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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개념이란 어떤 사물 사건 혹은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사실에 대하여 명명하는 절차를 거쳐서 생성된 결과를

말한다 개념은 현상들 혹은 현상의 분류를 기술하는 상.

징적 진술이다 또한 개념들은 관심있는 현상의 준거가.

되는 이론적 진술을 위하여 사용된다 개(Kim, 2000).

념은 지식생성 및 전달의 수단이 되고 학문적 의사소통

을 자극하며 과학적 이론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이론은 이 개념을 기초로 하여 개념들간의 일.

련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개념은 이론개발의 기초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Meleis, 1983; Walker &

Avant, 1988).

현실세계와 현실세계를 개념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간호학은 간호의 요구가 있거나 간호의 돌봄을 받고 있

는 대상자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형태

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

다 그리하여 간호학에서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위하여 관심있는 현상과 개념 들은 간호행동을 조절하는

결정적 요소들이 된다 간호연구는 간호학(Kim, 2000).

에서 흥미있는 이러한 개념이나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으

로 활용하며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으로 체계적인 연

구를 통하여 지식의 기초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개발함으로써 간호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정인숙 등 따라서 선행( , 2001).

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밝히고 의미 있는 연

구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학문적인 체계정립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이를 통하여 연구 영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국 간호연구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김모임 이 년부터 년까지 발표된 논문(1974) 1962 1974

총 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226

제시한 연구를 한 이후 여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

석하거나강윤희 이숙자 김현수 김모( , , 1980; , 1983;

임 석박사 학위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방법 연, 1994), ,

구 대상자 연구의 주요 개념 등 연구경향과 연구특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었다김명자 등( , 1994).

년대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특정기간을 중심으로1990

한 연구논문 분석보다는 간호의 특정 개념에 관한 논문

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년대와1970 1980

년대의 이완술 고찰박정숙 년부터( , 1988), 197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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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관련된 연구 분석이은옥(

등 피로와 관련된 논문 분석변영순과 박미숙, 1992), ( ,

등 일정기간 시행된 연구의 경향 특정 간호 개념1996) ,

에 관한 문헌분석 등의 연구들이 현재까지 다루어졌던

간호주제를 파악하고 적용 연구대상자 설계 등의 연구,

방법상의 현황을 알려주었고 연구결과의 해석을 통한 간

호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들 논문은 간.

호관련 이론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긴 했으나 연구 방법

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개념을 구체적으로 고찰 해 본 연구를 살펴보면 박성,

애 는 년부터 년의 간호연구 논문의 주(1989) 1983 1988

요 개념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간호연구, , ,

역할 신생아 간호 지각 도구개발 대응의 순위로 나타, , , ,

났다 김명자 등 이 년 이후부터 년. (1994) 1960 1991 8

월까지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편의 제목에 나타2345

난 주용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된 주요 개념은

간호사 불안 지식태도실천 스트(5%), (3%), (2%),

레스스트레스원 정신장애 수술 노인 역할(2%), , , ,

등이었다 최경숙 등 이 창간호부터(1%) . (2000) 1999

년까지의 총 편의 대한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분959

석한 결과에 따르면 년대에 오면서 연구대상자는1990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감소하는 반

면 환자 환자가족 지역사회 건강인 등으로 간호연구 대, ,

상자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간호의 주요개념 중

간호 인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았지만 환경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년대의 대한간호학회지에 실린 아동간호 분야 연구1990

편에 대하여 분석하였지만 주요 개념에 관한 연구는35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동간호학의 연구현황이나 주요 간호개념을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문데 김은주와 조경미 는 년(2000) 1970

부터 년까지의 아동간호중재 관련 논문 편을 메1999 27

타분석하여 간호중재와 대상자를 분석하였다 분야별 간.

호학회지를 포괄적으로 분석 시도한 김소야자 등(2002)

의 연구에서 아동간호학회지에 실린 편의 논문이 분123

석되었는데 연구대상자로는 아동이 로 가장 많았47.9%

고 다음이 가족 으로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어머(43.9%)

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34.1%

타났다 주요개념은 총 개로 분류되었으며 건강이. 299

편 간호가 편 인간이 편 환경이 편이었다110 , 84 , 55 , 15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학에서 연구동향을 살

펴보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아동간호

학 분야와 관련된 분석은 일부 학회지 혹은 논문에만 국

한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간호학과 관련된 논문.

의 포괄적인 고찰은 없었으며 주요개념이나 대상자 관, ,

심영역 연구유형 연구방법 등에 대한 분류는 미흡하고, ,

체계적인 분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아동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학

문적 수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

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아동간호학 분야의 간호연구에

서 다루어진 개념들을 고찰하고 분석하여 아동간호학 연

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이 시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이 제시한Kim, H. S.(2000)

대상자 대상자 간호사 간호실무 환경의 네 개 영역을, - , ,

아동간호학의 개념화를 위한 기본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이러한 분류도식이 간호전망 내에서 실제 현상 그, ,

리고 개념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이

네 개 영역틀의 특별한 경계영역 현상 내에서 개념을 확

인하며 간호연구에서 아동간호학의 중요한 현상에 대하

여 명확하게 영역설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간호에 관한 연구논문을 대상자 영역 대,

상자 간호사 영역 실무영역 환경영역의 영역으로 분- , , 4

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며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대상자 영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자 영.

역은 대상자에게 속한 다양한 형태의 이해 중재를 필요,

로 하는 많은 현상들을 보여주며 초점은 무엇이 대상자

에게 일어나고 대상자를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이며 혹은

직접적으로 대상자를 언급한다 간호학에서 대상자를 연.

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대상자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이

나 현상들을 이해함으로서 첫째 대상자에게 나타난 현,

상의 특성에 관한 이해를 얻을 수 있고 둘째 대상자의,

문제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셋째 왜 문제가 존,

재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형성할 수 있으며 넷

째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간호를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Kim, 2000).

이에 본 연구는 년부터 년까지의 국내의1990 2000

아동간호학 분야 연구논문을 체계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지금까지의 아동간호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일

차적으로 아동간호 대상자 영역에서 다루어진 개념을 파

악하고 간호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아동간호의 지식

체 확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목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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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에 관한 연구논문을 대상자 영역 대상자 간, -

호사 영역 실무영역 환경영역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 4

분석하며 일차적으로 대상자 영역을 분석하고자 하며 주

요 연구개념의 동향을 대상자 영역의 하부영역인 기본적

문제중심 건강관리 경험(essentialistic), (problematic),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health-care experiential) .

Ⅱ 연구 방법.

연구대상 논문1.

본 연구는 을 이용하여 년부터CD ROM 1990 2000

년까지 아동간호학 관련 논문을 검색하였으며 총 편321

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논문의 분석내용 및 방법2.

분석틀1)

선정된 논문의 분석틀은 이 대상자Kim, H. S.(2000)

영역 대상자 간호사 영역 간호실무영역 환경영역으로, - , ,

간호의 이론적 영역들을 분류 제시한 개 영역4 (domain)

의 분류틀을 기본으로 하여 일차적으로 대상자 영역을 분

류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상자 영역 현상의 하부영역인 기.

본적 문제중심(essentialistic), (problematic), 건강관리

경험 차원의 개념들로 분류(health-care experiential)

하였다.

논문 출처2)

학위논문과 비학위 논문으로 분류하고 학위논문은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학위 논문은,

학술지 즉 대한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부모 자녀, , , -

건강간호학회지에 실린 아동간호학 분야의 논문을 고찰,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방법3)

자료분석방법은 대상자 영역을 대상자 및 하부영역별

로 분류하여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간호학에 관한 연구를 네 가지 간

호현상 영역 즉 대상자영역 대상자 간호사 영역 실무, , - ,

영역 환경영역으로 분류하고 일차적으로 대상자 영역의, ,

논문을 분석하여 주요 연구개념과 간호학적 현상의 동향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참조< 1 >.

표 아동간호학의 간호현상 영역< 1>

영역 실수 백분율

대상자 영역

간호사 및 간호실무 영역

대상자 간호사 영역-

환경 영역

205

109

3

4

63.9

34.0

.9

1.2

계 321 100.0

그 결과 분석논문의 연구 대상자는 표 와 같이 다< 2>

양한 발달단계의 건강한 아동이거나 환아 부모 부모 자, , -

녀 아동의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연구의 대상자< 2>

대상자 구분 실수 합계 %

아동 학령기

정상 영아

학령기 청소년～

환아

유아 학령기～

영아 청소년～

LBW

유아

영아 학령기～

학령전기

학령전기 학령기～

유아 청소년～

28

7

5

5

4

4

2

2

2

2

2

1

64 31.2

부모 어머니

부모

아버지

부모 교사,

103

9

4

1

117 57.1

부모 자녀- 영아 어머니+

영아 아버지+

3

1
4 2.0

가족 가족

형제자매

17

3
20 9.8

Total 205 100.0

지금까지 많은 간호문헌은 간호연구의 영역을 규명하

고 연구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영역을 확인하고 사용,

되어야 할 연구방법 등에 초점을 두어 다루어졌으며 대,

체로 각 분야에서 다뤄진 개념과 현상 연구동향을 파악,

함에 있어 연구유형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연구방법론, , ,

등의 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의 현.

상에 대하여 간호학적 관점으로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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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개념들의 본질적 특성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 제시한 간호현상의 네Kim, H. S.(2000)

영역과 하부영역인 기본적 개념 문제중심 개념 건강관, ,

리 경험 차원의 대상자 영역 분류틀이 아동간호학의 이론

개발 연구에 명확한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수행되었다.

여기에서 기본적 차원의 개념은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

과 삶의 특성이나 과정으로서 대상자에게 현존하는 현상

으로 건강 희망 적응 대처 바이오리듬 삶의 의미, , , , , ,

성숙 신생아 흡철행위 등이 해당된다 문제중심 차원의, .

개념은 건강한 삶의 정상적 패턴에서 벗어난 병리적 비,

정상적 현상으로서 대상자인 인간존재에게 현존하는 현

상들로서 간호학적인 해결 또는 중재를 필요로 하는 통

증 질병경험 불확실성 인지불능 학대 비만 등의 개, , , , ,

념들이 해당된다 건강관리 경험 차원의 개념은 건강관.

리체계 내에서 환자 혹은 돌봄의 제공자로서 경험함으로

서 야기되는 현상들로서 불이행 낙상 욕창 입원 고, , , ,

립 부담감 회복 재활 등이다, , , .

분석 대상논문은 년부터 년까지의 아동간1990 2000

호학 분야 논문 총 편 중 대상자 영역의 연구가321 205

편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간호실무영역의(63.9%) ,

논문은 편 대상자 간호사영역은109 (34%), - 3(0.9%),

환경영역은 편 으로 나타났다4 (1.2%) .

대한간호학회 산하 개 분야별 학회지 창간호부터7

년 월까지 발표된 연구 전수를 대상으로 간호학2000 12

연구의 동향과 전망을 조사한 김소야자 등 의 연(2002)

구에서 연구대상자로 아동은 로 이중 가47.9% 26.8%

건강한 아동을 대상으로 는 환아를 대상으로 한, 21.1%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다음으로 가족이 로. 43.9%

그 다음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가족구성원 중에

서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를 차지한 것34.1%

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보다 더 빈번하게 연구대상

이 된 그룹은 부모로서 연구대상자를 기술할 때 명확히

부모 또는 부모를 지칭한 논문이 총 편 을117 (57.1%)

차지하여 과반수를 넘었으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103

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 대상이 되고 있었다 영아와 부.

모를 동시에 대상으로 한 연구는 편 으로 그중4 (2.0%)

편이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족을3 .

연구대상자로 지칭한 연구는 총 편 였으나 대20 (9.8%)

부분이 일차 간호제공자인 어머니가 주된 연구 대상자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아동간호 대상자의 특성상 가족 특.

히 일차간호제공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과

질병에 직간접으로 관련하여 파생되는 여러 현상을 규

명하려는 노력이 많았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아동간호분야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우세한 것은 전통적으로 임상과 연구영역에서 성인이 아

동대신 답할 수 있다는 가정이 확고부동한 위치를 확보

하고 있고 또 아동의 발달연령에 맞게 계획된 자가보고

형태의 다양한 척도와 비교 시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연령의 범위에 관계없이 아동간호학의 연구대상으로서

개념 측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건강전문인들은 아동이 질문지를 이해.

하고 답할 수 있는 언어 및 인지 기술이 부족하여 신뢰

할 수 없는 응답자로 여겨온 측면이 있으며 부모가 아,

이에 대한 질병과 치료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

공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아동의 실제 시각과

는 차이를 보이며 아동의 시각이 부모와 똑같이 타당하

다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Eiser & Morse,

따라서 아동을 일차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앞으2001).

로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간호학 분야의 개념,

및 지식개발을 위해선 아동간호학 연구에서 인식론적 전

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종래 다루어진 아동.

간호학 분야 연구의 개념들은 중범위 설명모델 개발의

기초로서 아동간호학의 지식활용 내지 발전의 근거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의 기능을 평가하는 부모의 능력은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건강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자료에 의해 좌우되며, ,

특히 사회적 정서적 기능과 같은 잘 관찰되지 않는 영,

역보다는 신체기능이나 신체증상의 영역에 관련하여 더

잘 평가하며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아동의,

상태 문제 건강관리에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다룰 때에, ,

는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부모와 아동간의 일치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아동의 주관적 경험과 지

각이 간과되는 정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동간호 대상자영역의 개 논문 중 편205 64 (31.2%)

이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아동의 발달단계 별로는

미숙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하게 선정되었으며 때로는 같

은 연령군으로 때로는 여러 연령군으로 연합하여 대상으

로 삼고 있었다 단일 발달연령군으로는 학령기 아동이.

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28 .

대한간호학회지 논문분석을 통해 간호연구 동향을 살

펴본 최경숙 등 의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2001)

의 연구가 년대에 편 년대 편 년1970 18 , 1980 20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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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편으로 양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연구대61

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여전히 에 머물고 있어 타10%

전공분야에 비해 연구가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의 연구설계 유형을 살펴본 결과,

표 과 같이 대상자 영역의 편 중 비실험연구가< 3> 205

대부분으로 를 차지하였고 그 중 조사연구가83.4% ,

편 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현상학적 연구를159 (77.6%) .

비롯한 질적연구는 총 편 로 아직 아동간호학23 (11.8%)

분야에서는 적은 비율이었고 실험설계는 편 으, 10 (4.9%)

로 상대적으로 매우 나타났다.

표 연구설계< 3>

종류 구분 실수 %

실험 연구 실험 연구 10 4.8

비실험 연구 조사 연구

Q-method

방법론적 연구

개념분석 연구

사례 연구

종설 연구

159

6

3

1

1

1

77.6

2.9

1.5

.5

.5

.5

소계 171 83.4

질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질적기술 연구

근거이론적 연구

문화기술지적 연구

담론분석

9

8

4

2

1

4.4

3.9

2.0

1.0

.5

소계 24 11.8

계 205 100.0

이는 대상자의 특성과 학문적 성격을 나타내는 결과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

야별 학회지를 조사한 김소야자 등의 연구에서 아동간호

학회지에 년 창간호부터 년까지 발표된 총1995 2002

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비실험연구 중 조사123

연구가 편 으로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 편84 (68.3%) 21

질적연구 편 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17%), 7 (5.7%)

때 본 연구에서는 조사연구 비율은 유사했으나 실험연구

설계와 비해 질적 연구설계의 비율이 약간 상위하는 것

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논문에 제시된 주요 개념을 분류

하기 위하여 총 편을 중복 분석한 결과 총 개념은205

표 와 같이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4> 319 .

이를 아동간호 대상자별 대상자영역의 하부영역별로,

빈도순으로 살펴본 결과 기본적 개념이 편, 196 (61.4%)

으로 세 하부영역 중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주

된 개념으로는 대응 대처 스트레스반응 스트레스인지, , , ,

적응 개념이 편 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65 (20.4%)

며 특히 이들 개념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기본적 하부,

개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모성역할 돌보기 양육 모성정체감이 편, , , 25

건강개념이 편 모유수유가 편(7.8%), 18 (5.6%), 15

등이 우위를 차지하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특히(4.7%) .

모유수유와 모성역할 돌보기 분만경험 삶의 질 등은, , ,

부모대상자의 기본적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기,

질과 성 희망 수면은 아동간호 대상자의 기본적 개념에, ,

해당되지만 매우 드물게 연구되었으며 그밖에도 건강, ,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 등은 아동과 부모 가족을 각기,

대상으로 다수가 연구된 기본적 개념에 해당되었다.

이는 오가실 의 간호연구 영역에 대한 조사결과(1992)

에서도 스트레스적응이 로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25%

차지하고 있는 것 인간 건강 간호 환경의 영역으로, , , , 4

나눠 개념을 분석한 김소야자 등 의 연구에서도(2002)

건강영역의 심리 사회적 건강으로 스트레스 대처 등이, ,

총 편의 논문 중 스트레스 편 대처 편 부담감159 12 , 8 ,

편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7 차지한 결과,,,, 심리사회적 건

강 다음으로는 간호영역의 양육개념으로 모유수유 양육, ,

돌보기 모성역할 등의 주요어가 편에서 다루어진 것, 26

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연구 대상자가 부모 혹은 가족

인 경우에 각각 개 개로 총 편에서 다루었는데 아8 , 5 13 ,

동간호대상자의 건강관리 경험이라는 하부영역 범주로

간주될 수도 있고 또한 연구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간호,

현상의 환경영역 범주로도 포함될 수 있어 아동간호 이

론 개발에 그 영역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본다.

그밖에도 불확실성과 무력감 우울 통증 공포와 불, , ,

안 등의 부정적 반응은 아동과 부모 및 가족을 연구대상

자로한 문제중심 하부개념에서 주로 다루어졌으며 논문

편수는 많지 않았다 부담감은 건강관리 경험의 개념으.

로 분류될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 부모를 대상으로 총

편이 연구되어 단일개념으로는 건강 모유수유 분만12 , ,

경험 등에 이어 빈도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하.

여 공포 불안 기질 이행 희망 수면 성장 학대 환, , , , , , , ,

경 등은 아직까지 아동간호학분야에서 매우 드물게 다뤄

지고 있었다 개념 중심으로 대상자별로 살펴본 결과 아.

동을 차 연구 대상자로 한 논문은 총 편으로 그중1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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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기본적 차원의 현상에 해당되는 건강 모유수유, ,

자기효능감 영양 대처 돌보기 등이 편을 차지하였, , , 48

으며 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수는 총 편, 187

으로 그중 대처, , 모성역할 돌보기 분만경험 삶의 질, , , ,

애착 등의 기본적 개념을 다룬 논문이 편에 해당되122

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모 자녀를 함께 대상자로 한. -

표 연구의 개념< 4>

대상자

개념 하부차원

아동 부모 부모 자녀- 가족

합계 %기 문제건강

본 중심관리

경험

소계

기 문제건강

본 중심관리

경험

소계

기 문제 건강

본 중심 관리

경험

소계

기 문제건강

본 중심관리

경험

소계

대응 대처 스트레스반응 스트레스인지 적응, , , ,

모성역할 돌보기 양육 모성정체감 모성역할자신감, , , ,

건강

모유수유 수유,

주관적 느낌 반응 정서 무력감, , ,

가족

사회적지지 지지,

분만경험

자기개념신체상자기효능감자신감자존감: , , ,

부담감

간호교육요구

감각 지각 인지, ,

안전사고

임상증상고찰 병태생리적반응( ),

삶의 질

질병 질병경험,

영양

불확실성

애착 결속 모아상호작용 부아상호작용, , ,

건강전달보건관리정책시설의료이용전화상담: , , , ,

가정간호

비만

간호중재

성적생활 성,

지식 앎,

고통 통증,

일탈행동 음주 집단따돌림: ,

자기결정 의지,

우울

활동제한

영아신호 행동반응 행동 행동상태, , ,

공포 불안,

기질

상실경험

태교

이행 불이행 투약실천, ,

희망

수면

성장

대체 보완요법,

아동학대

간호만족도

환경

1

1

14

2

4

1

6

1

1 1

1 6

2 6

3

2 5

1

1

3

2

3

2

3

2

1

1

1

1

1

1

1

1

1

1

1

1

14

2

4

1

6

1

2

7

8

3

7

1

1

3

2

3

2

3

2

1

1

1

1

1

1

1

1

1

1

41

2 3

4

12 1

3 6 1

3 1 1

8

12

5

12

9

6

2

7

4

6

3

4

1

1

2 1

1

2

1

1

1

1

1

41

23

4

13

1

5

8

12

5

12

9

6

2

7

4

6

3

4

1

1

3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4

1

6 2

5

1

1

1

1

1

1

1

14

1

8

5

1

1

1

1

1

1

1

65

25

18

15

15

14

13

13

12

12

11

9

9

8

7

7

7

7

6

5

3

3

3

3

3

3

3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1

20.4

7.8

5.6

4.7

4.7

4.4

4.1

4.1

3.8

3.8

3.4

2.8

2.8

2.5

2.2

2.2

2.2

2.2

1.9

1.6

.9

.9

.9

.9

.9

.9

.9

.6

.6

.6

.6

.3

.3

.3

.3

.3

.3

.3

.3

.3

.3

.3

.3

합계 48 3 15 93 122 24 41 187 2 2 4 24 4 7 35 319 100.0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8 4

- 455 -

연구는 총 편으로 매우 적었으며 양육 분만경험 모아4 , ,

상호작용 가정간호개념이 다루어졌고 그외 가족을 대상, ,

자로 한 논문은 총 편으로 여전히 대응 스트레스반35 ,

응 적응 등의 기본적 개념이 편으로 가장 많았다, 14 .

이와 같이 기본적 개념 연구가 많은 것은 연구대상자

가 아동이건 부모 혹은 가족이건 간에 또 질병의 유무, ,

에 관계없이 대상자가 갖는 기본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

므로 대상자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대상자를 표현하는 특

성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점차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간호학의 활동영역이 병원에서 지역사,

회로 확대되면서 앞으로도 기본적 개념 연구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병리적 비정상적. ,

현상으로서 대상자인 인간존재에게 현존하는 현상들로서

간호학적인 해결 또는 중재를 필요로 하는 문제중심 개념

은 무력감 안전사고 질병경험 비만 통증 불안 등으로, , , , ,

총 편 중 편 을 차지하여 다른 하부영역 개319 31 (10%)

념에 비해 아직 연구가 부족함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앞,

으로 문제중심 차원의 개념에 아동간호학 분야의 관심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술지에 실린 아동간호 논문과 아동간호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편을 이321 Kim, H. S(2000)

제시한 대상자 영역 대상자와 간호사 영역 실무영역, , ,

환경영역의 개의 영역 틀을 기본으로 하여 일4 (domain)

차적으로 대상자 영역을 하부 영역인 기본적

문제중심적 건강관리(essentialistic), (problematic),

경험적 차원의 개념으로 분(health-care experiential)

류한 틀 속에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논문은 년부터 년까지의 아동관련 논1. 1990 2000

문 총 편으로 우선적으로 대상자 영역의 연구가321

편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간호사205 (63.9%) ,

및 간호실무영역은 편 대상자 간호사영역109 (34%), -

은 환경영역은 편 으로 나타났다3(0.9%), 4 (1.2%) .

대상자영역의 현상에 관한 총 개 논문에서 연구대2. 205

상이 부모로서 편 을 차지하여 과반수를117 (57.1%)

넘었으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한 연구,

가 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대상이 되고 있었다 또103 .

한 편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아동의64 (31.2%)

발달단계는 미숙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하게 선정되었

으며 단일 발달연령군으로는 학령기 아동이 편으로28

가장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와.

부모를 동시에 대상으로 한 연구는 편 으로4 (2.0%)

그중 편이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를 간호대상자로 포3

함하였다 가족을 연구대상자를 지칭한 연구는 총. 20

편 이었으나 대부분이 일차 간호제공자인 어머(9.8%)

니를 간호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설계 유형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 영역의 편3. , 205

중 비실험연구의 조사연구가 편 으로 가159 (77.6%)

장 많았고 기타 비실험연구방법을 합하여 로83.5%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상학적 연구를.

비롯한 질적연구는 총 편 으로 아직 아동23 (11.8%)

간호분야에서는 적었으며 실험설계는 편, 10 (4.9%)

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대상논문에 제시된 주요용어를 개념으로 분류하였을4.

때 총 편중복분석이었으며 중심개념을 대상자319 ( )

별 대상자영역 현상의 하부 차원별 개념의 빈도순으,

로 살펴본 결과 기본적 차원의 개념을 다룬 연구가,

편 으로 세 개의 하부영역 중 가장 많았196 (61.4%)

으며 주된 개념으로는 대응 대처 스트레스반응 스, , ,

트레스인지 적응 개념이 편 으로 가장 빈, 65 (20.4%)

도가 높게 다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모성역할 돌, ,

보기 양육 모성정체감이 편 건강개념이, , 25 (7.8%),

편 모유수유가 편 등이 우위를18 (5.6%), 15 (4.7%)

차지하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문제중심.

차원의 개념은 무력감 안전사고 질병경험 비만 통, , , ,

증 불안 등으로 총 편 중 편 을 차지하, 319 31 (10%)

여 다른 하부개념에 비해 아직 연구가 부족함을 나타

내었으며 개념으로는 공포 불안 기질 이행 희망, , , , , ,

수면 성장 학대 환경 등이 아동간호학분야에서 매, , ,

우 드물게 연구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년 간의 아동간호학분야 논문10

을 간호현상의 가지 형태의 분류틀로 분석하여 연구동4

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새롭고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간호 관련 연구가 꾸준히

양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아동간호학의 대상자

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기존에 연구되어온 개념을 더욱

정련화시키고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여 아동에게서 나타

나는 다양한 현상을 단지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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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연구로까지 확대되어야 한

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학분야에서 충분.

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공포 불안 기질 이, , ,

행 희망 수면 성장 학대 환경 등의 개념들에 대한, , , , ,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지금까.

지 대상자 영역의 세 하부차원개념중 기본적 차원의 개

념에 치우쳐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는 간호학적 해결이나 중재를 필요로 하는 문제중심 차

원의 개념과 건강관리 경험적 차원의 개념에도 균형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대상자 현상 영역의 문제 중심개념에

대한 이해 내지 처방적 차원의 지식개발에 근거가 되고,

또 대상자가 건강관리 체계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건강

관리경험 개념들을 밝히고 나아가 변화시키는 작업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밖에 아동간호분야에서 양적 연.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질적 연구도 활성화되어

단순히 양적인 해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아동대상자의

현상에 대한 이해 뿐 만이 아닌 아동간호대상자로부터

정보들을 직접 이끌어 내는 것이 요구된다(Docherty,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동간Sandelowski, 1999).

호대상자영역의 현상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개발 정련, ,

이를 설명하기 위한 풍부한 설명모델은 아동간호학의 학

문적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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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Concepts in child health nursing

as the client, Essentialistic

concepts, Problematic concepts,

Health-care experiential concepts

An Analysis of the Concepts in

Child Health Nursing Studies in

Korea(1)

: from 1990 to 2000

Han, Kyung-Ja*Kim, Hyun-Ah**

Kim, Sook-Young*Kim, Jeong-Soo***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s appeared on researches and provide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field of child

health nursing.

A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205

studies were included in an analysis the

concepts in terms of the domain of client for a

total 321 researches. All were originally

published between 1990 and 2000 in Korea. An

analysis of concepts for this study was used the

metaparadigm framework for nursing proposed

by H.S. Kim(2000). The concepts for this study

were categorized by essentialistic concepts,

problematic concepts, health-care experiential

concepts with the following results.

1. Based on the four domains suggested Kim

(2000), 205 studies(63.9%) belong to the

domain of client ; 109 studies(34%) belong

to the practice domain of nursing; 3

studies(0.9%) belong to the client-nurse

domain; and 4 studies belong to the domain

of environment, respectively.

2. In the domain of client, 117(57.1%) studies

used concept of parent. Among them, mother

was the prevailing research population(103

studies). 64 studies(31.2%) used child

population and the developmental stage of

children varied from preterm to puberty but

school aged children was the most target

population(28 studies). Family as a concept

of client was used in 20 studies(9.8%) but

most primary care provider was the mother.

3. In terms of research design, non-experimental

design(83.5%) is the most and among them

survey was 159 studies(77.6%). Qualitative

research(23 studies) and experimental

research(10 studies) methods were used

relatively few.

4. In terms of the categories of concepts, 196

(61.4%) studies included the essentialistic

concepts like stress and coping(20.4%),

mothering role and child care(7.8%), health

(5.6%), breast feeding(4.7%). 31 studies

included problematic concepts like power-

lessness, safety, obesity, pain, anxiety. And

65 studies included health-care experiential

concepts like compliance, growth, hope,

environment but relatively few.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the

evidence that research related problematic

concept and health-care experiential concept

should be conducted actively to improve the

practice of child health nursing. Also to deeply

understand the phenomena of client in field of

child health nursing, interpretive research

methods should be conducted actively, too.

* Seoul National University

** Dong Hae University

*** Kyung Bok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