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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아동기가 분명한 한 시기로 인

식되기 시작하고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

교적 최근의 일이다안동현( , 1996).

아동기는 생물학적 사회 문화적 요소로 우리의 사회,

에서 건강에 있어 가장 민감한 집단이라 볼 수 있으며

아동기 동안에 아동은 많은 성장발달 상(Lee, 1996),

의 변화를 경험하며 아동기 내의 각 시기들마다 독특한,

특성과 인지발달을 보인다 또한 아동기는 성인과는 다. ,

른 인지수준을 가질 뿐 만 아니라 성인과는 다른 사고

구조를 가지며 특히 입원아동은 병원이(Dorn, 1984),

라는 새로운 상황 즉 자극에 적응하는 체계이며 환경의, ,

자극을 인지 또는 조절함으로써 대처하거나 적응하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Marlow & Redding, 1988).

아동의 건강간호는 질병의 예방 질병의 치료 건강유, ,

지 증진까지 포함되며 아동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 ,

동이 건강하거나 또는 어떠한 질병상태에 있든지 최적의

건강과 성장발달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김계숙 등( , 1999).

건강은 단지 질병이나 질병위험의 부재만이 아니라

개인의 발달적이고 행동적인 잠재성에 있어서 역동적인

상태로 인식되며 최근 건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

라 단순히 생명유지만이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에서 질병

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정수준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부터 건강관리의 개념도 질병에 대

한 치료중심에서 벗어나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중심으

로 발달되어 가고 있다(Brown & Mccreedy, 1986).

간호를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간호에 있어 아동과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는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간호사는 입원아동의 개별적인 상황과(Dorn, 1984),

요구를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는 사람의 사상 감,

정 의견 등이 있는데 인간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

따라서 행동한다 또한 인간 행동은 객관적인 상황에 의.

해서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상황에서도 타인과

는 다른 개인만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지각방식에 의해

서도 결정된다최정훈( , 1981).

는 인간이 경험하는 자극이 인지과정과 조Roy(1988)

절과정을 거쳐 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반응이

적극적 반응인지 부적응적 반응인지에 따라 건강의 수준

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할 때 아동 특유의 인지수준을 고려하지 않,

으며 아동의 인지수준을 파악하는 간호학적 연구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아동의 건강에 대한 관념 및 지각 건강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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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자신의 건강상황 내에서 가족이 처해있는 환경,

등에서 또한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아동 개인의 건강에 대한 지각은 곧 건강행위

에 영향을 미친다조원정( , 1973).

입원이란 아동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정서,

적 충격을 주는 경험이며 성장발달 단(Marlow, 1977),

계에 있는 아동의 독특한 요구와 유약성으로 인하여 입

원은 매우 위협적인 환경이 아닐 수 없다(Erickson,

1964).

입원아동은 병원이라는 새로운 상황 즉 자극에 적응,

하는 체계이며 환경의 자극을 인지 또는 조절함으로써,

대처하거나 적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성장기.

의 경우 가족들과의 일상적인 생활을 떠나서 병원이라는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치료과정을 통해 많은 자극에 노

출되므로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뿐 만 아니라 공포,

불안 분노 등과 같은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

특히 공포는 아동기에 흔히 경험하는 불쾌한 정서반응으

로 입원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치료과정 뿐 만 아

니라 병원 자체가 자극이 되어 아동에게 여러 수준의 공

포를 유발하게 하여 병원 생활적응을 저해한다(Marlow

& Redding, 1988).

아동기에 있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지발달 이해는

인지발달의 단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아동의,

성숙에 따라 건강과 질병에 관한 신념은 덜 구체적이며

좀더 추상적으로 되며 덜 자기중심(Campbell, 1978),

적이며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외적(Natapoff, 1978),

계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Neuhauser, Amesterdam,

구분과 일관성이 증가한다Hines & Steward, 1978),

또한 건강에 대한 이해에서의 변화(Gochman, 1971).

와 이것의 개인적인 통합성은 발달적 과정에서 일관성을

보여 준다(Farrand & Cox, 1993).

따라서 간호사는 아동이 입원시 경험하는 정서적 반,

응을 조기에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정서적,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이 갖고 있는 건강과 질병에,

관한 개념을 파악함은 물론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개념

들을 이해하고 이 개념들의 발달수준을 사정하며 건강,

교육과 정보제공을 할 때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방식

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본다.

는 세의 아동들이 건강과 관련된Maheady(1986) 3-4

문제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과 는 다른 여러 분야에서 세 정Deatrick Faux(1991) 2

도의 아동에서는 면접을 통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입원 아동의 질병치. ,

료 및 간호과정에서 아동의 수준에 맞는 교육 및 정보제

공을 위해 입원아동이 인지하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

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아동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간호중재와 기틀 마련을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는 입원아동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을 파

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입원아동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을 파악한다1) .

입원아동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지각하2)

고 있는 건강행위를 규명한다.

입원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질병의 원인과 질병의 치3)

료를 확인한다.

Ⅱ 문헌 고찰.

입원아동의 특성1.

입원아동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정서적 충격,

을 경험하며 당면한 불안 불안 고통(Marlow, 1977), , ,

등의 반응을 표출시키는 능력이 미숙하고 감정이 블안정

하여 매우 고통스러워한다(Melamed & Siegel,

1975).

입원은 어린이의 일상적인 생활방식과 행위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와서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입원으로 인해 친숙한 환경으로부터 격리.

되어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

게 되어 어린이가 힘든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실제적 위협을 경감하거나 상상적인 위협에 사로잡혀 퇴

원 후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역반응을

초래하게 되고 정상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Sadler, 1990; Hawkins, 1991; Price, 1991;

Jessee, 1992).

입원으로 인한 아동의 행동변화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

은 불안이나 공포반응이다오가실조갑출 및 구정아( , ,

1996).

과 는 입원아동의Vernon, Schulman Foley(1966)

반응을 측정하는 사정도구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 일반,

적 불안 격리불안 수면불안 식이장애 공격성과 무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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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등의 항목으로 개월에서 세까지의 아동이 부정적, 6 4

영향을 가장 많이 나타냈으며 짧은 기간의 입원기간보,

다 장기간 혹은 주 정도의 입원기간의 아동이 불안정2-3

도가 심하게 나타났고 격리불안이 가장 높은 불안변수,

임이 확인되었다.

는 의 도구를 이용한 연구결과에Sides(1979) Vernon

서 연령이 낮은 아동 불안정도가 높은 어머니의 아동, ,

입원경력이 있는 아동 입원 기간이 긴 아동 부적절한, ,

입원 전 적응상태의아동이 입원에 대해 부정적이고 부적

응의 행동을 나타냈으며 퇴원후 가정에 복귀하여도 장,

해가 지속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의 연구결과를 보면 입원 아동의 공포Astin(1977) ,

는 부모와의 격리에서 오는 공포와 불안 약물투여와 치,

료시술에 대한 공포 안전위협에 대한 공포 등이 있으며, .

이중에서 부모와의 격리에서 오는 공포가 아동의 입원

상황하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는 입원한 어린이가 경험하는 스트레Bossert(1994)

스 사건이 총 개로 규명하면서 급성 질환아에 비해337 ,

만성 질환아의 스트레스 사건이 더 많게 나타났음을 보

고하였다.

과 는 어린이의 불안을Tieddman Clatworthy(1990)

사정한 결과 입원 직후 시간 이내에 불안점수가 현저24

하게 높고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점수가 낮게 나,

타난 것으로 보고하여 입원에 따른 불안에 대한 간호중

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간이 경험하.

는 자극이 인지과정과 조절과정을 걸쳐 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반응이 적응적 반응인지 부적응적 반,

응인지에 따라 건강의 수준이 달라지므로(Roy, 1988;

간호사가 간호중재시 아동이 질병 또Marriner, 1986),

는 건강에 대해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가 아동의 건강 및 건강관련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아동과의 면접이나 상담시 아동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개념들의 발달수준을 사정하며 건, ,

강교육과 정보제공을 할 때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는 방

법을 선택 가능하게 한다이은주, ( , 1992).

아동의 건강과 질병개념2.

건강은 인간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 갈망해 온 가장 절

실한 욕구중의 하나로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

며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서, ,

더욱 커졌다 즉 건강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소망이며.

행복의 기준이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대두되었다

이승진 최경숙 및 이미라( , , 1988).

건강은 고대 영어의 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체“hale"

에 관련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whole) (Rogers,

와 는 건강은 질1970), Smith(1981) Laffrey(1986)

병이나 증상이 없는 임상측면 사회적으로 정의된 역할,

을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수행 능력측면 풍부하고 만족,

스러운 행복한 느낌인 안녕 측면의 가지로 설명하였다4 .

아동의 건강간호는 질병의 예방 질병의 치료 건강유, ,

지 증진까지 포함되며 아동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 ,

동이 건강하거나 또는 어떠한 질병상태에 있든지 최적의

건강과 성장발달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김계숙 김희숙( , ,

이명숙 김신정 및 문선영, , 1999).

아동의 건강개념을 연구한 와Natapoff Essoka

는 장애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 명을 대상(1989) 240

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두 군의 아동은 모두 자신을 건강

하다고 여겼으며 건강의 의미로 식이나 운동 같은 자신,

에 의해 행해지는 건강관행 신체가 잘 기능하는 것으로,

서의 신체적 양호성 안녕감이나 행복감 같은 좋은 느낌, ,

아프지 않는 것이나 증상이 없는 것의 순으로 지각한다

고 하였다.

이은주 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995)

아동은 건강하다는 것을 튼튼하거나 좋다는 것을 의미하

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질병이 있거나 기력이 저하

된 것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는 건강한 아동 명을 대상으로Natapoff(1978) 264

한 연구에서 건강을 기분좋게 느끼는 것 원하는, (67%),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프지 않는 것 순으(61%), (48%)

로 응답하였으며 나이든 아동의 경우 정신건강을 건강,

의 일부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병의 개념은 아동의 성장하는 경험적 배경은,

물론 발달하고 있는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능력을 이용,

하는 미묘하고 복잡하며 서서히 진화하는 과정으로, ,

아동의 질병에 대한 개념을 연구한(Brodie, 1974),

는 만성질환아 명을 대상으로 실시Brewster(1982) 50

한 연구결과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질병개념은 질병은1)

인간의 행위에 의해 유발되고 질병은 세균에 의해 발2)

생하며 질병은 신체적 허약함 혹은 민감성에 의해 유3)

발되는 단계의 발달단계를 나타냈다3 .

와 는 세 이상 아동의 질병개Bibace Walsh(198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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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발달 단계를 생리적 단계와 심리생리적 단계로 구

분하면서 생리적 단계에서는 질병을 신체적 내적 기관,

이나 과정의 기능부전으로 생각하며 심리생리적 단계

에서는 개인의 사고나 감정도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과 는 세에서 세 사이의 건Perrin Gerrity(1981) 5 13

강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세 정도에 벌로10

생각하는 질병을 세균이론으로 바꾸게 된다고 제시하였으

며 는 세에서 세 사이의 건강한 학령기, Wood(1983) 7 11

아동은 질병의 원인을 벌과 세균이론으로 제시하였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입원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건강개념 및 질

병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구조적 개방형 질문으로 이

루어진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2.

본 연구는 시에 위치한 개 대학병원의 소아과 병동P 1

에 입원한 아동중 세 세 아동 명을 임의 표집3 - 12 129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3.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2000 6 1 10 31

일까지 연구자가 먼저 소아과 병동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한 다음 환아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면담에 응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받았으며 면담하기,

전에 아동의 부모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다 면담은 개별적으로 반구조적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의 순서는 아동마다 순서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아동들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을 주었으며 아동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

하였다.

면담 시작 전에 대상 아동에게 질문에 답해 줄 것인가

를 물어 동의를 얻은 다음 면담 시작 전에 녹음기를 보,

여주고 면담내용을 녹음해도 좋다는 동의를 얻어서 대상

자의 응답내용을 녹음하였다 개인당 회 면접시 소요된. 1

시간은 분 정도였으며 아동의 반응에 따라 회20-30 , 1-2

의 추가면접이 이루어졌다.

면담의 질문내용은 이은주 의 연구에서 사용된(1992)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동의 건강질병개념에, /

관한 것으로 질병의 원인 질병예방 건강의 증진 질병, , , ,

의 치료 건강의 의미 현 질병경험과 건강 자아개념등을, ,

포함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다,

음과 같다.

어떻게 하면 아프게 되니1) ?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2) ?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3) ?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니4) ?

어떤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니5) ?

너는 너희 가족들은 건강하니6) ( ) ?

자료분석4.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면접내용을 대상 아동이 말한

대로 서술한 후 문항별로 구분해서 기록하였다 먼저 연, .

구자가 대상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같은 의미이나 표현이

약간 상이한 것을 같은 개념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개념,

을 묶어 범주화하였으며 이때 관련 문헌과 국어사전을,

참조하였다 범주화의 타당도는 연구자와 간호학 교수. 2

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국문학 교수 인의 검증, 1

하에 수정 보완하였다.

번 문항에서 질병원인 번 문항에서 질병예방 번1 , 2 , 3

문항에서 건강의 증진 번 문항에서 질병의 치료 번, 4 , 5

문항에서 건강의 의미 번 문항에서 건강자아개념들을, 6

추출하였다 즉 질병의 원인 개 범주 질병예방 개. , 3 , 12

범주 건강의 증진 개 범주 질병의 치료 개 범주, 10 , 10 ,

건강의 의미 개 범주로 구분하였다9 .

Ⅳ 연구결과 및 논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본 연구의 총 대상자는 명으로 남아129 55.8%(72

명 여아 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세), 44.2%(57 ) , 3

명 세 명 세 명0.8%(1 ), 4 9.3%(12 ), 5 15.5%(20 ), 6

세 명 세 명 세14.7%(19 ), 7 7.8%(10 ), 8 8.5%(11

명 세 명 세 명 세), 9 11.6%(15 ), 10 12.4%(16 ), 11

명 세 명이었다8.5%(11 ), 12 1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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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자아개념2.

대상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건강

자아개념을 보면 자신들이 입원한 질병상태임에도 불구,

하고 명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지각하였으며57.3%(74 ) ,

불건강하다고 지각한 경우는 명으로 이중49.2%(54 ) 14

명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아픈.

사람은 엄마가 명 동생 명 할머니 명 아빠 명으7 , 1 , 2 , 2

로 가족 중에는 아동을 주로 돌보는 엄마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은주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1992) ,

의 건강개념을 연구한 와 는Natapoff Essoka(1989)

장애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 명을 대상으로 한 연240

구결과에서 두 군의 아동은 모두 자신을 건강하다고 여

겼다고 한 것처럼 질병을 가진 입원 아동이라 할지라도,

정상 아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태를 건강하다고 긍정

적으로 보는 것은 아동이 성인과는 다르게 자신의 질병

에 대한 심각성을 낮게 지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강개념3.

대상아동들이 지각하고 있는 건강과 관련된 의미있는

진술은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표9 < 1>.

표 건강개념< 1> (N=129)

범주 응답빈도 응답내용빈도( )

신체적 안녕 65

모든게 나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아프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병원에 안 다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주사를 안맞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몸이 뚱뚱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몸이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키가 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기침을 안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약을 안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1)

(21)

(18)

(3)

(3)

(1)

(8)

(3)

(4)

(2)

음식 43

밥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골고루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우유를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죽을 안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김치를 잘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35)

(2)

(3)

(1)

(1)

(1)

운동 42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근육질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33)

(9)

힘참 30

몸이 튼튼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잘 뛰어 노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힘이 센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예쁘고 씩씩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11)

(9)

(7)

(3)

정서적 안정 12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2)

(8)

(1)

(1)

복종 8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4)

(4)

청결 5
손발을 잘 씻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양치질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4)

(1)

수면 4
잠을 잘자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일찍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3)

(1)

사회적 적응능력 1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1)

모른다 27

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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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범주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건강개념은 신9

체적 안녕범주 명 그 다음은 음식 범주 명 운동(65 ), (43 ),

명 힘참 명 정서적 안정 명 복종 명(42 ), (30 ), (12 ), (8 ),

청결 명 수면 명 사회적 능력 명의 순으로 나타(5 ), (4 ), (1 )

났다 건강개념중 신체적 안녕범주가 많은 것은 학령후.

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은주 이지원 의(1995), (1998)

연구에서의 아동의 건강조건으로 신체적 측면이 가장 많

이 언급된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며 의, Natapoff(1978)

아동이 지각하는 건강의 의미를 아프지 않은 상태로 나‘ ’

타낸 것과 일치되는 결과로 건강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입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가 일

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대상자중. ,

세 이하인 명이 건강개념에 대해서 응답을5 20.5%(27 )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의 세 아동, Maheady(1986) 3-4

도 자신의 질병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

할 능력이 있다는 보고와 이은주 의 건강질병개(1992) /

념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한 질문에 대해 아동들은 연령

과 거의 상관없이 그들의 질병이나 치료의 기전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진술 내,

에서 모순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나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세 이상의. 3

아동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는 건강한 아동이 아니라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면담이 이루어져 자신의 힘든 경험을 말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과 질병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미치는 부모의 영

향은 아동의 태도가 어머니의 교육과(Mechanic, 1964)

부모 훈육태도와 가족상호작용 에 영향을(Pratt, 1973)

받게 된다.

건강개념에 신체적 안녕범주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 범주는 음식범주로 많은 수의 아동들이 건강의,

의미를 음식과 관련하여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이은주,

와 의 연구결과와 일(1992), Natapoff Essoka(1989)

치하는 것으로 아동의 발달특성상 부모들이 아동들에게,

훈육할 때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이며 또한 입원

아동이 대상이므로 질병의 치유를 위해 부모는 물론 대

상아동들이 음식섭취를 중요시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대상 아동들이 건강과 관련된 진술에서 신체, ,

적 안녕 음식 운동 활력 청결 수면등의 신체적 측면, , , , ,

의 개념 뿐 아니라 복종 정서적 안정 사회적 적응능력, ,

등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나타내었다 즉 건강개념을 아프지 않으면서 음. ,

식을 골고루 잘 먹고 부모에게 복종하면서 청결을 유지

하고 올바른 생각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착한 사람으

로 지각하였다.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행위4,

대상 아동들이 건강해지기 위한 건강행위로 지각하고

있는 진술은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표10 < 2>.

즉 음식 운동 치료 청결 복종 수면 정서적 안정 힘, , , , , , , ,

참 정신적 안정 신체적 안녕 등이었다 가장 높은 빈도, , .

를 나타낸 범주는 음식범주 명로 이는 이은주(89 ) ,

이지원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1992), (1998) ,

건강한 아동과 비교해 볼 때 입원아동도 역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음식과 관련된 진술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이은주,

는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이지원 은(1992) 4 , (1998)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의 범주7 , 10

로 나타나 입원 아동이 정상아동에 비해 건강증진과 관

련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입원아동의 현재의 질병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결과

라 사료된다.

한편 음식 운동등의 신체적 측면의 건강행위 뿐 아, ,

표 건강행위< 2> (N=129)

범주
응답

빈도
응답내용빈도( )

음식 89
밥을 잘 먹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

야채를 잘 먹어야 한다

(86)

(3)

운동 53 운동을 해야 한다 (53)

치료 35

치료를 받아야 한다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 한다

종합검진을 받아야 한다

(8)

(26)

(1)

청결 24
잘 씻어야 한다

양치질을 해야 한다

(22)

(2)

복종 24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싸우지 않아야 한다

(23)

(1)

수면 15
잠을 많이 자야 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

(6)

(9)

정서적

안정
7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5)

(2)

힘참 4 잘 놀아야 한다 (4)

정신적

안정
2 기도해야 한다 (2)

신체적

안녕
1 아프지 않아야 한다 (1)

모른다 6

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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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치료범주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정,

상 이동을 대상으로 한 이은주 의 연구에서 가장(1992) ,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아동의,

건강에 대한 관념 및 지각 건강행위에 대한 행위는 자,

신의 건강상황 내에서 가족이 처해있는 환경 등에서 또, ,

한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아동 개인의 건강에 대한 지각은 곧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조원정 는 것과 관련지어 볼 때 이러한( , 1973) ,

결과는 정상 아동과는 달리 입원아동은 자신의 질병경험

으로부터 건강개념에 대한 지각에서 치료의 의미가 부각

되었고 이러한 결과가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행위의 척도

로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입원아동은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행,

위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며 운동을 하고 질병시 치료,

를 받으며 청결을 유지하고 부모에게 복종하면서 적절,

히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친구들과 잘 놀면서,

기도를 하는 것 등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질병의 예방5.

대상 아동들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각하고 있는

의미있는 진술은 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표12 <

즉 음식범주 청결 치료 운동 복종 수면 힘참3>. , , , , , , , ,

정서적 안정 정신적 안정 오락 사회적 적응능력 신체, , , ,

적 안녕 등이었다 가장 빈도가 높은 범주는 음식범주.

명 였으며 그 다음은 청결 명 치료 명 운(80 ) , (43 ), (34 ),

동 명범주 순이었다 이는 이은주 의 연구에서(31 ) . (1992)

가장 복종범주가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신체적 기능향상 치료 음식 범주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

비교해 볼 때 상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은주, . ,

의 연구에서는 질병예방을 위한 행위를 개의 범(1992) 6

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의 범주로 나타, 12

나 입원 아동이 정상 아동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질병예

방 행위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의 연,

령이 학령전기와 학령기 아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

어서 나타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질병의 원인6.

대상 아동들이 지각하고 있는 질병의 원인은 개의3

범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표 즉 질 병 외상 음식< 4>. , , ,

등의 범주로 대상 아동들이 질병의 원인을 직접적인 질,

병과 연관지은 경우가 명으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91

났다 이는 질병의 원인을 음식 청결 보온이나 환경. , , ,

운동 생활습관 정신적 상태 등의 간접적인 요인으로 나, ,

타낸 이지원 의 연구결과와 외상 음식 복종 질(1988) , , ,

병 청결 순으로 질병의 원인을 나타낸 이은주 의, (1992)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로 본 연구의 대상아동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입원 아동이라는 특성때문으로 주,

로 자신의 현재 질병과 연관지어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

타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는 세 세 건강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Wood(1983) 7 -11

으로 한 질병원인에 대한 개념 연구에서 질병의 가장 흔

한 원인으로 자신의 행위와 세균이론을 제시하였으며,

표 질병예방< 3> (N=129)

범주
응답

빈도
응답내용빈도( )

음식 80

골고루 먹어야 한다

밥을 잘 먹어야 한다

우유를 많이 먹어야 한다

아이스크림과 찬 것을 먹지 않아야 한다

맛있는 것을 먹어야 한다

많이 먹어야 한다

짠 것을 먹지 않아야 한다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아야 한다

편식하지 않아야 한다

비타민 를 많이 먹어야 한다C

(3)

(53)

(1)

(1)

(2)

(2)

(2)

(1)

(14)

(1)

청결 43

양치질을 해야 한다

손을 깨끗이 씻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

(12)

(30)

(1)

치료 34

약을 잘 먹어야 한다

주사를 맞아야 한다

진찰을 받아야 한다

화장실에 잘 가야한다

(21)

(7)

(4)

(2)

운동 31 운동을 해야 한다 (31)

복종 15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15)

수면 10 잠을 잘 자야 한다 (10)

힘참 8 친구들과 잘 놀고 튼튼해야 한다 (8)

정서적

안정
6

참아야 한다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2)

(1)

(3)

정신적

안정
6 기도를 해야 한다 (6)

오락 2 를 보아야 한다TV (2)

사회적

적응능

력

2 조심해야 한다 (2)

신체적

안녕
1 기침을 안해야 한다 (1)

모른다 9

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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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에서 세 사이의 만성질환을Brewster(1982) 5 12

가진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은 질병50 ,

은 세균에 의해 발생하며 신체적 허약함 혹은 민감성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여긴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

는 건강한 학령기 아동은 질병을 잘못된Brodie(1974)

행위에 대한 벌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에 대한 파괴적

인 힘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건강한 아동들은 질병을 세균이나 자신의 잘,

못된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질병을 가진,

입원아동은 자신의 현재 질병상태를 질병의 원인으로 생

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병치료7.

대상아동들이 지각하고 있는 질병의 치료는 개의10

범주 즉 치료 수면 휴식 음식 복종 정서적 안정 정, , , , , , ,

신적 안정 청결 운동 힘참 등으로 나타났다 표, , , < 5>.

표 질병치료< 5> (N=129)

범주
응답

빈도
응답내용빈도( )

치료 158

약을 먹어야 한다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숨을 쉬게 하고 약을 발라 주어야 한다

병원에 가야 한다

링겔을 맞아야 한다

배를 문질러야 한다

주사를 맞아야 한다

가래를 뱉어야 한다

아픈 데를 손으로 만져 주어야 한다

둘리 밴드를 붙여야 한다

뜨거운 것으로 찜질을 해야 한다

주물러 주어야 한다

코를 풀어야 한다

(51)

(1)

(1)

(60)

(7)

(5)

(25)

(1)

(3)

(1)

(1)

(1)

(1)

수면 20 잠을 자야 한다 (20)

휴식 16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한다

뛰어 놀지 말아야 한다

(15)

(1)

음식 9 밥을 잘 먹어야 한다 (9)

복종 9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9)

정서적

안정
7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엄마가 안아 주어야 한다

아픈 생각을 잊고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2)

(2)

(1)

(2)

정신적

안정
4 기도를 해야 한다 (4)

청결 3 깨끗이 씻어야 한다 (3)

운동 1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1)

힘참 1 친구들과 잘 놀아야 한다 (1)

모른다 6

계 238

이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은주 의(1992)

연구에서 개의 범주를 나타낸 결과와 학령후기 아동을5

대상으로 한 이지원 의 연구에서의 개의 범주보(1998) 7

다 많은 범주를 나타낸 것으로 입원 아동은 정상 아동,

이 지각하는 것 이외에 현재의 질병으로 비롯된 부가적

인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 아동들이 지각하고 있는 개 범주의 질병치료10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범주는 치료범주로 66.3%

명 였으며 그 다음은 휴식 명이었다 이(158 ) , 6.7%(16 ) .

는 이지원 의 연구에서 의학적 치료보다는 휴식과(1998) ‘

표 질병원인< 4> (N=129)

범주
응답

빈도
응답내용빈도( )

질병 91

감기에 걸리면 아프게 된다

편도선을 수술하면 아프게 된다

심장에 빵구가 나면 아프게 된다

기침을 하면 아프게 된다

배가 아프면 아프게 된다

머리가 아프면 아프게 된다

볼거리에 걸리면 아프게 된다

열이 나면 아프게 된다

빈혈이면 아프게 된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아프게 된다

목이 아프면 아프게 된다

가성 콜레라에 걸리면 아프게 된다

경련을 일으키면 아프게 된다

맹장염에 걸리면 아프게 된다

똥이 딱딱해지면 아프게 된다

배 수술을 하면 아프게 된다

이가 썩으면 아프게 된다

뇌막염에 걸리면 아프게 된다

폐렴에 걸리면 아프게 된다

눈수술하면 아프게 된다

배탈나면 아프게 된다

(24)

(4)

(1)

(8)

(15)

(10)

(2)

(7)

(3)

(4)

(1)

(1)

(1)

(2)

(1)

(1)

(1)

(2)

(1)

(1)

(1)

외상 14

계단에서 떨어지면 아프게 된다

산에서 굴러서 바위에 부딪히면 아프게

된다

미끄럼타다 넘어지면 아프게 된다

손이 아프면 아프게 된다

다리가 아프면 아프게 된다

칼에 손이 베이면 아프게 된다

길가다 넘어지면 아프게 된다

달리기 하다가 넘어지면 아프게 된다

다리가 부러지면 아프게 된다

유리에 찔리면 아프게 된다

(1)

(2)

(4)

(1)

(1)

(1)

(1)

(1)

(1)

(1)

음식 1 밥을 먹다가 토하면 아프게 된다 (1)

모른다 43

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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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을 취함 정신적으로 인내함 음식을 섭취함 청결’, ‘ ’, ‘ ’, ‘

을 유지함 보온을 유지함등의 보존적인 치료에 관한’, ‘ ’

진술이 더 많은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건강한 아동은,

질병에 대한 막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입원 아동은

현재 질병상태에 있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에 대한 개념

을 자신의 질병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 나타낸 것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질병을 가진 아동은 건강질병개념에 대해 정, /

상아동과는 다른 인식 및 지각을 나타내므로 간호사가,

입원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교육과 정보제공을 할 때 이를

고려하여 입원 아동의 개별적인 상황과 요구를 이해하,

고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입원 아동은 정상 아동과 같이,

건강개념과 질병행위의 개념을 서로 관련있게 진술하고

있어서 입원 아동이 지각하는 건강개념이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행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병의 원인. ,

및 치료의 개념에서는 대상자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

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상 아동과는 다르게 질병 또는

의학적 치료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건강질병개념에서는 신체적 측면 뿐 만 아니라, /

심리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개념들도 포괄적으로 언,

급되어 있어서 아동을 간호할 때 개별적인 상황과 요구,

를 이해함은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질병개념들/

의 잘달 수준을 사정하여 이를 고려한 간호중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입원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건강개념 및 질

병개념을 파악하여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는 간호중재의,

틀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

었다.

연구대상은 시에 위치한 개 대학병원의 소아과 병P 1

동에 입원한 아동중 면담이 가능한 세 이상의 아동3

명이었다129 .

자료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반2000 6 1 10 31

구조적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해 아동들과의 개별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지료분석은 대상자가 응답한 내용을 녹음기에 직접 녹

음 후 그 자료를 문항별로 구분해서 기록후 응답내용중, ,

건강개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행위 질병의 예방 질병, , ,

의 원인 및 질병의 치료에 따라 범주화되고 분류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원 아동들이 지각하고 있는 건강개념은 신체적 안1. ‘

녕 음식 운동 힘참 정서적 안정 복종 청’, ‘ ’, ‘ ’, ‘ ’, ‘ ’, ‘ ’, ‘

결 수면 사회적 적응능력이었다’. ‘ ’, ‘ ’ .

입원 아동이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행위로 지각하고 있2.

는 것은 음식 치료 운동 청결 복종 수면 정‘ ’, ‘ ’, ‘ ’, ‘ ’, ‘ ’, ‘ ’, ‘

서적 안정 힘참 정신적 안정 신체적 안녕이었다’, ‘ ’, ‘ ’, ‘ .

입원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은 음식 청3. ‘ ’, ‘

결 치료 운동 복종 수면 힘참 정신적 안’, ‘ ’, ‘ ’, ‘ ’, ‘ ’, ‘ ’, ‘

정 정서적 안정 오락 사회적 적응능력 신체적’, ‘ ’, ‘ ’, ‘ ’, ‘

안녕 등이었다’ .

입원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질병의 원인은 질병 외4. ‘ ’, ‘

상 음식 등이었다’, ‘ ’ .

입원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질병의 치료는 치료 수5. ‘ ’, ‘

면 휴식 음식 복종 정서적 안정 정신적 안’, ‘ ’, ‘ ’, ‘ ’, ‘ ’, ‘

정 청결 운동 힘참등이었다’, ‘ ’, ‘ ’, ‘ ’ .

이상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입원 아동의 건강질병개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1. /

위해서 연령에 따른 건강질병개념을 파악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발달단계별로 정상아동과 입원아동의 건강질병개념2. /

을 파악하기 위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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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Health concept, Disease concept,

Health behavior, Prevention of

illness, Cause of illness, Treat-

ment of illness

A Study on Health/Illness

Concepts in Hospitalized Children

Sung, Mi-Ha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health and illness concepts of hospitalized

children. The subjects were 129 hospitalized

children from 3 to 12 years old in one general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by author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Jun. 1, 2000 to Dec. 31, 2000.

Data were coded and categorized by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Perceived health concept were physical well-

being, food, exercise, powerfulness, emotional

stability, obeidence, cleanliness, sleep and

ability of social adaptation.

2. Perceived health behavior to maintain health

were food, treatment, exercise, cleanliness,

obeidence, sleep, emotional stability, power-

fulness and psychological stability, physical

well-being.

3. Perceived prevention of illness were food,

cleanliness, treatment, exercise, obedience,

sleep, powerfulness, psychological stability,

emotional stability, recreation and ability of

social adaptation.

4. Perceived causes of illness were illness,

trauma and food.

5. Perceived treatment of illness were treatment,

sleep, rest, food, obedience, emotional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 160 -

stability, psychological stability, cleanliness,

exercise and powerful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