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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는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만 6세에서 12세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의 아동은 영유아기에 비해 신체적 성장 속도는 완만하나 정서적, 

인지적 발달은 빠르게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1]. 이 시기의 아동은 신

체 손상, 불구, 죽음 등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실제적인 통증보다는 불

확실한 회복, 영구적인 손상, 죽음 등에 관심이 많다[2]. 또한 학령기 아

동은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학교와 또래집단과의 경험을 통해 타인을 배

려하고, 사고가 확장된다[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아동이 입원을 하

게 되면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는 낯선 환

경에 처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4]과 신체적, 정서적 

균형을 유지시켜 주었던 일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학교 결석, 친구와의 

분리와, 투약, 주사 및 검사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통과 영구결함에 대

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5], 이러한 부정적 경험에 대한 영향은 몇 

주 혹은 몇 개월에서 청소년기까지 지속되기도 한다[3]. 반면 아동이 

자신이 처한 질병과 입원상황을 받아들이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과 

대인관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인지적, 행동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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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6], 입원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면서 자신감을 높이고 정신적 성

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7] 때문에 간호사는 이러한 위기상

황이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입원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

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입원생활 적응은 병원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며 

긍정적으로 대인관계에 참여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6]

으로, Roy와 Andrews[8]에 의하면 인간은 조절기전을 통해 자극을 조

절함으로써 적응하는 존재로서 아동 또한 병원입원이라는 새로운 상

황에 대처하여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원상황이라는 

자극에 대해 적절한 조절기전을 유도함으로써 적응을 유도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아동과 가족이 질병과 입원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는 전 

치료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9], 또한 아동이 입원생활에 적절하

게 적응하게 되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가간호 능력을 획득할 수 있

게 된다[7]. 그러나 입원생활에 적절하게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입

원기간이 길어지고 아동의 성장발달이 방해를 받게 된다[10]. 따라서, 

간호사는 아동이 입원생활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

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입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입원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에 입원상황에 대한 인지

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원상황에 대한 인지는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의학적 처치와 간호학적 돌봄을 받기 위해 일

정기간 동안 병원에 머무는 상황에서 겪는 일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

여 아는 것으로서, 입원아동이 자신의 질병이나 입원상황에 대해 인지

가 없는 상태에서 입원생활을 경험하게 되면 입원기간 동안 염려와 불

안으로 스트레스를 더욱 심하게 경험하게 된다[11,12]. 입원아동은 의

료절차와 병원생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치료가 몸을 상

하게 할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치유에 얼마나 도움을 주며 어

떤 손상이 따르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3]. 학령기 아동은 정보를 수집

하고 환경에 내재해 있는 잠재적 요인을 인식하여 다른 정보와의 관

계를 고려하고, 정보 분석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13] 때

문에 입원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입원아동에게 질병 및 질병의 관리와 입원환

경 및 입원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원상황에 대한 인지

를 촉진시킬 수 있고, 아동은 이러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질

병에 대한 불안이 감소되고, 이러한 정보에 포함되는 많은 개별 사실

들은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게 됨으로써 입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다[6].

병원 관련 공포는 아동이 입원하여 질병 치료과정에 대해서 지각하

는 위협감을 의미하는 것[14]으로, 아동이 입원을 하게 되면 비입원아

동에 비해 공포감이 더 높아진다[15]. 왜냐하면 아동은 잘 모르는 것, 

익숙하지 않은 환경, 통제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두려워하고

[13], 잠재적으로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 공포감을 

갖게 되므로 병원에서 접하는 의료진과 그들의 유니폼, 의료기구와 장

비, 다른 아동의 우는 모습, 검사실과 처치실 등의 병원환경은 아동에

게 낯설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이다[1]. 아동의 

공포경험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일상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16], 의료

팀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입원기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정서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17], 입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므로[18] 간호사는 공포를 감

소시킬 수 있도록 병원 관련 공포를 일으키는 상황과 공포의 대상 및 

그 정도를 확인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병원생활의 

적응을 돕고 건강회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14].

지금까지 학령기 입원아동의 입원생활 적응, 입원상황 인지, 병원 관

련 공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를 보면, 질병적응과 자아

존중감[19], 입원생활 적응[12], 입원생활 적응증진 프로그램의 개발[6], 

병원 관련 공포에 관한 탐색[14], 병원 관련 공포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20] 등으로 학령기 입원아동을 대상으로 입원생활 적응, 병원 관련 공

포를 파악한 연구는 오랜 전에 수행된 소수에 불과하고, 입원상황 인

지에 관한 연구와 입원상황 인지 및 병원 관련 공포가 입원생활 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입원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 입원상황 인지 

및 병원 관련 공포의 정도를 파악하고 입원상황 인지 및 병원 관련 공

포가 입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

구를 통해 학령기 입원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입원아동의 입원상황 인지 및 병원 관련 

공포가 입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입원아동의 입원생활 적응, 입원상황 인지 및 병원 관

련 공포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령기 입원아동의 입원상황 인지 및 병원 관련 공포가 입원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용어 정의

학령기 입원아동

입원기간이 3일에서 7일까지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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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생활 적응

학령기 아동이 자신의 질병과 병원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대인관계

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6], 본 연

구에서는 Oh[6]의 입원생활 적응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입원상황 인지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의학적 처치와 간호학적 돌봄을 받기 위해 

일정기간 병원에 머무는 상황에서 겪는 일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여 

아는 것[21]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입원 아동이 질병의 진

단과 치료, 입원 중 관리방법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가 개

발한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병원 관련 공포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질병 치료과정에 대해서 지각하는 위협

감[14]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입원해 있는 동안 경험하는 

아픔, 낯섦, 모름, 헤어짐 영역의 공포를 Moon[14]의 병원 관련 공포 척

도를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원에 입원한 학령기 아동(초등학교 3~6학년)의 입원상

황 인지 및 병원 관련 공포가 입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도 C시에 소재하는 S종합병원의 학령기 입원아

동과, J도 S시의 F아동병원에 입원하여 3일에서 7일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

여할 것에 동의한 학령기 아동(초등학교 3~6 학년)이다.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효과크기 .20, 독립변수 

12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98명이 산출되었다. 대상자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120명을 설문조사하였으나 응답이 미흡한 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112명이었다.

연구 도구

입원생활 적응

입원생활 적응은 Oh[6]의 학령기 입원아동의 입원생활 적응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정보 영역 8문항, 대처전략 영역 9문

항, 자아존증감 영역 9문항으로 총 26문항이다. 각 영역에서 정보 영역

은 입원에 대한 걱정과 불안, 입원으로 인한 학교생활 변화와 관련된 

정보, 질병과 관련된 지식, 주사 및 각종 처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대처전략은 활동의 제한에 대한 대처와 대처전략과 놀이가 포함된다. 

자아존중감 영역은 아동이 자신을 능력 있고 의의 있으며 가치가 있다

고 믿는지를 측정한다.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며, 부정문항은 역산하고 측정된 점

수가 높을수록 입원생활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 Chronbach’s α는 Oh[6]의 연구에서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1

로 나타났다.

입원상황 인지

입원상황 인지는 Koo[21]의 호흡기감염성 질환아 가족의 교육요구 

도구 중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영역’과 ‘입원 중 관리 영역’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도구개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입원반응에 대한 문헌[1-3,7,10,11,13]과 입원아동 보호

자의 간호요구 혹은 교육요구에 관한 선행 연구[21,22]의 고찰을 통해 

관련 문항을 수집하고, 이를 Koo[23]의 도구 내용과 통합하여 아동이 

입원하여 자신의 질병의 진단과 치료, 입원 중의 관리방법에 대해 얼마

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예비도구를 작성하였다. 이 예

비도구를 간호학 교수 1인, 아동간호학 전공 박사과정 학생 3인, 소아

청소년과 병동 수간호사 1인, 소아청소년과 병동 근무 15년 이상 간호

사 2인을 대상으로 각 문항이 입원상황 인지에 타당한지, 어의가 적절

한지, 영역분류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타당함을 검증받

았고, 학령기 아동(3~6학년)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측

정 상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입원상황 인지 도구

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영역 13문항, 입원 중 관리 영역 9문항, 총 22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형 4점 척도로 ‘전혀 모른다’에 1점부터, ‘정확

히 알고 있다’에 4점까지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는 .90이었다.

병원 관련 공포

병원 관련 공포는 Moon[14]의 학령기 입원아동의 병원 관련 공포도

구를 바탕으로, 일반병동에 입원한 아동이 경험하기 어려운 내용은 

제외하고, 일부 문항은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

였다. Moon[14]의 병원 관련 공포는 아픔 영역 12개 문항, 낯섦 영역 7개 

문항, 모름 영역 20개 문항, 헤어짐 영역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중 제외 및 수정 ·보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입원상황에서 아

동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16개 문항(의료인의 야단, 바퀴벌레, 수술하

는 것 등)은 삭제하였고, 2개의 문항은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

로 수정하였으며, 학령기 아동에게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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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헤어짐 영역에 1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 도구를 간호학 교수 1인, 

아동간호학 전공 박사과정 학생 3인, 소아청소년과 병동 수간호사 1인, 

소아청소년과 병동 근무 15년 이상 간호사 2인을 대상으로 각 문항이 

병원 관련 공포의 정도를 측정하기에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

증을 거쳤고, 학령기 아동(3~6학년)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하여 측정 상 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병

원 관련 공포 도구는 아픔 영역 9개 문항, 낯섦 영역 4개 문항, 모름 영

역 10개 문항, 헤어짐 영역 6개 문항,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

는 Likert형 3점 척도로 ‘아주 무섭다’에 3점, ‘조금 무섭다’에 2점, ‘무섭

지 않다’에 1점을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병원 관련 공포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Moon[14]의 연구에서는 .92였

고, 본 연구에서는 .89였으며, 하부영역별로는 아픔 영역 .80, 낯섦 영역 

.71, 모름 영역 .70, 헤어짐 영역 .77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해당 병원의 병원장과 간호부서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

과 설문지 내용 및 자료 수집 절차를 설명한 후 자료 수집에 대한 허락

을 받고 실시하였다. 일 병원에서는 연구자가 병동 수간호사에게 연구

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한 다음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

정하여 부모와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 및 응답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 후 바로 

회수하였다. 다른 일 병원에서는 해당 병동 근무 간호사가 연구보조자

로 훈련을 받고 연구자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시행하였다.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S병원의 생명윤리심의위

원회(SCMC-042-00)의 승인을 받았고, F병원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가 미설치되어 연구자 소속기관인 G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GIRB-A15-Y-0052)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한 아동과 부

모에게 연구의 응답결과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익명성, 비밀보장이 

유지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

에 서명한 자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작성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중단하거나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

었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

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입원생활 적응, 입원상황 인지 및 병원 관련 공포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입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Multiple regres-

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66명

(58.9%)으로 여자 46명(41.1%)보다 많았고, 학년은 4학년이 37명(33.0%)

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명은 호흡기계 질환이 76명(67.9%)으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입원병실은 다인실이 83명(74.1%)으로 1인실 29

명(25.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 입원일 수는 3일째가 74명

(66.1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4일째 23명(20.5%), 5일째 이상 

15명(13.4%) 순이었다. 아동이 지각한 경제상태는 ‘중’이 79명(70.5%)으

로 가장 많았고, 입원횟수는 2~4회가 56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중 입원 경험은 ‘있다’가 94명(83.9%)으로 ‘없다’ 18명(16.1%)보다 많

았다. 입원 중 질병이나 입원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자는 부모님이 71명

(6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간호사 22명(19.6%)이었으며, 보호

자는 어머니가 93명(83.0%)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의 최종 학력은 대

졸 이상이 67명(59.8%)으로 고졸 이하 45명(40.2%)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대상자의 입원생활 적응, 입원상황 인지와 병원 관련 공포의 정도

대상자의 입원생활 적응, 입원상황 인지와 병원 관련 공포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입원생활 적응 정도는 5점 중 3.43 ± 0.40점으로 나타났

다. 하부영역별로 보면 자아존중감 영역이 4.17± 0.6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정보 영역 3.37 ± 0.64점, 대처전략 영역 

2.75 ± 0.64점 순이었다.

입원상황 인지는 4점 중 2.98 ± 0.46점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로

는 입원 중 관리 영역이 3.23 ± 0.47점으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영역 2.81

± 0.5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관련 공포 정도는 3점 중 1.37± 0.28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영역

별로는 헤어짐 영역이 1.49 ± 0.4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아픔 

영역 1.45 ± 0.43점, 모름 영역 1.36 ± 0.33점, 낯섦 영역 1.16 ± 0.23점 순으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원생활 적응, 입원상황 인지와 

병원 관련 공포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원생활 적응, 입원상황 인지 및 병

원 관련 공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입원생활 적응과 병원 관련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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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of Adjustment to Hospital Life, Hospitalization Recognition and Hospital-Related Fear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N=1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djustment to  
hospital life

Hospitalization 
recognition

Hospital-related  
fear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66 (58.9)
46 (41.1)

3.39±0.47
3.49±0.40

-1.24 
(.217)

3.02±0.49
2.93±0.41

1.03 
(.305)

1.37±0.30
1.37±0.24

0.05 
(.959)

Grade Third
Fourth
Fifth
Sixth

18 (16.1)
37 (33.0)
32 (28.6)
25 (22.3)

3.48±0.47
3.34±0.33
3.49±0.46
3.47±0.34

1.09 
(.356)

3.05±0.43
2.88±0.43
3.08±0.44
2.93±0.49

1.21 
(.309)

1.33±0.22
1.39±0.27
1.38±0.34
1.34±0.25

0.29 
(.829)

Length of  
hospital stay (day)

3
4
5~7

74 (66.1)
23 (20.5)
15 (13.4)

3.49±0.37
3.35±0.36
3.28±0.53

2.30 
(.105)

2.98±0.45
3.07±0.45
2.87±0.51

0.87 
(.423)

1.38±0.29
1.32±0.29
1.39±0.23

0.42 
(.657)

Diagnosis Respiratory disease
Digestive disease
Neurological disease
Other

76 (67.9)
18 (16.1)
   5 (4.5)
13 (11.5)

3.45±0.38
3.35±0.46
3.70±0.49
3.31±0.38

1.50 
(.218)

2.95±0.42
2.89±0.50
2.93±0.71
3.24±0.48

1.75 
(.162)

1.34±0.23
1.46±0.32
1.25±0.22
1.43±0.44

1.32 
(.272)

Ward type of child 
hospitalization

Single bed
≥Room 2 beds

29 (25.9)
83 (74.1)

3.49±0.36
3.41±0.41

0.96 
(.341)

3.08±0.47
2.95±0.45

1.36 
(.177)

1.35±0.23
1.37±0.29

-0.31 
(.761)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26 (23.2)
79 (70.5)
   7 (6.3)

3.52±0.36
3.41±0.39
3.38±0.63

0.81 
(.447)

3.21±0.47
2.92±0.43
2.90±0.43

4.52 
(.031)

1.25±0.26
1.38±0.29
1.31±0.21

0.32 
(.726)

Number of  
hospitalization (time)

1
2~4
＞5

22 (19.6)
56 (50.0)
34 (30.4)

3.47±0.37
3.44±0.38
3.34±0.44

1.37 
(.260)

2.92±0.47
3.00±0.41
2.99±0.35

0.30 
(.745)

1.46±0.36
1.33±0.23
1.37±0.28

1.56 
(.215)

Previous hospitalization by 
family members

Yes
No

94 (83.9)
18 (16.1)

3.41±0.41
3.55±0.35

-1.34 
(.184)

2.99±0.48
2.93±0.35

0.53 
(.598)

1.38±0.28
1.28±0.26

1.42 
(.158)

Source of information Parents
Nurse
Internet
Other

71 (63.4)
22 (19.6)
   6 (5.4)
13 (11.6)

3.45±0.39
3.41±0.24
3.52±0.23
3.35±0.46

0.34 
(.800)

3.01±0.48
2.99±0.38
2.97±0.37
2.85±0.49

0.47 
(.706)

1.37±0.30
1.36±0.24
1.38±0.20
1.36±0.24

0.03 
(.993)

Caregiver Mother
Father
Other

93 (83.0)
12 (9.8)
   8 (7.2)

3.44±0.39
3.43±0.44
3.32±0.50

0.36 
(.699)

3.00±0.45
2.87±0.53
2.93±0.49

0.47 
(.629)

1.36±0.23
1.51±0.29
1.28±0.21

1.91 
(.153)

Table 2.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for Adjustment to Hospital Life, Hospitalization Recognition, and Hospital-related Fear (N=112)

Variables Categories Range Minimum Maximum M±SD

Adjustment to 
hospital life 

Information
Coping strategy
Self-esteem
Total

1~5
1~5
1~5
1~5

2.25
1.11
2.33
2.31

5.00
4.67
5.00
4.38

3.37±0.64
2.75±0.64
4.17±0.67
3.43±0.40

Hospitalization 
recog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ease
Management during hospitalization
Total

1~4
1~4
1~4

1.10
1.75
1.86

4.00
4.00
4.00

2.81±0.52
3.23±0.47
2.98±0.46

Hospital-related fear Pain
Unfamiliarity
Unknown
Separation
Total

1~3
1~3
1~3
1~3
1~3

1.00
1.00
1.00
1.00
1.00

2.90
1.86
2.67
3.00
2.34

1.45±0.43
1.16±0.23
1.36±0.33
1.49±0.44
1.3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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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없었다(Table 1). 입원상황 인지에 차이를 보

이는 특성은 경제상태로, ‘상’이 ‘하’ 보다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사후 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 = 4.52, 

p= .031).

대상자의 입원생활 적응, 입원상황 인지와 병원 관련 공포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입원생활 적응, 입원상황 인지 및 병원 관련 공포간의 상

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입원생활 적응은 입원상황 인지

(r = .30, p = .001)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병원 관련 공포(r = -.31, 

p= .001)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입원상황 인지가 높을수록, 병원 

관련 공포가 낮을수록 입원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입원상황 인지와 병원 관련 공포(r= -.13, p= .141)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입원생활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입원생활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입원상황 인지(r= .30, p= .001)와 부적 상관이 

있는 병원 관련 공포(r= -.31, p= .001)를 투입하였다.

분석 전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

Watson을 구한 결과 2.14로 2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들 간 자기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화 잔차를 구한 결과 모두±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

선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는 .98로 .10 이상의 값이었으며, VIF는 1.02

로 10 미만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Adjustment to Hospital Life, Hospitalization Recognition, and Hospital-Related Fear   (N=112)

Variables Categories

 Adjustment to hospital life Hospitalization recognition  Hospital-related fear 

1 2 3 Total 4 5 Total 6 7 8 9 Total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Adjustment to 
hospital life

1. Information 1

2. Coping strategy -.11
(.248)

1

3. Self-esteem .14
(.120)

.14
(.122)

1

Total .55
(＜.001)

.57
(＜.001)

.73
(＜.001)

1

Hospitalization 
recognition

4.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ease

-.07
(.406)

-.08
(.404)

.38
(＜.001)

.23
(.015)

1

5. Management  
during  
hospitalization

.08
(.355)

.05
(.585)

.49
(＜.001)

.35
(＜.001)

.64
(＜.001)

1

Total -.01
(.868)

.07
(.428)

.46
(＜.001)

.30
(.001)

.94
(＜.001)

.86
(＜.001)

1

Hospital-related 
fear

6. Pain -.14
(.134)

-.25
(＜.001)

-.15
(.107)

-.29
(.001)

-.03
(.701)

-.12
(.202)

-.07
(.425)

1

7. Unfamiliarity -.30
(.001)

-.01
(.921)

-.35
(＜.001)

-.34
(＜.001)

-.13
(.152)

-.22
(.017)

-.08
(.048)

.47
(＜.001)

1

8. Unknown -.25
(.007)

-.09
(.298)

-.14
(.135)

-.26
(.005)

-.12
(.199)

-.17
(.073)

-.05
(.104)

.59
(＜.001)

.45
(＜.001)

1

9. Separation -.22
(.016)

-.15
(.098)

-.02
(.768)

-.04
(.649)

-.02
(.814)

-.08
(.361)

-.05
(.586)

.23
(.012)

.28
(.003)

.47
(＜.001)

1

Total -.28
(.003)

-.11
(.231)

-.19
(.037)

-.31
(.001)

-.08
(.360)

-.19
(.044)

-.13
(.141)

.85
(＜.001)

.66
(＜.001)

.81
(＜.001)

.63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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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입원생활 적응은 병원 관련 공포(β= -.28, p= .002)와 입원

상황 인지(β= .27, p= .003)에 영향을 받았다. 즉, 병원 관련 공포가 낮을

수록, 입원상황 인지가 높을수록 입원생활 적응을 잘 한다고 할 수 있

다.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총 설명력은 17%였다(F =11.16, p< .001, 

R2 = .17).

논 의

본 연구는 학령기 입원아동을 대상으로 입원생활 적응, 입원상황 인

지 및 병원 관련 공포의 정도를 파악하고 입원상황 인지와 병원 관련 

공포가 입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학령기 입원아

동의 입원생활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입원생활 적응정도는 5점 중 3.43 ± 0.40점으로 

대체로 그렇다 수준으로서, Oh[12]가 학령기 입원아동 186명을 대상으

로 입원생활 적응을 본 연구와 같은 척도로 측정한 결과인 3.27점과 유

사하였다. 입원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되는 경험이며, 일상의 균형

을 깨뜨려 변화와 적응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특히 아동은 미숙하기 

때문에 입원 시 적절하게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입원기간이 길어지

고 발달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10,24]과, 반면 아동이 입원생활

에 적절하게 적응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가간호 능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입원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

게 되기[7]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입원생활 적응의 의의를 고려하면 

충분한 적응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이 

입원을 하는 경우 입원상황에 대한 적응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간호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입원생활 적응 정도를 영역별로 보면 대처전략 영역이 2.75 ± 0.64점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Oh[12]의 연구에서 대

처전략이 2.1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대처전략 

영역의 측정문항은 아프거나 슬플 때 그림 그리기, 글쓰기, 기도하기, 

노래 부르기, 음악듣기와 같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의 점수가 낮다는 것은 입원아동들이 

불편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아동이 입원 중에 경

험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활동

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또래 아동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하거나,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아동이 

좋아하는 활동(게임, 색칠공부, 책, 음악듣기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입원상황 인지정도는 4점 중 2.98 ± 0.46점으로 

조금 안다 수준으로 나타났다. 입원아동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알고 있을 때 불편하고 두려운 처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기[13] 때문에 이러한 입원상황 인지 수준은 입원상황

에서의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아동이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안내와 함

께 아동이 가진 질병자체와 기본적인 의료적 처치의 목적과 이 과정에

서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느낌은 물론 아동이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자가관리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질병별 안내 매뉴얼과 각 대상자에게 적합한 입원생활에 필요한 

안내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할 경우 정보를 누락하지 않고 효율

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간호 실무에서 진

단과 의료적 처치 등에 관한 설명과 입원생활에 대한 안내는 보통 보

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본 연구 대상자 중에도 간호사에 

의한 입원생활안내의 비율이 약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동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간호사는 아동이 입원하면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질병과 입원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입원상황 인지의 영역별 분포를 보면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영역(2.81

± 0.52점)이 입원 중 관리 영역(3.23 ± 0.47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입원 중 아동이 이행해야 하는 관리에 대한 내용보

다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되는 내용이 보다 생소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영역 중에서도 합병증과 문제점, 

혈관주사관리법은 입원상황 인지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질병의 합병증과 문제점 및 혈관주사와 같은 

내용은 간호사의 설명이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으로 설명이 미흡한 경

우 알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혈관주사관리 중 학령기 아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to Hospital Life   (N=112)

Variables B SE β t p R2 Cum. R2

(Constant) 3.28 .31  10.67 ＜.001

Hospital-related fear -0.40 .13 -.28  -3.16  .002 .10 .10

Hospitalization recognition  0.23 .08 .27  3.03  .003 .07 .17

R2=.17, Adj. R2=.16, F=11.1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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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주사액 용기의 높이를 유지하거나 주사액이 새거나 막히는 경우

를 관찰하는 것 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로서 입원아동의 35.5%가 

정맥주사를 재삽입하고, 26%가 부종, 막힘, 발적, 빠짐 등의 이유로 정

맥주사를 제거하는 상황[25]에서 혈관주사관리방법을 정확하게 인지

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하는 경우 재삽입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병원 관련 공포의 정도는 3점 중 1.37± 0.28점으

로 조금 무섭다 수준으로 나타났다. Moon[14]이 학령기 입원아동 92명

을 대상으로 병원 관련 공포를 본 연구와 같은 척도로 측정한 결과인 

1.68점 보다 낮았고, Lim[20]이 입원아동 174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1.61

점보다도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입원 후 3일 이상

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입원 관련 공포의 대상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 

공포대상에 보다 익숙할 가능성이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아동

인데 비해, Moon[14]의 연구는 대상 아동이 고학년에 비해 병원 관련 

공포가 큰[16,25] 1, 2학년을 포함한 전 학년이며, Lim[20]의 연구 또한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학령기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Moon[14]의 연구는 25년 전에 수행된 것으로, 현 시대

의 아동은 그 당시보다 병원 관련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병원 관련 공

포의 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병원 관련 공

포의 하부영역을 보면 헤어짐 영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Lim[20]의 연구에서도 공포요인 중 가족과의 분리(2.04 ±

0.64)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령기 아동의 병원 관련 공포

에서 헤어짐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헤어짐 영역 중 공

포의 정도가 가장 큰 대상은 가족과의 헤어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로 또래와 단절되

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2], 학령기에는 친구의 상실이나 또래로부

터의 신망의 상실이 공포의 주요 요인[26]이 되나, 입원과 같은 위기상

황에서는 가족과의 헤어짐이 더 큰 공포로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최근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낮에는 병동에 혼자 있으면서 

보호자 없이 주사를 맞거나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원 시 

보호자가 가능한 한 같이 있도록 설명하고, 특히 검사나 주사는 보호

자가 함께 있을 때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2]. 하부영역 중 두 번째

로 점수가 높은 것은 아픔영역으로 나타났다. 영역 중 피검사, 주사 맞

는 것, 주사바늘 등과 같이 주사와 관련된 공포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oon[14]의 연구에서도 주사요인이 가장 높

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로, 입원아동의 93%가 입원 후 30분 이내

에 정맥주사나 채혈과 같은 침습적인 처치를 받으면서 공포가 심해지

게 되는데[27]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공포는 아동의 치료를 더디게 

하며 의료진과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16] 사전에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 입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은 병원 관

련 공포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병원이라는 특수상

황에서 발생한 공포는 아동이 갖는 건강문제와 함께 그들을 괴롭히는 

부가적인 요소로서 건강회복과 병원생활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14]임

을 알 수 있다. 공포는 Webster[28]에 의하면 동통과 고통의 예상으로 

특징되는 불쾌한 정서반응으로 공포가 있는 경우 자율신경계 활동이 

상승되고, 동요나 당황함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병원 관련 공포는 아

동으로 하여금 의료팀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17], 병원생활에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입원생활 적응에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는 것[18]이 아닌가 생각된다. 입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두 번째 요인은 입원상황 인지로 나타났다. 입원상황에 대한 인지

가 입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동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

어질지 잘 알고 있을 때 불편하고 두려운 처치 동안 자신을 잘 통제하

고 공포를 관리할 수 있기[13]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입원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서는 병원 관련 공포를 감소시키고 입원상황 인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은 헤어짐에 대한 공

포가 크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이 입원

아동과 물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

도록 배려하여 헤어짐의 기회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아동이 

가진 질병의 진단명, 증상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검사방법이나 목적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의 인지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 결과 병원 관련 공포와 입원상

황 인지가 입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이 입원생활에 잘 적응하여 

질병과 입원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기여한

다고 할 때 입원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6], 학령기 아동들이 입원이라는 상황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들의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입원생활 적응, 입원상황 인

지, 병원 관련 공포에 관한 선행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들의 정도

를 파악하였다는 점과, 특히 입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 관련 공포와 입원상황 인지가 입원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입원 3일에서 7일까지 단기 입원 중인 학령기 아

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입원 직후나 장기 입원아동을 대상으로 

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초등학

교 3학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학령기 초기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 입원

상황 인지 및 병원 관련 공포의 정도를 측정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학령



https://doi.org/10.4094/chnr.2017.23.3.375

www.e-chnr.org 강미정, 권인수, 정  은 383

기 입원아동의 입원상황 인지를 증진시키고 병원 관련 공포를 감소시

킴으로써 입원생활에 대한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학령기 입원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을 파악하는 연구와 입원 초기에 있는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을 대상으로 입원생활 적응, 입원상황 인지, 병원 관련 공포를 파악하

는 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학령기 입원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 입원상황 인지 및 병

원 관련 공포의 정도를 파악하고 입원상황 인지와 병원 관련 공포가 

입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학령기 입원아동의 입원생활 적응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령기 입원아동의 입원생활 적응, 입원상황 인지의 정도

는 보통 수준이었고 병원 관련 공포는 조금 무섭다 수준으로 나타났

다. 입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질병과 입원에 대처하는 능력이 

높고 긍정적인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학령기 입원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병원 관련 공포와 입원상황 인지가 입원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입원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병원 관련 공포를 낮추고, 입원상

황 인지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병원 관련 공포와 입원상황 인지가 입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 입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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