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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concept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rify ‘parents’ treatment adherence for an epileptic child or 
adolescent’. Methods: The analysis used a hybrid model comprising three phases: theoretical phase, fieldwork phase, 
and integration phase. In the theoretical phase, fifty studies were reviewed. Interviews with four parents of epileptic 
children or adolescents were conducted during the fieldwork phase. In the integration phase, the results derived from 
prior phases were synthesized and clarified. All phases were performed cyclically. Results: The concept, ‘parents’ 
treatment adherence for an epileptic child or adolescent’ was defined as parents’ voluntary and goal-directed behavior 
towards the epilepsy treatment for their children: a collaborative decision-making process with health-care providers,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adaptability to the treatment plans, and appraisals of the child’s health condition. 
Conclusion: This achievement is thought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accuracy and validity of the concept 
measurement. It has implications for additional research on how the concept ‘treatment adherence’ differs in diverse 
health problems and other population groups than paren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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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뇌전증은 가장 일반적인 신경학적 질환 중 하나로서, 그 환

자가 전 세계 오천만 명에 육박한다[1]. 그 절반 이상이 아동기

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뇌전증 환자의 

약 78%가 아동 ․ 청소년기에 발병한다[2]. 아동 ․ 청소년기는 부

모에게 완전히 의존했던 영유아기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추

기 시작하는 과도기이고, 이 시기의 성장 발달 과업이 성인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발생하는 건강 문

제는 적절한 중재를 요구한다[3]. 뇌전증 아동 ․ 청소년은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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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쳐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기능장애를 경험하며, 신

체활동 감소[4],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의 치료 부작용[5], 우울과 

불안장애[3,6], 사회적 교류 감소[7] 등의 건강 문제가 발작 증

상보다 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해[3,6] 통합적 측면의 

간호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만 이들을 대면하는 의료인이 뇌전증 

아동 ․ 청소년의 기능, 생활 습관, 주변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8]. 이로 인해 그 부모는 자

녀를 지속 관찰하고, 문제를 파악해 낸 뒤, 의료인에게 근거자

료로 제시함으로써 치료에 참여하게 된다[5,9]. 일회적 처치로 

완치되지 않고, 장기간 자기관리가 요구되며, 일상생활을 유지

하다가도 발작이 발현하면 급격히 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뇌전

증의 불확실성 때문에[10] 치료에서의 부모 참여는 더욱 강조

되며[5], 이는 치료이행(treatment adherence) 개념과 관련이 

있다[10].

의학 ․ 간호학 ․ 약학 ․ 보건학 ․ 체육학 등 건강을 다루는 학문 분

야에서 이행과 순응(compliance)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처방과 조언을 실천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11,A18]. 

처방과 지시의 실천 여부를 강조하는 순응에 비해 이행은 의료

인과의 수평적 ․ 협력적 관계를 통해 대상자가 치료계획을 논의

하고, 치료행위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

별된다[A21]. 이행은 투약 이행, 운동 이행, 치료이행 등의 형

태로 활용되며, 이 중 치료이행(treatment adherence)은 투약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행위와 생활 습관 실천까지 포괄한다

[A47]. 치료이행은 정신질환[11], 심혈관계 질환[A21], 고혈압

[A47], 건선이나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A16], 천식[A24] 등 건

강 문제마다 다양한 속성을 나타내 개념 측정과 사정 시 질환의 

급 ․ 만성 여부, 징후와 증상, 관찰 가능성, 대상자의 연령과 성

별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측정된 

치료이행은 평균 50%, 범위 0~100%로 보고된 바 있다[A18].

그러나 뇌전증 치료이행의 경우, 성인 환자에 초점을 두고 

연구된 경향이 있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개발된 바 없다고[12] 알려져 있다. 특정 개념을 사정하

거나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속성을 명확히 정의하는 절차

가 선행되어야 하나, 뇌전증 아동 ․ 청소년, 그 부모의 치료이행 

개념을 분석하고 확인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부모

의 참여가 강조되는 뇌전증 아동 ․ 청소년 치료에[5,9] 장애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측정도구 개발의 선행단

계로서 뇌전증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치료이행 개념분

석을 수행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Schwartz-Barcott과 Kim [13]의 혼종모

형(hybrid model)에 근거한 개념분석을 통해 뇌전증 아동 ․ 청
소년 부모의 치료이행 결정적 속성을 규명하고, 의미를 조직화

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문헌 고찰에 기반을 두고 개념 속성을 잠정 정의하는 이론

적 단계를 수행한다.

 부모 면담을 통해 이론적 단계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현장 

작업 단계를 수행한다.

 이론적 단계와 현장 작업 단계에서 확인된 현상을 종합하

여 개념의 속성을 도출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혼종모형[13]에 근거하여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

모의 치료이행 개념의 본질을 탐색하는 개념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문헌 고찰에 기반을 두고 개념을 잠정 정의하는 

이론적 단계, 면담과 관찰 등을 통해 이를 재확인하는 현장 작

업 단계, 이론적 단계와 현장 작업 단계에서 확인된 현상을 종

합하여 결과를 도출해내는 최종분석단계를 순환적으로 수행

하였다.

현장 작업 단계에서는 뇌전증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 면담을 

시행하였다. Schwartz-Barcott과 Kim [13]은 개념분석을 위

한 면담 연구 단위는 관심 개념의 특성과 이론적 단계의 성과에 

따라 연구자가 결정해야 하고, 많은 표본보다는 수집된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용이한 크기와 형태가 바람직하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며, 자발적

으로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자 4인을 대상으로 개인 면담을 수

행하였다.

 만 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뇌전증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종료하고 2년 이내로 추적 관찰 중인 자

 국문 해독이 가능한 자

 연구자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장애 요인이 없는 자

뇌전증 발작이 2년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임상적으로 항경

련제 중단을 고려하는데[1], 본 연구는 이 추적 관찰 단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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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대상자에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자 하였다. 면담

참여자 모집은 눈덩이표출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눈덩이표출

법은 다른 표본추출방법에 비해 대표성이 모자란다는 제한점

이 있으나, 많은 문화권에서 뇌전증이 ‘추한 병’으로 인식되고, 

이것이 환자나 가족에게 질병을 은폐하게 한다는 점[14]을 고

려하여 적용하였다. 자료수집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

점은 면담에서 제외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혼종모형은 결과의 일반화에 상대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형성된 인식에 근거하여 특정 현상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고[15], 선행요인이나 결과보다는 개념 그 자체의 본

질에 중점을 둔다[13].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뇌전증, 부모 등 특

정 건강 문제와 인구 집단에서의 개념 속성을 확인하는 데에 다

른 분석방법보다 혼종모형[13]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적용하

였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는 공동연구자, 5년 이상의 연구

와 임상 경력을 보유한 간호학 교수 4인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필요한 경우, 이전 단계로 돌아가

거나 해당 단계에서 분석을 반복하였다.

1) 이론적 단계

본 연구의 이론적 단계에서는 대상의 본질적 탐색을 위해 이

행 개념에 대한 문헌과 용례가 검토되었다. 이론적 단계의 문헌 

조사 범위는 ‘이행’, ‘치료이행’, ‘adherence’, ‘treatment ad-

herence’와 관련된 사전적 정의, 타 학문 분야에서의 용례, 개

념분석 선행연구, 간호학 등 건강 관련 학문 분야에서의 용례,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모 치료이행의 특수성이었다.

인터넷 출판물의 경우, MEDLINE (PubMed)과 CINAHL 

(EBSCO),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본문이 공개된 문

헌이 검토되었다. 최대한 다양한 용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중복 검색된 자료, 한국어와 영어 외에 다른 언어로 작

성된 출판물, 원문 접근이 제한되거나 초록 형태로 발표된 자료 

등 개념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속성을 파악하기에 부족하

다고 판단되는 문헌은 수집 또는 고찰단계에서 제외하였다. 이

후, 관심 개념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가 포화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문헌 조사를 중단하였다(Figure 1)(Appendix).

2) 현장 작업 단계

현장 작업 단계에서는 뇌전증 아동과 청소년 부모 면담을 시

행하여, 이론적 단계의 결과를 재검토하였다. 현장 작업 단계

를 수행한 연구자는 질적연구방법과 분석론에 대한 강의를 반

복 수강하였고, 타 연구자의 질적연구를 여러 차례 보조해 온 

바 있어 독립적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론적 단

계에서 잠정적 정의를 도출하였으나 현장 작업 단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면담 시에는 중립적 태도로 참여자의 진술을 경청

하였고, 참여자의 말을 본문에 인용하였다. 

면담은 2020년 2월 27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1인당 1

회,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30분 시행되었다. 면담 횟수와 

소요시간, 표집된 참여자의 특성과 수는 수집된 정보의 포화 정

도, 연구참여자의 의사를 기반으로 결정하였다. 면담은 거주지 

인근 세미나실 등 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에서 이루

어졌고, 수집된 자료는 면담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개인식별정

보를 삭제한 상태로 필사를 마친 뒤, 참여자들과 그 결과를 함

께 확인하였다. 면담은 반 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주

요 질문내용은 ‘자녀의 뇌전증 치료를 위해 실천했던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행위 중 의료진과 의사소통했던 경

험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료진과 치료계획을 논의하는 데

에 도움이 된 점과 방해가 된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결정된 치료계획을 실천할 때, 도움이 된 점과 방해가 된 점에

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등이었다. 면담 종료 후, 연구자는 현

장 작업 단계에서 확인된 현상을 이론적 단계에서 확인된 속성

과 비교하고 종합하였다.

3) 최종분석 단계

최종분석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확인된 결과와 추가적 

문헌 고찰에 근거하여 치료이행의 개념적 정의를 수정하고 보

완하였다. 현장 작업 단계가 종료된 뒤, 연구자는 이론적 단계

에서 확인된 속성과 이를 비교하고, 반복하여 탐색한 뒤, 문헌 

고찰과 질적 자료분석을 재수행하여 관심 개념의 속성을 최종

적으로 결정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모의 치료이행 측정도구 

개발과 관련 요인 확인의 선행단계로서,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IRB 

No. 2002/002-004).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는 현장 작업 

단계 수행을 위한 면담이었다. 면담 전 연구자는 설명서와 구두 

안내를 통해 연구목적, 내용, 면담 내용의 녹음 여부, 연구참여

자의 권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후, 연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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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diagram of literature review of the theoretical phase.

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을 때, 연구참여 

의사로 간주하였다. 이후에도 참여자가 원할 때, 언제든 불이

익 없이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였다. 면

담 연구는 내용의 포화도와 참여자의 의향에 따라 진행되었고,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사례로 제공되었다.

연 구 결 과

1. 이론적 단계

1) 치료이행의 사전적 정의 확인

이행(履行)의 사전적 정의는 ‘실제로 행함’이며, 유의어로

는 수행, 실천, 실행 등이 있다[16]. 목적 행위가 함께 쓰이지 않

을 경우, 이행은 의사소통의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을 의미하는 치료(治

療)[16]와 함께 쓰일 경우, ‘병이나 상처 따위가 잘 낫도록 실천

을 통해 이를 잘 다스림’이라 정의할 수 있다.

Adherence는 ‘어떠한 규칙이나 신념, 방법 등을 실천하는 

것(the fact of behaving according to a particular rule, etc., 

or of following a particular set of beliefs, or a fixed way of 

doing something)’으로 정의되며[17], 이 또한 목적 행위, 규

칙, 신념 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의사소통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Treatment는 ‘질병, 부상 등을 치료하거나 정서 상태 

또는 외관을 좋게 만드는 것(something that is done to 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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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ng Attributes of Adherence Identified by Researchers

Targeted concept References Defining attributes

Adherence [A18] The extent to which patients follow the instructions they are given 
for prescribed treatments; the synonym of compliance

Adherence as a related concept of 
compliance

[18] The ability or willingness to stick or follow a plan

Adherence [19] The extent to which a person's behavior – taking medication, 
following a diet, and/or executing lifestyle changes, corresponds 
with agreed recommendations from a health care provider

Adherence [A31] Degree in which patient behaviors coincide with provider 
recommendations; Degree in which patient mutually agreed 
upon plans of care

Adherence [A21] Persistence in the practice; Maintenance of desired health 
behaviors; The result of active participation and agreement

Adherence to cardiovascular risk 
reduction

[A21] Alignment of patient behavior and provider advice; Mastery of 
new behavior and health knowledge; Ability to meet mutual 
goals and overcome perceived barriers; Ongoing support

Adherence among war veteran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26] Planning for health promotion by oneself; Taking responsibility 
for one's own health; Positive attitude toward treatments; 
Effective communications with healthcare providers

Adherence to oral chemotherapy in 
childhood

[A36] Motivation or willingness to follow the treatment plan; Intention, 
capacity, responsibility and collaboration; Adaptation to change; 
Willingness to carefully follow the instructions of a healthcare 
provide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aily oral 
chemotherapy administration

an illness or injury, or to make somebody look and feel 

good)’으로 정의되며[17], 이를 합성하면 ‘누군가의 질병을 치

료하거나 상태를 향상하기 위해 특정 규칙이나 신념 등을 실천

하는 것’, ‘질병 관리 또는 예방을 위해 약물이나 치료를 적용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선행 개념분석 고찰

건강 관련 분야에서 수행된 개념분석은 치료계획 실천을 위

한 능력과 의지[18], 치료계획의 실행[A18,A21,A31]과 변화

된 행위 유지[A21], 투약과 식이요법 등 전문가의 조언에 기반

한 생활양식 수정[19], 치료계획에 대한 동의와 수용[A21,A31], 

치료계획 수립과 수행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A21] 등을 이행

의 속성으로 제시한다.

순응과 이행의 공통적 속성은 치료계획과 실제 행위의 일치

[18,A18]이며, 두 개념을 구분하는 속성은 치료계획 수립에의 

환자 참여 여부 또는 정도[18,A21]이다. 실무에서 순응과 이행 

용례 검토 결과, 두 개념이 차별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으나, 해당 연구 또한 두 개념이 혼용되는 상황에 대해 연구

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A18] 제언하였다.

일부 연구는 심혈관계 질환[A2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A26], 소아 경구항암치료[A36] 등 특정 대상자와 건강 문제의 

특이성을 인지하고 개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질병에 따라 특

정 속성이 강조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예로, 치료이행은 심

혈관계 질환에서 금연, 체중 조절 등[A21]의 건강 행위 변화와 

지식 숙달[A21] 등의 속성을 보인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서는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고, 환자가 치료를 중도 포기할 가

능성이 있다는 점에서[A26] 환자가 스스로 수립하는 치료계

획,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 치료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의

료진과의 의사소통[A26]이 속성으로서 강조된다. 장기간 매

일 지속해야 하는 경구 투약, 유제품 제한 등의 복잡한 지침, 처

방의 반복되는 변화가 특성인 소아 경구항암치료의 경우, 치료

계획을 실천하고 지속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 책임감, 타 가족 

구성원과 의료인과의 협력,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이 치료이행의 

속성으로 드러난다[A36](Table 1).

3) 이행 용례 확인

의학, 체육학 등 건강을 다루는 학문 분야에서 용례 확인 시, 

이행은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투약 ․ 처방 ․ 운동 ․ 치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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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Use of Adherence in Various Academic Fields

References Examples

[A42] “…a cut-off point to classify patients as adherent using self-report scores, pill counts or electronic monitoring.”

[A14]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self-concept and their exercise adherence…”

[A41] “…exercise adherence…increased…participating in exercise…”

[A47] “adhering to antihypertensive treatment (pharmacological and non-pharmacological) on quality of life…”

[A32] “Treatment adherence implies a collaborative approach to decision-making, ideally with mutual agreement between patient 
and clinician…. compliance, which cannotes a passive role for patients in reciting and following medical advice…”

[A8] “The norms “People must marry when they reach a certain age group” affect the lives of young people who transit into the 
adults.“

[A11] “The transition from school over a long period time …”

[A12] “…the following conditions that must be adhered…”
“…The budgetary issues in adhering to the commitments…”

[A44] “…cells adhered strongly to all three hydrocarbons”

[A49] “…variation in factual adherence in response to survey…”

개념과 합성되어 활용된다. 투약 이행이나 처방 이행은 순응과 

이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복약지침을 잘 따

르는 정도를 가리킬 때 주로 쓰인다. 투약 이행 측정에는 개폐 

시점이 자동 기록되는 약물 보관 장치, 조제를 받고 일정 시점

이 지난 뒤, 남은 약물의 양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용된다[A42].

운동 이행은 건강신념모형과 함께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부

여 방안을 논하기 위해 언급되는 경향을 보인다[A14,A41]. 이

를 측정하기 위해 체육관 출석률, 운동 참가율 등이 이용되나

[A14,A41] 대상자마다 요구되는 운동과 기준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정확성과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A14]. 이에 해당 분

야에서는 Corbin과 Lindsey [20]이 개발한 신체활동 지속 설

문지(Physical Activity Adherence Questionnaire, PAAQ)

가 적용되기도 하며, 이는 내적 동기 요인과 동기부여요인을 확

인하는 구조를 띤다[A14].

치료이행에서 치료는 투약과 함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운동, 식이 등 생활 습관 수정을 포괄하며[A47], 개념분석 

연구에서 다루는 이행과 비슷한 의미를 띤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의료진과의 신뢰 관계, 책임감, 치료계획 수립에 대한 적극

적 참여를 그 속성으로 하거나 관련성을 보인다[A26,A32]. 또

한 문제 중심적 성격을 가지며, 인간의 기능과 동기부여 수준, 

신념, 치료의 복잡함, 부작용 경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영향

을 받는다[A26].

타 학문 분야에서 이행(履行)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정

해진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다. 예로는 

‘휴전협정을 위해 이행되어야 할 조건’, ‘약속의 이행’[A12] 등

이 있다. 이행(履行)의 동음이의어인 이행(移行, transition)은 

‘성인기로의 이행’, ‘노동시장 이행’[A8,A11], ‘다극 체제로의 

이행’[A11] 등 ‘새로운 체제와 단계로의 진입’을 가리킨다.

타 학문 분야에서 adherence는 물리적 ․ 화학적 부착, 특정 

이념에 대한 동의나 그 정도를 뜻하며, 생물학에서는 ‘박테리

아나 면역세포 등이 특정 표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 박테리아나 면역세포 등은 표면 속성, 화학과 생물작용 

등에 대한 반응으로 adherence를 보이며, 그 강도에 따라 기능

과 통합성(self-aggregate)이 변화한다[A25,A44]. 정치학에

서는 factual adherence와 같은 형태로 ‘특정 사실에 대한 자발

적 수용 의사’ 등을 가리키며, 유권자들이 정치적 사실을 주관

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쓰인다

[A49](Table 2).

용례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이행(履行), adherence

가 건강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와의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해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양식을 수정하는 행위’의 의

미를 띠고, 타 분야에서 ‘자발적 수용이나 동의를 전제로 특정 

목적이나 약속, 계획을 실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잠정하

였다.

4)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모의 치료이행 특수성

혼종모형에 준한 개념분석은 추상적 ․ 포괄적 관점에서 시작

한 뒤, 그 진행에 따라 점점 개념의 속성을 구체화한다. 이는 같

은 개념이라도 특정 건강 문제에 따라 그 속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13]. 이에 본 연구는 앞서 확인한 포괄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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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더 나아가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모의 특수성을 확인하

고자 추가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치료 기간, 치료의 복잡함, 증상을 참을 수 있는 정도는 뇌전

증 치료이행에 영향을 미친다[A16]. 처방 시점에서 시간이 흐

를수록, 처방이 자주 변경되거나 복용 약물이 많고, 투약 방법이 

복잡할수록 치료이행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A16,A48], 뇌

전증 환자는 2년 이상 장기간의 치료를 받고, 이들에게는 2개 이

상 서로 다른 약물을 함께 투약하는 병용요법이 적용된다[21]. 

약물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부작용 경험 가능성이 커지고, 투약 

빈도가 잦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약을 망각할 가능성도 크다

는 점[21,A37]이 특수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발작 조절 정도나 

빈도, 유형에 따른 치료이행은 연구마다 보고하는 바가 다르

다. Yang 등[22]는 항경련제를 처방에 따라 잘 복용하는 환자

에서 발작 빈도가 낮다고 보고했지만, O’ Rourke 와 O’ Brien 

[23]은 발작이 아주 잘 조절되는 집단에서는 투약 이행이 아주 

높거나 반대로 아주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발작

이 잘 조절될 경우, 투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발작이 조

절되지 않을 경우, 약물 효능에 대한 믿음이 감소하여 치료이행

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2017년 국제뇌전증연맹이 공인한 분류법에 따르면 뇌전증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레 증상이 소실되는 양성 롤란딕 뇌전증

(Benign Rolandic Epilepsy), 영구적 장애와 발달 지연이 동반

되고, 약물치료 반응이 저조한 레녹스-가스토(Lennox-Gastaut 

Syndrome) 등 30개 이상의 형태로 구분된다[24]. 약물치료 반

응이 저조한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케톤생성식이요법, 뇌량절

제술과 뇌심부 자극술과 같은 비약물적 중재, 면역 글로불린 투

여, 언어치료와 수화훈련,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따른 칸나비

디올(cannabidiol) 등이 장기간 적용된다[24].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모의 치료이행은 환자 본인이 아닌 

돌봄 제공자가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치

료 불이행은 망각과 같은 비의도적 불이행과[A48] 의도적 불

이행으로 구분되는데, 어린 자녀가 투약을 강하게 거부하여 이

를 포기하거나[A24],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의

식하여 공동 공간에서 투약을 꺼리는 등[A24,A37]의 의도적 

불이행이 나타날 수 있다.

발작 외에 뇌전증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감각 ․ 운동장애를 

유발하기도 하며[25], 비만 등의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신체활동을 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4]. 뇌전증 환자

의 운동량은 청소년기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고[4], 

뇌전증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사회적 활동보다 혼

자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7]. 발작에 대한 염려로 

뇌전증 환자들은 신체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나, 

뇌전증 환자가 스카이다이빙과 수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운동

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국제뇌전증연맹의 의견과[26] 

어린 시절 형성된 신체활동 습관이 성장 과정에서 유지된다는 

점, 청소년기 진입 후에는 신체활동 습관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점[4]에서 뇌전증 치료 시에는 생활 습관 수정을 포함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뇌전증은 다양한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사회적 

건강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3-7] 아동과 청소년 환자 치료 

시, 발작만을 중점에 두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하며[3,6], 부모

는 의료인과의 적극적 의사소통, 자녀의 증상 사정과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지속해야 한다[5,8,9].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모는 각자 나름의 치료 목표, 치료에 대한 주체성과 

자발성, 자녀 건강 사정 행위, 의료인과의 소통 양상, 치료 실천 

정도를 보이기 때문에[9] 이와 같은 특성이 치료이행 속성으로

서 고려될 수 있다.

5) 개념적 속성과 잠정적 정의 도출

사전적 정의나 다양한 학문 분야, 뇌전증에 초점을 둔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이행은 대상자와 의료인이 합의하여 수립한 

계획과 목표를 지향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행위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단계에서 ‘뇌전증 아동 ․ 청
소년 부모의 치료이행’ 개념을 ‘뇌전증 아동 ․ 청소년의 치료를 

위해 (1) 의료인과의 협력적 의사결정, (2) 결정된 치료계획 실

천, (3) 자녀의 건강 상태 확인에 그 부모가 보이는 자발적 ․ 목표

지향적 행동’이라 잠정 정의하였다.

치료는 투약뿐만 아니라 뇌전증과 관련된 신체적 ․ 정서적 ․ 
정신적 ․ 사회적 건강 문제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건강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잠정 정의하였다.

2. 현장 작업 단계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현장 작업 단계에서 면담에 참여한 자는 4인이었으며, 이 중 

1인은 남성, 3인은 여성이었다. 평균 연령은 48.25세이었다. 이

들의 자녀는 1인이 여성, 3인이 남성이었고, 평균 현재 연령은 

17.00세, 평균 진단 연령은 6.25세, 평균 유병 기간은 10.75± 

6.50년이었다. 1인은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6개월간 추적 관찰 

중인 양성 롤란딕 뇌전증 환자, 3인은 1일 1회 이상 발작 증상이 

나타나 10년 이상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환자였다.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환자는 모두 지적장애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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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in the Interview for the Field Work Phase

Categories A B C D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respondents

Gender Male Female Female Female

Age (year) 55 43 45 50

Occupation Part-time lecturer Homemaker Homemaker Homemaker

Level of education College or higher College or higher High school College or higher

Perceived economic 
status

Poor Fair Very poor Fair

Characteristics of the 
epileptic children or 
adolescents

Gender Male Male Female Male

Age (year) 18 14 18 18

Age at onset (year) 8 12 4 1

Diagnosis Lennox-Gastaut 
syndrome

Benign rolandic 
epilepsy

Lennox-Gastaut 
syndrome

Lennox-Gastaut 
syndrome

Symptoms Mainly generalized 
onset tonic-clonic 

seizure,
5~6 times a day

Semifacial spasms,
unidentified 
frequency,

remission for the 
past 6 months

Generalized onset 
tonic-clonic seizure,

5~6 times a day

Mainly myoclinic 
seizures,

unidentified 
frequency,

≥once a day,

Comorbidity A survivor of 
childhood leukemia,
intellectual disability,
behavioral disability

None Cortical dysplasia,
intellectual 
disability,
behavioral 
disability,
nutritional 

disoder

Premature birth,
Intellectual 
disability,

developmental 
aphasia,

amblyopia,
nutritional support 
with a gastrostomy

장애가 관찰됐고, 1인은 백혈병 완치판정을 받은 바 있다. 1인

은 피질이형성증이었고, 다른 1인은 실어증, 약시가 동반됐으

며, 위루관을 통해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였다(Table 3). 

2) 현장작업 단계를 통한 실제 현상 확인

(1) 의료인과의 협력적 의사결정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모는 자녀의 치료를 위해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

발성이나 목표 지향성 정도는 치료과정에서 참여자가 정의하

는 자신의 역할에 따라 달리 나타났으며, 일부 의료인의 권위적 

태도나 제한된 진료시간, 의료진과 부모 간의 정보 불균형의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의료진이) 많은 환자를 대하다 보면 예전에 ‘이 약은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약은 빼죠.’ 했던 약을 어떨 때

는 ‘이 약을 써보실래요?’ 그럴 때가 있죠. (제가) ‘그 약은 

전에 효과가 없어서 뺀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랬나요.’ 

그러면서 … 뭐, 그분도 신이 아니니까.(참여자 A)

(2) 치료를 위한 지지체계 형성

필요한 경우, 각 부모는 뇌전증의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인

식,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 접근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자원을 

탐색한 뒤, 자조 모임 등 지지체계를 발굴하고자 한 경험이 있

었다. 부모들은 의료진과 결정한 치료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지

역사회 자원 등과 협력하여 시도하고 있었으며, 개인마다 그 구

체적인 행위나 목적은 다양했다.

맨 처음에는 약값이 감당이 안 돼서. 계속 의료진이나 

뇌전증협회 등에 건의했던 게 암처럼 우리도 약을 조금 싸

게 해달라. … 치매는 요즘 알잖아요, 한 건물 다 요양병원

이 있잖아요. 뇌전증은 아무 데도(목소리를 높이며) 없어

요. … 오죽하면 우리 동네 구청장도 만났어요.(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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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혹시 아침에 약

을 못 챙겨 먹고 가는 날은 문자를 드리면 보는 즉시 약을 

좀 먹으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 (다른 선생님들에

게) ‘약 때문에 조금 졸 수도 있다고 살짝 귀띔을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까지 했어요.(참여자 B)

(3) 결정된 치료계획 실천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모는 의료진과 결정한 치료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이용한다. 그러나 스스로 가진 기

술, 자원이 불충분하거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치료계획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그 탁상달력 있잖아요. 칸이 이렇게(지어져 

있는). 당일 먹을 약을 아침저녁으로 계속 이렇게(부착하

는 동작을 하며) 다 붙였거든요. 한 달 치를? … 그런 식으

로 해놓으니까 약을 절대 안 까먹더라고요.(참여자 B)

약 억지로 먹여서 다 토하면 대발작하니까 바륨 약 하

나만 먹여. … 시골 갈 때도 선생님한테 우리 설날에 시골 

가야 되니까 수면제 약 달라고. 얘 데리고 가면 차에서 경

기 많이 하니까 아예 재워버려.(참여자 C)

(4) 자녀의 건강 상태 확인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모는 자녀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여 

다음 치료계획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이는 부모로서의 

자기 역할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 참여자는 

자신의 역할을 ‘자녀가 약을 잘 먹는지 챙겨주고 서포트

(support) 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치료 후 자녀의 건강 상태

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는 않았다.

저희가 기록을 해 보니까 다 대발작은 아니고 소발작까

지 해서 하루에 한 삼백 번 가까이. … 뇌량 절제하기 전까

지는 그래도 말은 잘했어요. 발작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 그런데 뇌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는 말을 잃어버렸어

요.(참여자 A)

그 약 때문인지 그 이후로 한 번도(발작이) 안 일어나더

라고요. … 학교생활을 제가 뭐 전혀 모르는데, 의사 선생

님이 … 갑자기(교과서) 다른 페이지로 편 적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예.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 그거

는 저하고는 말한 게 아니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 뭐 

신호등 앞에서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참여자 B)

3) 개념적 속성과 잠정적 정의 재확인

이론적 단계에서 확인됐던 속성들은 현장작업 단계에서도 

나타났으며, ‘치료를 위한 지지체계 형성’이 새로운 속성으로 

추가 확인되었다. 이에 최종분석 단계에서 추가 문헌 고찰을 통

해 재확인하고, 이를 조직화하였다.

3. 최종분석 단계

1)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모의 치료이행 개념 정의

현장작업 수행 결과, 이론적 단계에서 확인한 개념적 속성에 

‘치료를 위한 지지체계 형성’이 새롭게 추가 확인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이론적 단계와 현장작업 단계 결과를 재검토하고 추

가 문헌고찰을 수행하는 최종분석 단계를 수행하여 개념의 속

성을 확정하였다.

‘뇌전증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치료이행 개념’은 ‘뇌

전증 아동과 청소년의 치료를 위해 (1) 의료인과의 협력적 의사

결정, (2) 치료를 위한 지지체계 형성, (3) 결정된 치료계획 실

천, (4) 자녀의 건강 상태 확인에 그 부모가 보이는 자발적 ․ 목표

지향적 행동들’로 정의된다. 개념 속성들은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환할 수 있다. 그 예로, 뇌전증 아동과 청소년의 건

강 상태 확인 행위는 의료인과의 협력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최종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개념적 정의와 속성은 이론적 단

계와 다음의 차이를 보인다. 첫째, 현장 작업 단계에서 ‘치료를 

위한 지지체계 형성’이라는 속성이 추가되었고, 이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부모 간 협력 사례가 대표적이다. 추가 문헌 검

토 결과, 자녀의 뇌전증 관리를 위해 부모는 이웃, 친척, 학교 등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하며[27] 치료이행을 높이기 위

해서는 스스로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고 이에 접근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는 주장[9,A19]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지지체계

에는 가족 구성원과 뇌전증 아동 ․ 청소년도 포함된다. 인지 저

하가 없음에도 자녀를 ‘아기’로 인식하거나 과잉보호하는 등의 

행위는 뇌전증 아동 ․ 청소년 성장과 성숙을 저해하고, 자존감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27]. 뇌전증 아동 ․ 청소년 치료

가 반대로 가족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 효

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영향은 지속되고 심

화할 수 있다. 이에 부모는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가족과 자녀를 

인지하며, 가족 탄력성을 증진하고, 적응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자녀의 뇌전증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 현장 작업 단계에서도 의료인과의 협력적 의사결정이 

확인됐지만, 그 의사결정을 의료인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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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면담참여자의 연령, 그 자녀의 연령과 뇌전증 중증도 

등을 기반으로 대표성을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자발성

에 차이는 있으나 모든 참여자가 치료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경험이 있다는 점, 의사결정 관여와 자발성 정도 자체

가 치료이행을 결정하는 속성일 수 있다는 점, 치료 순응과 이

행을 구별하는 많은 연구가 환자와 의료인과의 수평적 ․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11,18,A21],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실패

가 민간요법 등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적용하는 치료행

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14]을 근거로 이론적 단계에서 포함

하였던 속성인 ‘협력적 의사소통’을 수정하지 않고 유지하였다.

2) 유사 개념과 인접 개념 속성과의 비교

일부 연구자는 이행과 순응 개념을 서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행만의 독특한 속성이 존재[A18,A31]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두 개념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처방과 조언에 따라 대상자가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정도를 의

미한다는 공통 속성을 지니지만[11,A18], 순응은 의료인의 지

시와 대상자실천의 일치에 관심을 두고, 이행은 환자나 대상자

가 의료인과 수평적 ․ 협력적 관계 하에 치료계획을 논의하고, 

책임감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자가 관리를 실천한다는 속성이 

강조된다[A21]. 순응은 이행보다 환자, 대상자를 수동적 개체

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11,18]에서 이 둘은 상호 구별되는 개

념이다.

이외에 이행과 유사하거나 인접한 개념은 치료과정 참여

(engagement; patient participation)이다. 치료과정 참여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환자 스스로가 필요한 자원에 접근

하고, 치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개인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

하는 과정을 포괄한다[A19]. 이행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결정된 

치료계획을 실천하고, 이에 자신의 생활양식을 맞추어 나가고, 

이에 적응해 나가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치료과정 참여와는 구

별되나 두 개념은 일부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이행의 반의어로 자주 쓰이는 용어는 불이행(non-adher-

ence), 낮은 이행(lower adherence), 불량한 이행(poor adher-

ence)이다. 문헌고찰 결과, 투약 이행 개념이 쓰일 때는 불이행

이라는 용어가 반의어로 자주 쓰이나, 비약물적 치료를 주제

로 하거나 이행을 연속 변수로 인지하는 연구에서는 낮은 이

행, 불량한 이행이 반의어로 사용되는[A24] 경향이 있었다. 일

치(concordance)는 간호대상자의 자발성이 이행보다 더 강조

되는 개념이지만, 이러한 측면이 오히려 의료인의 의사결정과 

권한, 치료과정의 효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A21].

논 의

치료이행 개념은 건강 문제와 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속

성을 보인다[28]. 특정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속성을 명

확히 정의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나 뇌전증 아동 ․ 청소년, 그 

부모의 치료이행 개념분석이나 측정도구개발 연구가 충분하

지 않아[12] 본 연구는 혼종모형[13]에 근거한 개념분석을 수

행하였다.

간호학에서의 이행 개념분석은 각 건강 문제의 특이점을 차

치해 온 경향이 있으나, 일부 연구들은 심혈관 질환 예방[A21], 

퇴역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A26], 항암치료[A36]에 초

점을 두고 개념분석을 수행해 왔다. 건강 문제를 특정하지 않은 

선행연구에서는 이행의 속성이 ‘의견충돌’, ‘적극적 참여’, ‘치

료계획 동의’, ‘치료계획 실천’ 등[18,A18,A21,A31] 추상적인 

경향을 보이나, 특정 건강 문제에 관심을 둔 연구는 ‘행위와 조

언의 일치’, ‘새로운 행위와 지식 수용’, ‘전문가와 확인한 목표 

달성’, ‘장애요인 극복’ 등[A21] 상대적으로 구체적 형태를 보

인다. 본 연구는 혼종모형을 근거로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모

의 치료이행을 관심 개념으로 특정하여 이를 ‘뇌전증 아동과 

청소년 치료를 위해 부모가 의료인과의 협력적 의사결정, 치료

를 위한 지지체계 형성, 결정된 치료계획 실천, 자녀의 건강 상

태 확인에 보이는 자발적 ․ 목표지향적 행동들’이라 정의하였다. 

이는 건강 문제를 특정하지 않은 개념분석 선행연구에서 정의

한 이행 개념과 문헌 고찰과 면담을 통해 확인된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모 치료이행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여 유도해냈다.

혼종모형에 근거한 개념분석 중 현장 작업 단계에서는 ‘치

료를 위한 지지체계 형성’이 추가적 속성으로 발견되었다. 최

종분석 단계에서 이에 대한 추가 문헌 고찰을 시행한 결과, 아

동 ․ 청소년의 뇌전증 관리를 위해 부모는 이웃, 친척, 학교 등 지

역사회 자원과 소통하고, 가족 적응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자녀 

질병에 대응하였다[27]. 뇌전증 아동 ․ 청소년에게는 치료계획

을 이해시키고, 이를 실천하도록 격려하며, 자녀의 강점과 약

점을 치료 자원으로 활용했다[9,27]. 뇌전증은 단기간에 완치

되지 않고, 발작 등의 증상을 예측하기 힘들며, 발현 시 기능 수

준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와의 물리적 분리,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치료계획 실천, 

건강 상태 확인 등에 제한을 경험하는데, 이를 지지체계 형성을 

통해 극복해낸다[A37].

‘의료인과의 협력적 의사결정’은 수동성을 지양하고, 부모

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치료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

위를 가리킨다[A21]. 의료인이 한정된 시간에 아동 ․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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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 다양한 증상,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독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8]. 또한 뇌전증에는 병용요법

[21], 비약물적 중재[24] 등 다양하고도 복잡한 치료가 장기간 

적용되고[A16,A48], 부작용이나 망각 등의 장애 요인이 관여

한다[21,A37]. 뇌전증 아동 ․ 청소년 치료에서 ‘의료인과의 협

력적 의사결정’은 부모가 자녀에게서 관찰한 발작 빈도와 형

태, 부작용,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건강 상태를 근거자료로 

제공하고, 의료인이 제시한 치료계획에 대해 예상되는 장애 요

인과 실천 가능성 등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치료를 위한 지지체계 형성’은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여 뇌

전증 치료에 작용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뇌전증 아동 ․ 청소년의 경우, 장기간의 약물요법과 발작의 예

측 불가능성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부모는 

지역사회나 행정부처 등의 지지체계를 통해 자녀와 물리적으

로 분리되어 있거나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뇌전증 관리와 치

료를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다. 지지체계에

는 뇌전증 아동과 청소년, 가족 구성원, 학교 등의 지역사회 기

관이 포함되며[27,A19], 본 연구의 현장 작업 단계에서는 경제

적 장애 요인 제거를 위한 정책 건의, 보건교사를 통한 학교에

서의 투약 등이 그 예로 관찰됐다. 

‘결정된 치료계획 실천’은 결정된 치료계획을 그대로 실천

하고, 이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행위이다. 뇌전증 아동 ․ 
청소년 치료의 경우, 문헌 고찰을 통해 사회적 오명, 치료계획 

불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 등이 치료계획 실천을 방해하는 의도

적 요인으로 확인됐고, 단순한 망각, 자녀와의 물리적 분리, 갑

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이 비의도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A37,A48]. 현장 작업 단계에서는 탁상달력을 이용한 전략을 

통해 결정된 치료계획을 실천하는 모습, 자녀의 거부로 인해 투

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수면제를 대신 투약하는 행위가 관찰되

었다. 

‘자녀의 건강 상태 확인’은 자녀의 건강 상태와 그 변화를 지

켜보며, 치료계획 수립 시 활용할 근거를 수집하는 행위이다. 

확인되어야 할 건강 상태는 발작뿐 아니라 뇌전증과 그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능장애, 발달장애를 포괄한다. 발작이 

시작되면 뇌전증 아동 ․ 청소년은 의식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사정하지 못할 수 있어 부모는 자녀의 건강 상태 

전반을 확인하여 뇌전증 치료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

어야 한다.

이행 개념은 세계보건기구가 만성질환 치료 지침 제작 시 사

용한 것을 계기로 보편화되었고[A18],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순응과 혼용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순응보다 이행이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 

투약 외의 치료행위를 포괄한다는 점, 대상자와 의료인 간 협력

에 근거한다는 점, 대상자가 치료계획 수립에 자발적으로 참여

한다는 점, 환자가 치료계획에 책임감을 지니고 실행한다는 

점, 효과평가가 포함된다는 점 등을 주장한 선행연구[11,18, 

A21,A31]와 순응의 속성을 ‘의료인과 환자 간의 권력 불평등’, 

‘환자의 피동적 ․ 수동적 태도’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연구

[A21]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두 개념을 구별하였다. 또한, 치료

이행이 건선, 천식, 여드름과 같이 연령이나 성별, 책임감 등 대

상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A16,A19, 

A24,A48] 특정 건강 문제를 전제로 이를 측정하고 간호에 활

용하고자 그 속성을 정의하였다.

혼종모형에 근거한 개념분석은 제한된 상황에서 관찰된 사

례만을 활용하기 때문에[15] 본 연구결과를 뇌전증 아동 ․ 청소

년 부모가 아닌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

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분석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개념의 측정 가능성을 높인다는 강점이 

있다[15,A21]. 앞서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측정한 치료이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는[11,18,A18] 건강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모의 치료이행을 정확히 사정할 수 

있는 도구는 지금까지 개발된 바 없다. 본 연구는 뇌전증이라는 

특정 건강 문제, 부모라는 특정 인구에서 치료이행이 갖는 특이

적 속성을 규명하였고, 이는 개념 측정, 도구개발 시 정확도와 

타당도 향상, 뇌전증 아동 ․ 청소년의 부모 요구 사정, 이들을 대

상으로 한 중재 연구 시 유용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혼종모형에 근거하여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모

의 치료이행 개념을 분석하였다. 해당 개념은 ‘뇌전증 아동 ․ 청
소년 치료를 위해 부모가 의료인과의 협력적 의사결정, 치료를 

위한 지지체계 형성, 결정된 치료계획 실천, 자녀의 건강 상태 

확인에 보이는 자발적 ․ 목표지향적 행동들’로 정의되었다. 치

료이행은 다양한 치료행위 중 투약에만 국한되어 쓰이거나 순

응과 혼돈되어 오 ․ 남용되고, 건강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속성이 탐구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혼종모형을 

적용하여 개념의 속성을 확인하였고, 이는 개념 측정의 정확도

와 타당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개념을 더 명확

히 이해하기 위해 순응, 치료과정 참여, 불이행, 일치 등 인접 개

념과 비교하였고, 포괄적 속성뿐 아니라 뇌전증 아동 ․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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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함께 확인하였다. 의료인과 연구

자는 치료이행 정의와 속성을 재검토하여 의사소통 장애를 예

방하고, 뇌전증 아동 ․ 청소년 부모 외 다른 건강 문제와 인구 집

단에서 해당 개념이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추가 연구를 수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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