나 기침을 하든지 갑자기 기온차가 심하게

나타나면 몹시 긴장하고 불안해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의 생활균형에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호소한다.

그러나 천식에 대한 병태생리 원인과 치료에 대한 학,

문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병률과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

는 추세로 천식아동은 평균적으로 년에 일간은 신1 12.5

체적 제약을 경험하고 일간은 결석을 하고 이로 인, 7.6

한 학습장애와 건강악화의 위협을 받고있다(Feldman,

Clark, & Evans, 1987; Fowler & Davenport &

Carg, 1992; Lewis & Lewis, 1987; Newacheck,

Budetti, Halton & Budetti, 1996).

천식은 환자마다 임상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같은

환자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진단시와는 다른 양상

을 보이게되어 절대적인 치료지침이 모든 대상자에게 일

괄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필요시

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질병경.

과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천식아동의 가족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해야하고 상황의 판단이나 약물의 사용도 가

족 스스로 결정해야하는 경우가 많다윤제균 정순미 정( , ,

지태, 1997).

한편 취학 전 아동이나 영유아의 경우 자신의 증상이

나 천식의 증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 천식 진단과 치료적

인 섭생법의 수행에 부모의 판단과 참여가 절대적이어서,

어린 천식 환아에게 어머니의 돌봄에 대한 태도는 환아

와 가족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Feldma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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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천식으로 인한 사망의Hindi-Alexander(1987) 4

대 위험요소를 설명하면서 즉 적절한 처치의 지연, 1)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 부적절한 치료 심야천2) 3) 4)

식 및 감염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가지는 천식환아를, 3

돌보는 어머니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자료라고 하였다.

천식의 유발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유전적인 소인

도 중요하나 환경적인 요소 즉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영향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김유경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관( , 1995),

리를 어머니가 전담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천식 환아의

관리에 있어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아천식은 유발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과 천식

의 임상양상이 개인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한 개인에서

도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여 처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Feldman, Clark, & Evans, 1982).

특히 소아천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관찰과 해

석에만 의존하여 정보가 수집되므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의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특히 어머니의 돌

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영률( , 1996).

및 는 천식 관리방Krutz, Bellicha Parker(1987)

법의 단계를 제시하면서 단계는 천식이 만성질환이며3 1

급성발작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발작 예방(attack

단계로 약물의 올바르고 지속적인 투여 유prevention) ,

발인자의 확인 및 노출회피 천식 조기증후의 인식단계이,

다 단계는 천식의 악화는 좀더 강력한 방법으로만 조절. 2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발작조절(attack management)

단계로 치료약물의 정확한 사용 안정의 유지 필요시 도, ,

움의 요청단계이다 단계는 효과적인 치료에는 가족과. 3

친구 및 의료진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회적 지지 단계로 의료진과의 의사소(social support)

통 사회생활과 관련된 문제해결단계이다, .

따라서 효과적인 천식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장기 약

물복용과 함께 천식의 급성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유발

인자를 파악하여 조절하거나 피해야하며 천식증상이 나

타나기 전 숨이 차온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호흡수가,

증가하거나 천명이 생기는 등 초기에 보이는 경고 증후

를 알아야한다 이러한 천(Pierson & Koenig, 1992).

식의 관리를 위해서는 각 환아에게 적절한 포괄적인 관

리가 중요한데 이러한 포괄적 관리는 어머니의 돌봄이,

우선적으로 영향된다(Tinkelman & Conner, 1994).

그러므로 환아의 어머니는 수시로 변화하는 환아의 상

태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약물 사용을 할 수 있

어야 하고 여러 약물의 부작용 또한 알고 있어야하며 각

환아에서 천식 증상을 유발하는 인자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노출을 피할 수 있어야한다 의사표현이 부적절한.

소아연령에 있어서는 병력과 이학적 소견에 대한 어머니

의 주의깊은 관찰과 해석에 매우 중요하다.

천식아동 가족의 물리적 환경은 천식발생에 영향하는

환경적 영향요인에서 볼 때 예방이 중시되어야 하는 측

면으로 먼지 매연 습기 연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 , ,

는 방법이 교육되어야하며 공기 맑은 곳의 거주지 및,

주택이 요구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환경적 조절에 있어.

서는 규칙적인 청소가 중요하고 알레르기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은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나 지나치게

가정생활을 구속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애완동물이나 음식은 유발요인이라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조성숙 김( ,

운식 이태원 안돈희 손근찬, , , , 1983).

국내에서는 이정희 가 천식 환아의 관리방법으(1996)

로 민간요법 한방치료 병원치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 ,

데 연구결과 민간요법은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한다기보,

다 다양한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도라지류 은행 호박류. , , ,

배 살구씨 무우 모과류 파뿌리 등으로 나타났다 한, , , , .

방요법을 사용한 어머니는 로 나타났는데 그 중54.7% ,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는 로 나타났다 병13.3% .

원치료만 받고 있는 경우는 이고 한방 및 병원치29.3%

료가 민간약 및 병원치료가 한방 민간20%, 14.7%, ,

약 병원치료 모두를 병행하는 경우는 로 나타나 매, 36%

우 다양한 방법으로 환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태도에 따라 매우 다양

하게 환아의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은숙 은 천식아동 가족의 특성에 관한 질적(1994)

연구를 통해 천식아동 가족의 특성은 천식 유발 요인에‘

대한 인식 천식의 의미 천식아동의 특성에 대한 인’, ‘ ’, ‘

식 사회정서적 경험 관리행위의 개 영역으로 규명’, ‘ ’, ‘ ’ 5

하였다 천식에 대한 의미는 천식을 어떠한 병으로 인식.

하는지 치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통해 알아본 결과 감기병 오래끄는 병 고치기 어려운‘ ’, ‘ ’, ‘

고질병 생활하기에 불편한 병 인내가 필요한 병으로’, ‘ ’, ‘ ’

이해되고 있었다 천식아동에 대해서는 허약하다 성장. ‘ ’, ‘

이 부진하다 자신감이 없고 의존적이다 짜증을 잘 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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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경질적이다 주의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하다 자’, ‘ ’, ‘

기 중심적이고 경쟁적이다 과격하고 공격적이다 사회’, ‘ ’, ‘

성이 저하되어 있다 등의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천식아동의 관리행위로는 의학적인 치료에 의존.

하고 민간요법을 이용해 특정음식을 제공하거나 식이요

법을 행하는 등의 치료적 행위와 알레르기 요인에 노출‘ ’

되는 것을 피하게 하고 체력을 보강시키며 생활을 제한

하는 등의 예방적 행위 아동에게 관대하게 또는 강압적‘ ’,

으로 대하며 잔소리나 간섭을 많이 하는 양육행위 또, ‘ ’,

는 종교적으로 기원하거나 아동에게 천식을 단순한 질병

으로 인식시키며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등의 대처행위를‘ ’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정리하여 보면 천식 환아의 돌봄은 매우 다양

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때 환아의 주요 돌봄 제

공자인 어머니의 돌봄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에 따라 다

르게 접근되는 것을 알 수있다 따라서 이러한 천식 환.

아 어머니의 돌봄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

절한 중재가 이루어질 때 천식아동 및 가족 전체의 안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연구방법 및 개요1.

본 연구는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천식 환아 어머니의

돌봄 유형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천식 환아에 대한 돌봄은 어머니의 주관적 태도에 의

해 많은 영향을 받는 주관적 영역이다 방법론은 외. Q- ‘

부로부터 설명하는 방법이 아닌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

접근 방법으로서 응답자 스스로가 진술문을 비교하여’ Q

순서를 정함으로써 주관성을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의

를 만들어 나가는 즉 응답자가 자신의 주관적 영역을,

스스로 객관화함으로써 동시에 자신의 주관성을 표현해

나가는 방법론이다.

연구절차2.

표본의 확정1) Q-

본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수집된 표본은 관련 전문Q-

서적과 연구논문 등의 문헌에 제시된 천식 환아의 관리

와 돌봄에 관한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다 덧붙여 천식, .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어머니와 소아과 병동에서

천식환아에게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수간호사

와 일반간호사와의 개별 면접과 개방적 질문지를 통해

확인된 돌봄내용으로 총 개가 수집되었다143 .

이들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후 공통적 진술내용

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개의 표본이 확정되었다35 Q- .

의사의 처방에 충실히 따른다1. .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돌본다2. .

가습기나 빨래를 널어 습도를 조절해 준다3. .

아이가 있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4. .

환기를 자주 시킨다5. .

민간요법을 사용한다6. .

한약을 먹인다7. .

집안을 청결히 한다8. .

커텐 카페트를 사용하지 않는다9. , .

천식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10. .

공기가 오염된 곳에 가지 않는다11. .

찬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12. .

외출을 삼가한다13. .

아이에게 심호흡을 자주 시킨다14. .

아이에게 천식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깊게 관찰한다15. .

운동을 시킨다16. .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한다17. .

약을 거르지 않고 잘 먹인다18. .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한다19. .

찬것을 먹이지 않는다20. .

신에게 기도한다21. .

아이의 요구를 가능한 한 들어준다22. .

실내온도를 적절히 유지시켜 준다23. .

아이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24. .

심한 운동을 피하도록 한다25. .

식기 살균과 이불 빨래를 자주한다26. .

주로 집에서 놀도록 한다27. .

가능하면 많이 안아준다28. .

아이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간다29. .

단백질 함유 식품육류와 우유등의 섭취를 제한한다30. ( ) .

비질대신 물걸레 청소를 한다31. .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한다32. .

공기좋은 곳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33. .

천식증상이 왔을 때 바로 병원에 가기보다 우선 집34.

에서 관리한다.

병원치료에 의존한다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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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된 개 표본의 진술문을 개별 카드로35 Q-

만들어 대상자가 분류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분류는 정Q-

상분포와 비슷하도록 표 과 같은 분포에 맞추어 해당1

숫자대로 카드를 분류시켰다 카드 분류의 단계는 우선.

동의 중립 비동의의 그룹으로 분류하게 한 후 가‘ ’, ‘ ’, ‘ ’ 3

장 긍정 부분인 동의를 다시 가장 동의와 중립 부정으‘ ’ ,

로 다시 세분하여 분류하게 하였고 나머지 중립와 비, ‘ ’ ‘

동의도 같은 방식으로 단계를 거쳐 분류하도록 하였다’ <

표 1>.

표 표본 분포< 1> Q-

비동의 중립 동의

점 수 -4 -3 -2 -1 0 +1 +2 +3 +4

카드수 2 3 4 5 7 5 4 3 2

표본의 선정2) P-

연구 대상자가되는 표본의 선정은 현재 천식으로P-

진단받고 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의 어머니를6

대상으로 하였다.

대체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대상자의 크기는Q- 40

명의 범위로 제시되고 있는데김흥규 본 연±20 ( , 1992)

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명이 선정되었다37 .

표본으로부터 자료 수집한 기간은 년 월P- 1999 12

일에서 월 일까지이며 개인 면담을 통하여 분류작27 2 12

업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자료수집3) P-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돌봄 특성과 관련된 자

료수집은 분류 직후 본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질문지Q-

를 통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환아와 어머.

니의 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천식치유에 대한 기대,

천식발병시의 돌봄행위 그리고 천식과 관련된 불안이나,

염려 등을 개방적 질문지를 통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분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재Q-

확인 하였고 강한 동의와 비동의를 보인 항목에 대하여

부언할 내용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방법4)

자료의 분석은 을 이용하여 다PC-QUANL Program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류된 개의 항목에 에서 까지의 점수를 주어35 -4 +4

입력한 후 개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를 구35 , ,

하였다 다시 개의 항목을 표본을 축으로하는 주요. 35 P-

인분석방법 을 이용(Principle Component Analysis)

하여 요인 분석하였다 최적의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하.

여 요인수를 에서 까지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3 10

결과 중에서 가 이상이면서 각 유형간Eigen Value 1.0 ,

의 상관관계가 낮아 요인마다의 고유성이 인정될 수 있

는 것으로 요인수를 선정한 후 각 유형을 명명하였다.

Ⅳ 연구 결과.

천식환아 어머니의 돌봄 유형의 형성1.

을 이용하여 표본을 축으로PC-QUANL Program P

하는 요인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의 돌봄은 개의 유형으3

로 분류되었다.

유형별 설명력은 유형 이 유형 가I 43.15%, II

유형 은 로 전체 유형의 설명력은21.75%, III 11.28%

로 나타났고 이들 각 유형별 상관관계 역시 낮게76% ,

나타나 각 유형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표 표2, 3>.

표 유형별 치와 설명변량< 2> Eigen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치Eigen 8.65 4.36 2.20

변량 % .4315 .2175 .1128

누적변량 .4315 .6490 .7618

표 유형별 상관관계< 3>

유형 I II III

I 1.000 .087 .197

II 1.000 .093

II 1.000

연구대상 표본 명의 유형은 모두 가지로 분류P- 37 3

되었고 유형 에 명 유형 에 명 유형 에, I 18 , II 8 , III 11

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특성 분석2.

각 유형별 개 항목의 표준 점수 요인 가중치 및35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토대로 각 돌봄 유형을 분석하

였으며 구체적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

우선 개의 항목 중 유형별로 강한 동의를 보인 항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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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준 점수가 이상인 항목과 강한 비동의표( +1.000 ) (

준점수가 이하인 항목를 보인 항목들을 중심으-1.000 )

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유형별로 강한 동의 항목 중 표준점수가 타

유형과의 차이가 큰 항목 강하게 동의하지는 않으나 표,

준 점수가 타유형과 차이가 큰 항목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 중 표준점수가 타 유형과의 차이가 큰 항목 강한,

비동의를 보이지는 않으나 표준점수가 타 유형과의 차이

가 큰 항목을 분류 자료에서 발췌하여 분석하였다Q- .

마지막으로 각 유형의 전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형마

다 표본 중 요인 가중치가 가장 큰 사람이 강하게 동P-

의한 항목과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 항목을 분석하고 면

담을 통하여 수집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정보

를 분석하였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각 유형별 천식

환아 어머니의 돌봄 유형의 특성을 밝히고 명명하였다.

유형 치료 지시 순응형1) I( )

유형 에 속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I <

표 유형 에 속한 대상자는 명 중 명이었으며4>. I 37 18

어머니의 연령은 대부분 대 중반에서 대 중반이 대20 30

표 돌봄 유형별 인자가중치< 4>

유형 변수(N) 번호
나이세( )

학력
환아

유병기간년월( / )
종교 인자가중치

환아 어머니

Ⅰ 18

5

6

8

11

13

14

17

18

21

23

24

27

30

33

34

35

36

37

5

3

13

7

7

6

4

3

2

3

2

8

4

5

6

5

6

6

35

28

36

35

32

28

39

40

24

25

29

29

30

31

43

26

38

31

대학원

대졸

대졸

대졸

대학원

대졸

대졸

중졸

고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고졸

고졸

대졸

대졸

2/4

1/2

5/7

4/3

3/2

2/2

2/7

2/8

1/0

1/2

11/0

4/5

2/5

3/6

3/8

3/4

3/7

2/8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불교

천주교

무교

무교

불교

불교

무교

불교

무교

무교

.6188

.4832

1.2343

.6659

.3859

.2349

1.6549

.5692

.6587

.8749

.5528

1.6339

2.1974

.3976

.2867

1.4321

.4562

.3742

Ⅱ 8

1

4

9

15

25

29

31

32

6

6

5

3

7

4

11

3

32

38

31

27

29

35

39

25

고졸

고졸

고졸

대졸

대졸

대학원

대졸

대졸

2/5

2/8

1/4

1/2

3/4

1/3

5/8

1/2

천주교

불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기독교

불교

무교

.9063

.3163

.4678

.9534

1.1237

2.8765

1.3432

.6751

Ⅲ 11

2

3

7

10

12

16

19

20

22

26

28

2

5

5

6

4

7

3

6

4

2

3

24

29

31

38

42

32

26

31

29

27

26

대졸

대졸

대졸

대졸

고졸

대졸

대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9/0

2/7

2/4

1/9

1/5

3/5

10/0

2/3

1/8

9/0

1/2

기독교

천주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불교

천주교

천주교

무교

무교

천주교

.5004

.7634

.9253

1.3452

.4291

2.2964

.2936

.5284

1.3187

.2391

.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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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었고 대는 명이었다 환아의 연령은 세 명40 2 . 2 2 ,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3 3 , 4 2 , 5 3 , 6 4 , 7 2 , 8 1

명 세 명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명 고졸, 13 1 . 1 , 3

명이었고 나머지 명은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이었다14 .

환아의 유병기간은 년 이하가 명 년에서 년이1 1 , 1 2 3

명 년에서 년이 명 년 이상이 명이었다 종교, 2 4 11 , 4 3 .

는 천주교가 명 기독교가 명 불교가 명이었고 종교5 , 2 , 6

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명이었다5 .

유형 이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약을 거르지 않고I ‘

잘 먹인다 외출을 삼가한다 의사의 처방에 충실히 따’, ‘ ’, ‘

른다 아이에게 천식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깊게 관찰’, ‘

한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한다 찬 것을 먹이지’, ‘ ’, ‘

않도록 한다 병원치료에 의존한다 아이에게 증상이’, ‘ ’, ‘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간다 찬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

한다 심한 운동을 피하도록 한다 아이의 요구를 가능’, ‘ ’, ‘

하면 들어준다 주로 집에서 놀도록한다 아이가 정서’, ‘ ’, ‘

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의 순으로 개 항’ 13

목이었다 표< 5>.

반대로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민간요법을 사용‘

한다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한다 신에게 기도한다 단’, ‘ ’, ‘ ’, ‘

백질 함유식품의 섭취를 제한한다 가능하면 많이 안아’, ‘

준다의 개 항목이었다 표’ 5 < 5>.

유형 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은 점수 차이를 보I

인 항목도 약을 거르지 않고 잘 먹인다 의사의 처방에‘ ’, ‘

충실히 따른다 아이에게 천식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깊’, ‘

게 관찰한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한다 심한 운’, ‘ ’, ‘

동을 피하도록 한다 주로 집에서 놀도록 한다였고 비’, ‘ ’

동의 항목 중 점수차이를 보인 항목 중 두드러지게 나타

난 것은 신에게 기도한다 단백질 함유식품의 섭취를‘ ’, ‘

제한한다 한약을 먹인다 운동을 시킨다의 항목으로’, ‘ ’, ‘ ’

나타났다 표< 6>.

유형 의 전형인 번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은 의I 30 ‘

사의 처방에 충실히 따른다 병원치료에 의존한다 감’, ‘ ’, ‘

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한다 등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

면 가장 비동의한 항목은 민간요법을 사용한다의 항목‘ ’

이었다 유형 의 전형은 세의 남아를 둔 세의 어머. I 4 30

니로 환아의 유병기간이 약 년 개월 되었으며 천식으2 5

로 인하여 특히 환절기 때 자주 입원을 하는 아동이었다.

환아의 어머니는 처음 진단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도라지 은행 호박 등의 여러 가, ,

지 민간요법과 한약 등의 복용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별

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환아의 어머니는 점차 천식이.

라는 특성이 완치보다는 급성발작의 예방을 위해 치료약

물의 정기적인 복용과 섭생법에 달려있다고 판단한 이후

에는 의료진의 판단과 권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되었고

민간요법과 한약의 사용은 철저하게 사용하지 않는 유형

이었다.

이상을 통해 유형 의 천식아동 돌봄유형은 주로 치료I

적이고 의료적인 권유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유형

으로 치료지시순응형으로 명명하였다‘ ’ .

표 유형< 5> Ⅰ의 항목별 표준점수

항 목 표준점수

약을 거르지 않고 잘 먹인다18. .

외출을 삼가한다13. .

의사의 처방에 충실히 따른다1. .

아이에게 천식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15. .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한다19. .

찬 것을 먹이지 않도록 한다20. .

병원치료에 의존한다35. .

아이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간다29. .

찬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12. .

심한 운동을 피하도록 한다25. .

아이의 요구를 가능하면 들어준다22. .

주로 집에서 놀도록 한다27. .

아이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24. ..

1.80

1.80

1.79

1.55

1.46

1.37

1.26

1.19

1.19

1.15

1.11

1.09

1.06

가능하면 많이 안아준다6. .

단백질 함유식품의 섭취를 제한한다30. .

신에게 기도한다21. .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한다17. .

민간요법을 사용한다28. .

-1.02

-1.72

-2.38

-2.41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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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체력보강형2) II( )

유형 에 속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II <

표 유형 에 속한 대상자는 명 중 명이었으며4>. II 37 8

어머니의 연령도 역시 유형 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I 20

중반에서 대 중반이 대부분이었다 환아의 연령은 세30 . 3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2 , 4 1 , 5 1 , 6 2 , 7 1 , 11 1

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명 대졸 이상이 명이. 3 , 5

었다 환아의 유병기간은 년에서 년 사이가 명 년. 1 2 4 , 2

에서 년이 명 년 이상이 명이었다 종교는 천주교4 3 , 4 1 .

가 명 기독교가 명 불교가 명이었고 종교를 갖고2 , 2 , 3

있지 않은 경우는 명이었다1 .

유형 가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한약을 먹인다II ‘ ’,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한다 민간요법을 함께 사용한다‘ ’, ‘ ’,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돌본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 ‘

예방한다 운동을 시킨다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맑은’, ‘ ’, ‘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 아이에게 심호흡을 자주 시킨다’, ‘ ’,

천식 증상이 왔을 때 바로 병원에 가기보다 우선 집에서‘

관리한다 천식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곰팡이 제’, ‘ ’, ‘

거제를 사용한다 아이가 있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

않도록 한다 아이에게 천식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깊’, ‘

게 관찰한다의 순으로 개 항목이었다 표’ 13 < 7>.

반대로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아이가 정서적으‘

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주로 집에서 놀도록’, ‘

한다 심한 운동을 피하도록 한다 단백질 함유식품의’, ‘ ’, ‘

섭취를 제한하도록 한다 아이의 요구를 가능한 한 들어’, ‘

준다 약을 거르지 않고 잘 먹인다 등의 개 항목이었’, ‘ ’ 6

다 표< 7>.

유형 가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은 점수차이를 보II

표 유형< 6> Ⅰ이 다른 유형에 비해 차이가 큰 항목

항목표준점수/ 유형Ⅰ 다른유형 차이

약을 거르지 않고 잘 먹인다18. .

의사의 처방에 충실히 따른다1. .

아이에게 천식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15. .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한다19. .

심한 운동을 피하도록 한다25. .

주로 집에서 놀도록 한다27. .

1.795

1.792

1.551

1.457

1.153

1.087

-0.357

-0.344

-0.231

-0.183

-0.110

0.048

2.152

2.136

1.782

1.640

1.263

1.039

운동을 시킨다16. .

한약을 먹인다7. .

단백질 함유식품의 섭취를 제한한다30. .

신에게 기도한다21. .

-0.702

-0.953

-1.723

-2.379

0.613

0.516

-0.048

0.615

-1.315

-1.469

-1.675

-2.994

표 유형< 7> Ⅱ의 항목별 표준점수

항 목 표준점수

한약을 먹인다7. .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한다17. .

민간요법을 함께 사용한다6. .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돌본다2. .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한다19. .

운동을 시킨다16. .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33. .

아이에게 심호흡을 자주 시킨다14. .

천식증상이 왔을 때 바로 병원에 가기보다 우선 집에서 관리한다34. .

천식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10. .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한다32. .

아이가 있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4. .

아이에게 천식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15. .

1.88

1.87

1.87

1.64

1.59

1.47

1.46

1.39

1.38

1.38

1.27

1.15

1.10

약을 거르지 않고 잘 먹인다18. .

아이의 요구를 가능한 한 들어준다22. .

단백질 함유 식품의 섭취를 제한한다30. .

심한 운동을 피하도록 한다25. .

주로 집에서 놀도록 한다27. .

아이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준다24. .

-1.06

-1.08

-1.08

-1.12

-2.02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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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항목도 동의항목 중 한약을 먹인다 민간요법을 함‘ ’, ‘

께 사용한다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돌본다 천식 증상’, ‘ ’, ‘

이 왔을 때 바로 병원에 가기보다 우선 집에서 관리한

다 집안을 청결히 한다 환기를 자주 시킨다의 항목으’, ‘ ’, ‘ ’

로 나타났고 비동의 항목 중에는 주로 집에서 놀도록한, ‘

다 외출을 삼가한다 커텐 카페트를 사용하지 않는’, ‘ ’, ‘ ,

다 단백질 함유식품의 섭취를 제한한다의 항목으로 나’, ‘ ’

타났다 표< 8>.

유형 의 전형인 번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역시II 29

민간요법을 함께 사용한다 운동을 시킨다 천식 증상‘ ’, ‘ ’, ‘

이 왔을 때 바로 병원에 가기보다 우선 집에서 관리한다’

등의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동의한 항목은 외출‘

을 삼가한다 단백질 함유식품의 섭취를 제한한다 신’, ‘ ’, ‘

에게 기도한다등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

유형 의 전형은 세의 남아를 둔 세의 어머니로II 4 35

환아의 유병기간이 약 년 개월 되었으며 아버지와 여1 3

동생 모두 천식과 알러지성 비염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

염등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비교적 알러지.

소인이 적은 어머니가 가족 전체의 건강을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채 매우 헌신하고 있었다 유형 의 전형. II

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여러 가지 치료적인 섭생법의 이

행보다는 가족내에서 스스로 개발된 식이요법 환경관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아프다고 해서 환아의 요

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기보다는 다른 건강한 아이와

마찬가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고 체력의 증진을

위해 아동에게 맞는 검도와 같은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

장하고 있었다.

이상을 통해 유형 의 천식아동 돌봄유형은 주로 자신II

이 스스로 개발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토대로 하여 아

동의 체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천식이라는 질환적 특성에

대처하고 있는 유형으로 체력보강형으로 명명하였다‘ ’ .

유형 환경조절형3) III( )

유형 에 속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III

표 유형 에 속한 대상자는 명 중 명이었< 4>. III 37 11

으며 어머니의 연령도 역시 대 중반에서 대 중반이20 30

대부분이었다 환아의 연령은 세 명 세 명 세. 2 2 , 3 2 , 4 3

명 세 명 세 명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5 2 , 6 2 . 3

명 대졸 이상이 명이었다 환아의 유병기간은 년이, 11 . 1

하가 명 년에서 년 사이가 명 년에서 년이 명3 , 1 2 4 , 2 4 4

이었다 종교는 천주교가 명 기독교가 명 불교가. 5 , 2 , 2

명이었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명이었다2 .

유형 이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가습기나 빨래를III ‘

널어 습도를 조절해 준다 집안을 청결히 한다 실내’, ‘ ’, ‘

온도를 적절히 유지시켜준다 커텐 카페트를 사용하지’, ‘ ,

않는다 아이가 있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 ‘

다 공기가 오염된 곳에 가지 않도록 한다 찬 공기에’, ‘ ’, ‘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환기를 자주 시킨다 식기 살균’, ‘ ’, ‘

과 이불 빨래를 자주 한다 찬 것을 먹이지 않는다 심’, ‘ ’, ‘

한 운동을 피하도록 한다 주로 집에서 놀도록 한다’, ‘ ’,

비질 대신 물걸레 청소를 한다 천식과 관련된 정보를‘ ’, ‘

수집한다 외출을 삼가한다 약을 거르지 않고 잘 먹인’, ‘ ’, ‘

다의 순으로 개 항목이었다 표’ 16 < 9>.

반대로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돌본다 운동을 시킨다 천식 증상이 왔을 때 바’, ‘ ’, ‘

로 병원에 가기보다 우선 집에서 관리한다 아이에게 심’, ‘

호흡을 자주 시킨다 민간요법을 사용한다 한약을 먹’, ‘ ’, ‘

인다의 개 항목이었다 표’ 6 < 9>.

유형 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높은 점수차이를III

보인 항목은 동의 항목 중 집안을 청결히 한다 가습기‘ ’, ‘

나 빨래를 널어 습도를 조절해 준다 커텐 카페트를 사’, ‘ ,

용하지 않는다 공기가 오염된 곳에 가지 않는다 찬’, ‘ ’, ‘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외출을 삼가한다 공기’, ‘ ’, ‘

좋은 곳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 아이에게’, ‘

표 유형< 8> Ⅱ가 다른 유형에 비해 차이가 큰 항목

항목표준점수/ 유형Ⅰ 다른 유형 차이

한약을 먹인다7. .

민간요법을 함께 사용한다6. .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돌본다2. .

천식증상이 왔을 때 바로 병원에 가기보다 우선 집에서 관리한다34. .

집안을 청결히 한다8. .

환기를 자주 시킨다5. .

1.876

1.874

1.643

1.377

1.256

1.028

-0.425

-0.043

-0.176

0.072

0.075

-1.136

2.301

1.917

1.819

1.449

1.181

1.164

단백질 함유 식품의 섭취를 제한한다30. .

커텐 카페트를 사용하지 않는다9. , .

외출을 삼간다13. .

주로 집에서 놀도록 한다27. .

-1.143

-0.917

-1.948

-2.024

-0.019

0.353

-0.314

-0.496

-1.124

-1.270

-1.634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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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깊게 관찰한다의 항목으로’

나타났고 비동의 항목 중에는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한‘

다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돌본다 운동을 시킨다 민’, ‘ ’, ‘ ’, ‘

간요법을 사용한다 한약을 먹인다의 항목으로 나타났’, ‘ ’

다 표< 10>.

유형 의 전형인 번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 역III 16

시 집안을 청결히 한다 가습기나 빨래를 널어 습도를‘ ’, ‘

조절해 준다 공기가 오염된 곳에 가지 않는다등의 항’, ‘ ’

목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비동의한 항목은 특별히 제한‘

하지 않고 돌본다 민간요법을 사용한다 등의 항목으로’, ‘ ’

나타났다.

유형 의 전형은 세의 여아를 둔 세의 어머니로III 7 32

환아의 유병기간이 약 년 개월 되었는데 환아의 상태3 5 ,

가 극적인 변화를 자주 보여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호흡

기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환아의 성격.

역시 매우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주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

머니는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크게 나무라지 못하

고 대체로 받아주는 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환아의 천식유발이 처음에 매우

표 유형< 9> Ⅲ의 항목별 표준점수

항 목 표준점수

가습기나 빨래를 넣어 습도를 조절해 준다3. .

집안을 청결히 한다8. .

실내온도를 적절히 유지 시켜준다23. .

커텐 카페트를 사용하지 않는다9. , .

아이가 있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4. .

공기가 오염된 곳에 가지 않는다11. .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12. .

환기를 자주 시키다5. .

식기 살균과 이불 빨래를 자주 한다26. .

찬 것을 먹이지 않는다20. .

심한 운동을 피하도록 한다25. .

주로 집에서 놀도록 한다27. .

비질 대신 물걸레청소를 한다31. .

천식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10. .

외출을 삼간다13. .

약을 거르지 않고 잘 먹인다18. .

2.32

2.13

1.98

1.98

1.73

1.71

1.69

1.63

1.32

1.57

1.26

1.43

1.29

1.21

1.15

1.12

한약을 먹인다7. .

민간요법을 사용한다6. .

아이에게 심호흡을 자주 시킨다14. .

천식증상이 왔을 때 바로 병원에 가기보다 우선 집에서 관리한다34. .

운동을 시킨다16. .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돌본다2. .

-1.19

-1.24

-1.56

-1.57

-1.63

-1.79

표 유형< 10> Ⅲ이 다른 유형에 비해 차이가 큰 항목

항목표준점수/ 유형Ⅰ 다른 유형 차이

집안을 청결히 한다8. .

가습기나 빨래를 넣어 습도를 조절해 준다3. .

커텐 카페트를 사용하지 않는다9. , .

공기가 오염된 곳에 가지 않는다11. .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12. .

외출을 삼간다13. .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33. .

아이에게 천식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15. .

2.132

2.319

1.984

1.706

1.691

1.150

-1.079

1.071

-0.977

-0.112

-0.141

-0.135

0.342

-0.091

-0.068

0.050

3.109

2.434

2.125

1.841

1.349

1.241

1.147

1.021

한약을 먹인다7. .

민간요법을 사용한다6. .

운동을 시킨다16. .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돌본다2. .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한다17. .

-1.194

-1.238

-1.629

-1.792

-1.431

-0.038

-0.060

-0.355

0.251

1.320

-1.156

-1.178

-1.294

-2.043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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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가 좋지 않은 공단지역의 생활로 유발되었다는 신념

을 가지고 있어 현재는 변두리의 공기 좋은 곳에 거주하

고 있었다 따라서 천식 발작을 촉진할 수 있는 모든 소.

인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가습기에

넣는 물도 끓인 후 식힌 증류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집안

의 청소와 이불 및 커텐의 세탁도 매우 자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형 의 체력보강형과는 다르게 아이의 천II

식은 타고난 체질이므로 민간요법의 사용이나 한약의 사

용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

각하여 환아를 돌보는데 크게 영향하지 않는 것으로 생

각하고 있었다.

이상을 통해 유형 의 천식아동 돌봄유형은 주로 환III

아의 내외적인 환경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환아의 천식

유발 인자를 관리하는 돌봄유형으로 이를 환경조절형으‘ ’

로 명명하였다.

Ⅴ 논 의.

본 연구는 천식 환아에게 행해지는 돌봄은 주로 어머

니에게 의존되어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돌봄은 자신의

주관적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 근거하여 천식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도하였다Q .

방법론의 적용결과 개의 독립적인 유형이 확인되Q 3

었다 유형 은 치료지시순응형으로 의료진의 치료적 섭. I ‘ ’

생법에 대한 권유에 충실한 유형이다 이와 유사하게 박.

은숙 의 연구에서도 질병의 초기단계에는 여러 가(1994)

지 치료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보나 시간이 흘러가

면서 병원치료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천식의 예후가 불확실하고 치료 후,

즉각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병의 완쾌를 위해

부모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게되나 어려워지면 다

시 병원 치료에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는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비록 치

료적인 약물요법은 충실히 이행하고는 있었으나 환경적

인 고려가 부족된다는 점과 천식유발의 소인이 정신심리

적인 요인으로 인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

고 있었다 즉 이 유형에서는 가능하면 환아를 많이 안. ‘

아준다 또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 ‘

록 한다와 같은 항목과 곰팡이와 진드기균의 제거를 위’

해 환기를 시킨다든가 집안 청소와 관련된 항목이 상대

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중재되

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유형 는 체력보강형으로 확인되었는데 실제로 환아II ‘ ’

의 체력보강을 위해 아이에게 심호흡을 자주 시킨다‘ ’,

운동을 시킨다와 같은 항목보다는 민간요법과 한약 등‘ ’

의 사용이 더욱 빈번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은

한의학과 민간요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천식환아의 경우는.

증상발현에 대해 아동의 체력보강에 유의해야 하나 그

방법에 있어 약물복용이나 폐기능의 증진을 위한 운동보

다 보약등의 복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될 것으

로 사료된다 미국 폐협회에서는 천식아동에게 수영 체. ,

조 숨쉬기 운동 수영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운, ,

동을 통해 폐의 폐활량과 회 환기량을 증진시킬 수 있1

으며 자신감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Bridges &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체Torgensen, 1985).

력보강에 있어 보약등의 체력보강제 뿐만아니라 아동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방법의 개발을 통한 중재가 적

극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유형 은 환경조절형으로 확인되었다 이 유형의III ‘ ’ .

어머니들은 천식의 알러지원이 진드기나 곰팡이 같은 균

이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

다 따라서 이 유형의 어머니들은 균형있는 식단의 제공.

이나 운동요법등의 고려보다는 청결과 같은 환경관리에

더욱 중점을 두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환.

경조절의 중요성과 함께 체력의 보강이나 약물요법의 충

실한 이행과 같은 중재도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전형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성격특성에 관

한 인과과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나 많은 연구

에서 본 연구의 유형 의 전형에서와 같이 천식 환아의III

성격적 특성이 매우 강박적이고 집착적이며 까다로운 특

성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고려해 보면 천식 환아의 어머

니를 대상으로 천식유발의 심인성 요인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식 환아의 어머니는 자신

의 주관적 태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환아를 돌봄을 수

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소아천식은 유발요인을 찾,

기 어렵다는 점과 천식의 임상양상이 개인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한 개인에서도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여야 하는

문제로 인해 처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천식에 대한 포괄적 돌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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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즉 천식 환아를 돌볼 때 모든 천식 환아에게 일괄적,

으로 적용되는 지침의 개발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해 보면 환아의 질별경과와 어머니의 돌봄유형에 대한

파악은 천식환아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간호지

침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천식 환아 관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천식 환아 어머니의 돌봄유형의 주관적 특성을 이해

하기 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도되었다 관련된 문Q .

헌고찰 및 천식환아 어머니와 주요 건강제공자들의 개별

적인 면담을 통해 수집된 항목들을 종합분석하여 최종

추출된 진술문 개를 천식 환아 어머니에게 분류하도록35

하였다 으로 분석하여 분류된 천식. QUANL program

환아 어머니의 돌봄유형은 모두 가지였으며 이들 유형3

에 의해 설명된 전체 변량은 였다76% .

유형 은 치료 지시 순응형으로 의료진의 치료적 방I ‘ ’

법에 전적으로 순응하고 주로 약물요법과 병원치료에 의

존하는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유형 는 체력보강형으로. II ‘ ’

병원치료 뿐만 아니라 보다 우선적으로 환아의 체력보강

을 위해 민간요법 한약복용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유형 은 환경조절형으로 천식. III ‘ ’

의 유발요인에 주로 초점을 두고 청결의 유지나 환기와

같은 주변환경의 조절을 우선적으로 하는 유형이었다.

이상의 유형에서 밝혀진 천식환아 어머니의 돌봄 유형

은 천식의 유발에서부터 경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개별적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천식 환아 가족의 교육에 유용하

게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천식 환아 어머니의 돌봄 유형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환아의 돌봄 유형에 적합한 간호중재의 개별적인 프1.

로토콜의 개발을 제언한다.

환아의 유병 기간에 따른 어머니의 돌봄 유형의 변화2.

에 대한 종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환아 어머니뿐만이 아닌 환아 자신의 천식에 대한 대3.

처유형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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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Children with asthma, Caring

Caring Type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thma

: Q Methodology

Oh, Won Oak*

Asthma is one of the most common chronic

disease of childhood. Although an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pathophysiology of asthma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the disease, there has been a

gradual but significant increase in asthma mortality.

Also, mother's caring type is the essential factor in

management of the child with asthm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caring patterns of mathers of

children with Athma by Q methodology.

As a research method, 35 Q-statements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nd

review of related literatures.

37 subjects were interview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PC QUANL program wit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he were 3 different caring types classified as

follows :

Type I was the therapeutic compliance

obeying type, compliancing medication and

preventing cold etc.

Type II was the physical strengthening type,

taking Chinese medicine and folk remedy etc.

Type III was the environment control type,

managing house and environment clearly and

ventilating room air etc.

Therefore, it needs considering above each

type in nursing care of the family and children

with asthma.

*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yosung Catholic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