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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아동의 가족중심돌봄 개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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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rpose: This paper is a report on the concept analysis of family-centered care for hospitalized children. Methods: The concept analysis
approach of Walker and Avant was used. A search of multidisciplinary literature published between 1960 and 2016 was undertaken using the
keyword ‘family centered care’ or ‘family centered nursing’ combined with hospitalized children. Attribute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were inductively derived from the citations analyzed (n = 19). Results: The attributes of family-centered care included (1) family respect, (2) collaboration, (3) family support, and (4) information sharing. These attributes are influenced by the ‘willingness of family to participate’, ‘competency and willingness of staff,’ and ‘institution policy and system.’ Additionally, family-centered care does significantly impact ‘the health of the
children’, ‘family empowerment’ and ‘work satisfaction and self-confidence of staff’. Conclusion: Family-centered care of hospitalized children
as defined by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application in pediatric nurs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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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아동의 입원은 두려움, 분리, 불안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다. Salmela,

가지고 있고, 아동의 입원 생활과 돌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입원 적응과 질병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2]. 한편, 입원 아동의 부모
는 아이에 대한 상태와 질병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등 여러가지 요구를 가지고 있다[3].

Salantera, & Aronen[1]는 4-6세 아동 90명에게 병원과 관련된 경험을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관점과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입

조사한 연구에서 아동의 91%가 두려움을 경험하고 그러한 두려움은

원 아동 부모의 이러한 요구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가족의 요구

통증, 주사, 낯선 환경, 입원, 가족과의 분리 등이라고 하였다. 가족은

충족 및 만족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그 결과 아동의 삶에 가

입원한 아동들이 이러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족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아동의 건강관리 모든 면에

되고, 일생 동안 변함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아동이 입원을 하

있어 가족의 참여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가족중

는 경우 보호자로서 부모는 아동에 관한 정보를 의료진보다 더 많이

심돌봄’의 철학이 확산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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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미국의 소아과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나
모자보건관련 기관(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 MCHB) 및 미
국아동간호협회(Association for the Care of Children’s Health)는 가족
중심돌봄을 최상의 아동 건강관리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5].
가족중심돌봄에 관한 연구는 위에서 언급했던 긍정적 영향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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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과 부모의 가족중심돌봄에 대한 인식[6], 가족중심돌봄의 임상

확인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4편의 논문과 수기로 검색한 3

적용에 관한 연구[5], 아동 건강에 있어 가족중심돌봄이 나아갈 방향

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총7편의 논문을 선택하였다. 국내 논문 7편은

에 관한 연구[7] 등이 진행되고 있다.

모두 2009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이었다. 따라서, 국외 연구 12편과 국

하지만, 보호자가 상주하는 것이 일반화된 우리나라 아동 병동에서

내연구 7편, 총 19편의 논문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는 가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중
심돌봄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즉, 국내에서의 연구는 아동간호사

연구 결과

의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 관련 연구[8]와 입원 환아 간호에 대한 부
모의 참여 개념분석[9], 입원 아동 돌봄을 위한 가족중심 순회의 통합
적 고찰[10]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동간호의 주요 철학으로서
여겨지는 가족중심돌봄에 대한 개념적 속성과 정의에 대한 연구는 거

개념 선정
본 개념분석의 대상이 되는 개념은 ‘입원 아동의 가족중심돌봄’으
로 선정하였다.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11]의 개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입
원 아동의 가족중심돌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서, 입원
아동에게 가족중심돌봄 제공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개념 분석의 목적
본 개념분석의 목적은 ‘입원 아동의 가족중심돌봄’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고 명확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데 있다.

개념의 사용범위 확인
‘가족중심돌봄’의 사전적 의미

본 연구는 입원 아동에 대한 가족중심돌봄 개념의 의미와 속성을

먼저 ‘가족(family)’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혼

규명하고 그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Walker와 Avant[11]가 제시한 개

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념 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즉, 개념을 선정하고, 개념 분석의 목

그 구성원’이다[12]. 하지만, 가족의 의미는 시간과 문화에 따라 아주

적을 결정하며, 개념의 사용범위 확인, 개념의 결정적 속성 확인, 개념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아동과 생물학적, 정서적, 법적인 관련이 있는

의 모델사례를 확인, 개념의 경계사례, 반대사례, 관련사례 확인, 개념

사람들’, 혹은 ‘스스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정의되기도 한

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하는 순으로 개념을 분석하였다.

다[13]. 이러한 넓은 의미의 정의는 부모뿐 아니라 아동을 지지하는 다
른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13].

자료 수집 및 분석

중심(centered)이란 사물의 한가운데, 혹은 사물이나 행동에서 매우

문헌 검색은 국외문헌의 경우 Pubmed, CINAHL, SCOPUS를 통해
‘family centered care’, 혹은 ‘family centered nursing’과 ‘hospitalized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12], 영어로 ‘centered’는 ‘(어떤 것을)
관심·활동의 주된 대상으로 한’의 뜻을 나타낸다[14].

child*’ 혹은 ‘neonat*’, 그리고 ‘concept’을 주요 단어로 하여 검색하였

‘돌봄(care)’이란 ‘관심을 가지고 보살핌’을 의미하고[12], 영어로

고, 가족중심돌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는 1960년부터 2016년까지의

‘care’란 ‘돌봄, 보살핌, 염려, 관심, 관심을 가지다, 배려하다’ 등의 뜻을

기간 동안 발표된 연구 논문 중 ‘가족중심 돌봄’의 개념이 포함된 연구

포함한다[14]. 즉, 돌봄이란 보살핌의 뜻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지며, 이

이면서 영어로 작성된 문헌을 선택하였다. 주요단어를 조합하여 검색

러한 보살핌에는 건강관리의 계획, 중재, 평가가 포함된다[13]. 또한, 간

한 결과 31편의 논문이 선택되었고, 제목과 초록 및 원본을 확인하여

호학에서의 돌봄은 간호행위의 특성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으로, 간호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12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는

라는 것은 총체적인 인간 돌봄의 과정이다[15]. 그러한 인간 돌봄은 몸,

개념분석 연구 5편, 개념이 포함될 수 있는 체계적 고찰 연구 2편, 종설

마음, 영혼의 조화상태를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증진시

5편었으며, 이러한 논문 중 2000년 이후 발표된 논문이 9편이었다. 국

켜주는 간호의 도덕적 이상으로, 인간의 내적인 통합이 깨어진 인간의

내의 문헌은 한국교육 학술 정보원(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

불건강과 고통이라는 현존재의 상황 속에서 인간 내부의 자아통합과

formation Service, KERIS)이 제공하는 학술 연구정보 서비스(RISS)와

조화의 감각을 회복시키면서 자기인식, 자기 통제, 자기 치유에 대한 감

국가전자 도서관(National Digital Library)을 통해 ‘가족중심돌봄’ 혹

각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15].

은 ‘가족중심간호’와 ‘입원 아동’을 주요어로 검색하였으나 확인하고자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단어의 뜻에 따라 ‘가족중심돌봄’의 의미는

하는 개념을 포함하는 논문이 검색되지 않아 ‘가족 중심’과 ‘아동’을

아동을 지지하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살핌’이라고 정의할 수

주요어로 26편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 및 원본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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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서의 ‘가족중심돌봄’의 의미

가족중심돌봄의 전제, 속성,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또한 가족중심돌

타학문에서의 개념 사용

봄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부모 참여, 파트너십, 가족중

여러 문헌에서 가족중심돌봄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들

심순회’ 등이 있었다.

이 관찰된다. 먼저, 가족 중심 진료는 가정 의학 분야에서 대두되는 개

‘부모 참여’란, 입원 아동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의

념으로 전 가족에게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가족체계이

부모가 아동 간호에 참여할 역할에 대하여 아동간호사와 협상을 하고

론을 바탕으로 한 가정의학의 핵심 철학이다[16]. 이는 질병 중심의 진

돌봄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간호사와 아동부모가 함께 개별화된

료에서 환자 중심의 진료로 발전하고 한발 더 나아가 가족 중심의 진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9]. 이러한 ‘부모 참여’는 가족중심돌봄의 중

료로 발전하는 것이 올바른 진료의 방향으로 보는 관점에 의한 것이

요한 원칙 중 하나로 포함되고 있다[13].

다. 즉, 환자의 생물 의학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 사회적 측면을 효과적

‘파트너십’은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모가 환아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

으로 평가하고 접근하기 위해 가족 중심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하기 위해 함께 간호를 제공하는 협력적 관계이다[19]. MCHB[20]에

[16]. 따라서, 가족 중심 진료는 포괄적으로 대상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서는 가족중심돌봄이 가족과 의료진 간의 상호존중하는 파트너십을

의료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통해 아동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가족 중심 실천은 사회복지학에서 언급되는 용어이다. 가족 중심 실

또한 그러한 파트너십의 원칙으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의료진과 함

천은 개입의 단위를 가족으로 간주하면서, 가족과 전문가 간의 협력과

께 한다는 것, 관계에 기반한 기술과 경험을 존중하는 것, 신뢰를 바탕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가족에 대한 강점관점(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으로 하는 것,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의사결정에 참여, 협력하고자 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관점)에 기반한 참여와 선택, 의사결정의 권한을

는 의지가 제시되고 있다[20]. 또한, Hutchfield[21]는 개념 분석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다[17].

가족중심돌봄의 계층(hierarchy)을 부모 포함, 부모 참여, 부모와의 파

가족 중심 중재는 특수 교육 분야에서 언급되는 용어로, 가족의 요

트너십, 그리고 가족중심돌봄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와 강점을 고려하여 가족 전체가 중재 전략을 계획, 실천, 평가하는

가족 중심 순회(Family-Centered Rounds)란 다학제적인 의료팀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아동의 발달과 가족의 역량에 긍정적인 영

환자를 순회할 때 환자와 가족이 구성원이 되어 치료과정을 평가하고

향을 미치는 것이다[18].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7], 그 속성으로는

타 학문에서의 가족 중심 관련 용어들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대상자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하여

가족과 의료진의 인지,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과 의료진의 협력, 임
상실습생교육이 포함된다[10].

포괄적으로 대상자를 이해하고자 접근하는 방식이거나(가족 중심 진

이러한 가족중심돌봄과 관련된 용어들은 가족중심돌봄의 요소 또

료), 가족의 주체적인 힘을 인정하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가족

는 기본적 전제로 언급되는 용어들이 있었고(가족 참여[13], 파트너십

중심 실천, 가족 중심 중재)을 의미한다.

[20]), 가족 중심 순회는 가족중심돌봄의 일환으로[10] 교육적이고 다
학제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로 알려져 있다.

간호 및 아동 건강관련 분야에서의 개념 사용

간호 및 아동건강관련 분야에서는 가족중심돌봄의 개념 및 그의
속성과 관련된 용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속성에는 공통된 특성이 관찰되는
데, 그것은 가족을 아동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그들의 가치나 다양성
을 인정하는 가족 존중[4,13,20-26], 가족과 의료진의 파트너십을 통한

먼저 가족중심돌봄의 대표적인 기관인 The Institute for Patient-and

협력[4,13,25,26], 그리고, 돌봄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

Family-Centered Care (IPFCC)에서는 가족중심돌봄은 ‘의료진, 환자,

적인 측면의 가족 지지[4,21-24,26] 그리고 아동에 대한 정보나 의료적

가족 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통해 건강관리의 계획, 중재,

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4,13,21,24-26]이다.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3]. 또한 원칙으로는 정보
의 공유, 존엄과 존중, 참여, 협력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개념의 결정적 속성

다른 기관인 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 (MCHB)에서는 가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입원 아동의 가족중심돌봄에 대한 속성은 가

족중심 돌봄을 아동의 요구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부모를 인식하고 부

족 존중(Family Respect), 협력(Collaboration), 가족 지지(Family Sup-

모와 의료진사이의 파트너십을 증진하며 그들의 아동을 위한 의사결

port), 정보의 공유(Information Sharing)이다.

정에서 가족의 역할을 지지하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철학이자 방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20].
입원 아동의 가족중심돌봄 개념과 관련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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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족 존중은 가족의 개성이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
치, 경험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다[24,26]. 또한 환자와 가족의 의견과
선택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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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tchfield[21]

Nethercott[22]

Article
-

Sampling
-

Antecedents

Concept analysis by a combination of Qualitative survey undertaken during - A relationship exists between family
Rodgers’ evolution model and Schwartz- 1994/1995
and professional that is not judgementBarcott and Kim’ hybrid model
al and based on honest and open communication.
- The family is respected for the knowledge they have of their child, and as a
constant in their child's life.
- The diversity of family life is respected
and families are not made to conform
to socially constructed norms of institutions.
- Information is given and received in a
way that facilitates informed decision
making for families and professionals.
- Parents are involved in decisions that
are made about their child's care.

Concept analysis by using the method
of Walker and Avant

Methods

Table 1. Concept of Family Centered Care in Literature
Attribute
- The family must be viewed in its context.
- The roles of individual family members
must be evaluated.
- Parents should be enabled to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 The prime care-giver should be involved in care planning and evaluating.
- Families should be involved in the
technical aspects of care.
-U
 sual child care practices promoted in
hospital, unless detrimental to the child.
- Support given to families should continue after discharge.
-A
 relationship exists between family
and professional that is not judgemental and based on honest and open communication.
- The family is respected for the knowledge they have of their child, and as a
constant in their child's life.
- T he diversity of family life is respected
and families are not made to conform to
socially constructed norms of institutions.
- Information is given and received in a
way that facilitates informed decision
making for families and professionals.
- Parents are involved in decisions that
are made about their child's care.
- Communication,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family and professional.
-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by the
parents in the physical aspects of the
care of the child are voluntary and negotiated.
- The professional acts in such a way as
to promote normal family functioning
and autonomy.
- The nurse is concerned with the wellbeing of the whole family, and acknowledges that the ill child may not
be the only concern of the family.
- Parents and families are provided with
physical, emotional and teaching support in their caring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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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rrative synthesis

Foster, Whitehead A metasynthesis
and Maybee[6]

Gallo, Hill, Hoagwood, and
Olin[24]

30 qualitative research studies between
1998 and 2011

68 studies with PFCC interventions and
experimental design between 1998
and 2013

Ramezani, Hadian Concept analysis by Rodgers’s develop- 59 English and Persian articles in nursing
Shirazi, Sabet
mental
and medical fields from 1980 to 2012.
Sarvestani, and
Moattari[25]

Concept analysis by Risjord’s distinction Asystematic literature search including
between theoretical and colloquial 25 articles from 1951 to 2009
analyses

Mikkelsen and
Frederiksen[4]

-

Sampling

Concept analysis by Walker and Avant’s
method

Methods

Malusky[23]

Article

Table 1. Continued

-

Antecedents

- Family’s care taking
- Equal family participation
- Collaboration
- Maintaining family’s respect and dignity
- Knowledge transformation
- Education from the provider to the patient and/or family
- Information sharing from the family to
the provider
- Social-emotional support
- Adapting care to match family background
- Shared decision-making
- 9 syntheses from 17 themes
- Prehospital
- Entry into the hospita (changing priorities, every day life pressure)
- Journeying through unknown waters
(suffering, parental coping strategies,
time to engage, child experience)
- Information (knowledge, parental decision making, communication)
- Relationships (child and family relationships with health care providers, family
interrelationships, health care providers interrelationships)
- The hospital environment
- The possibility of death
- Religion and spirituality
- The journey home

- Shared responsibility
- Parent autonomy and control
- Negotiation
- Family support

- R espectful coalition between the health
care team and the family
- The health care provider’s encouragement for open communication
- Support the family’s caregiving role
- Accepting individuality and diversity
- Recognizing the family as experts in
the care of their child

Attribute

- T he individual cultures of critical care
units helped create and reinforce the
context of parental needs where satisfaction with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relationships were interconnecting factors that helped maintain the
positive or negative experiences for the
parent, hospitalized child, and/or health
care providers.

-

- The promotion of bonding between
the infant and the parents (family empowerment)
- P ositively affects the caregiving team
(defuses incidences of conflict or anger
between caregivers and the family)
- Nurses can enhance their job satisfaction through improved quality of care
and feelings of professional pride.
- Positive
- Strengthened family
- Empowerment
- Dignity
- Work satisfaction
- Negative
- Stress:
- (Parents-feeling of burden, Nurses-loss
of identity)
- Benefits related to neonate, family, an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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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Health Nurs Res, Vol.23, No.1, January 2017: 28-36

www.e-chnr.org

https://doi.org/10.4094/chnr.2017.23.1.28

둘째, 가족과 의료진의 협력은 동등한 위치의 파트너십을 기본으로
하는 돌봄과 정책, 프로그램 개발, 적용, 평가, 그리고 기관의 디자인,
전문가 교육부분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협력을 말하는데[13], 이는
개방된 의사소통을 통해 가능해진다[25,26].

개념의 부가 사례 구성(경계사례, 반대사례, 관련사례)
경계사례

개념의 중요한 속성 중 일부는 포함하고 있거나 혹은 비슷하지만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이다[11].

셋째, 가족 지지는 가족이 선택한 수준에서 입원 아동의 돌봄에 관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2달간 치료받았던 B는 일반

한 의사결정이나[13], 아동의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참여를

아동병동으로 전동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선천성 심장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27]. 또한 가족이 아동을 지키고, 보호

기형으로 심하게 울 때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곤 하였다.

하고자 하는 요구에 대한 지지와 입원으로 인한 아동과 가족의 불안

미숙아 신생아실보다 간호사 한 명당 돌봐야 하는 아동의 수가 많은

및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를 잘 하도록 가족을 지지하는 것이다[4,21].

병동에서는 매번 심폐소생술을 의료진이 수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

넷째, 정보의 공유는 충분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여 B의 엄마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기로 하였고, B 엄마는 두려웠지

환자와 가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21,24,27],

만,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한두 번 심폐소생

이것을 통해 환자와 가족은 효과적으로 돌봄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술을 시행해야 할 때는 담당 의료진이 와서 도와주고 함께 했지만, 그

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는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전혀 와서 봐주지도 않았다.

위에서 확인한 속성들을 토대로 입원 아동의 가족중심돌봄의 개념
을 정의하면, 가족중심돌봄은 입원한 아동의 전문가로서 가족을 존

의료진의 그런 모습을 보니 B의 엄마는 두려움과 함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서러움이 몰려와 눈물이 났다.

중하고, 활용 가능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여, 아동의 돌봄에 가족의

위의 사례는 B의 엄마에게 B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

참여나 가족의 힘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을

술을 교육하고 지지하였지만,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서러움이 느껴질

위해 가족과 함께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이다.

정도로 가족 지지가 부족하고, B의 엄마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가족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료진의 의도에 따라 가족이 돌봄에 참

개념의 모델 사례 구성

여하게 된 사례로 가족중심돌봄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족중심돌봄에 관한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떤 다른 개념
의 속성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례로서 정확하게 그 개념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실제 생활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모델사례이다[11].
5살 된 A는 만성폐질환이 있으면서 최근 흡인성 폐렴이 반복되어 기

반대사례

반대사례는 개념의 중요한 속성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사례로 그 개
념이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예이다[11].

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3회 이상 기관절개 튜브가 빠지게 되

어릴 적 심각한 저산소증으로 의식이 없이 누워서 지내야 하는 C는

어 의료진은 A의 가족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중 의료진은

7살 남아로 주로 집에서 호흡기를 유지하며 지내오다 갑작스런 열로

기관절개 튜브를 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부에 고정하는 방법과 잡

입원을 하게 되었다.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처방으로 ceftriaxone

고 있는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런 정보를 들은 A의 아

이라는 항생제를 처방받아 간호사는 ceftriaxone이라는 항생제를 주입

빠는 자신이 며칠간 잡고 있어 보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료진은

하였다. 하지만, 만 하루가 지났는데도 열은 변화가 없었고, 결국 C의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 A의 아빠는 실제 바로 곁에서 기관절개 튜브를

엄마는 조심스레 주치의에게 사실 C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관찰 및 고정하고 있었고, 틈틈이 의료진이 격려와 함께 실제로 고정

ceftriaxone이라는 약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종류인 cefo-

하는 일을 교대해주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이틀 만에

taxime이라는 약을 처방해주면 안되겠냐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전공

잘 고정되어, 기관절개 튜브가 고정 끈으로도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었

의 1년차인 주치의는 당신이 의사냐며 화를 내었고, C의 엄마는 속상

고, A의 아빠는 안심됨과 동시에 의료진이 도와준 것에 대해 더욱 친

함에 울먹이며 간호사에게 하소연을 하였다.

근하고 믿음이 가게 되었다.

위의 사례는 C의 엄마가 아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인

위의 사례는 가족중심돌봄의 속성 중 기관절개 튜브의 고정 방법에

정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아 가족이 존중 받지 못한 사례이고, 또한 아

대한 정보를 주고, 아동의 돌봄에 대한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기관

동의 건강을 위해 협력하거나, 다른 정보를 주는 등의 돌봄이 전혀 이

절개 튜브를 아빠가 잡고 있는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함께 틈틈

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열이 떨어지지 않아 걱정하는 C 엄마의 마음을

이 의료진이 교대해주는 등 아동의 건강을 위해 가족을 지지하고 협

지지하지 못했으며, 아동의 건강을 위해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력하는 가족중심돌봄의 네 가지 속성이 잘 드러나는 예를 보여주고

를 보여준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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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iagram of the concept analysis of family-centered care for hospitalized children.

관련사례

관련사례는 분석하는 개념과 관련은 있으나 중요한 속성은 포함되
지 않는, 유사하나 자세히 검토하면 다른 의미를 가진 사례이다[11].
5개월 된 D는 최근 자꾸 힘이 없어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했
다가 희귀 대사 질환으로 진단받았다. 그래서 매일 특수 분유를 먹여
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의료진은 어려운 의학용어로 설명

더욱 잘 적응하여 신체적 회복이 빨라지는 등의 아동의 건강 향상, 가
족이 아동의 입원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을 얻게
되고, 의료진의 돌봄에 대해 만족을 느끼며, 의료진은 만족과 자신감
을 갖게 된다[4,7,25,28].
지금까지 입원 아동의 가족중심돌봄에 대한 개념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전제와 속성, 결과와의 관계는 다음 Figure 1과 같다.

하여 D의 엄마는 아동의 질환이나 그 관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진단에 대해 불안해하는 엄마에게 D와 같은 진단을 가
진 아이들이 많다며 위로하는 듯 말하고, 특수분유 구입에 대해 간호
사에게 설명해주라고 하였지만, 엄마는 의사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
지 않아 속상해하고 있다.

논

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관점과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입
원 아동 가족의 요구 충족 및 만족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그

위의 사례에서는 가족에게 정보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

결과 ‘가족중심돌봄’은 질적 건강관리의 핵심 요소로서 중요시되고 있

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여, 가족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실제적인 정보

고[24], 가족중심돌봄의 긍정적인 결과를 토대로 아동 건강관리의 기

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족을 위로하고 아동의 건강을 위해

준이 되고 있다[5]. 하지만, 국내의 간호 연구 분야에서 가족중심돌봄의

엄마와 노력하는 듯 보이지만, 엄마는 그러한 노력을 전혀 느낄 수 없

개념 및 적용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입원 아동의

는 상황으로 가족을 지지하거나 아동의 건강을 위해 협력하지도 못하

가족중심돌봄 개념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여, 입원 아동에게 가족중심

는 사례이다.

돌봄 적용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여러 비슷한 의미로 다루

개념의 전제와 결과
입원 아동의 가족중심돌봄의 전제는 아동의 건강을 위해 돌봄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족의 의지와 가족중심돌봄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가족중심돌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기관의 정책과 제도이다[4,21].
입원 아동의 가족중심돌봄의 결과로는 아동은 입원 생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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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는 가족중심돌봄에 대한 의미를 검토하고 정의함으로써 가
족중심돌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고, 4가지 속성(가족 존중, 협력,
가족 지지, 정보의 공유)을 도출하였다.
먼저 가족 존중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아동의 삶에 대한 정보를 인
정하고[21], 그들의 믿음, 가치, 그 가족만의 돌봄 형식을 존중하는 태
도[29]를 의미한다. 협력은 의료진과 가족간의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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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을 통한 협력[23]을 의미하는 데 이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가

결

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가족 지지는 가족의 돌봄 역할을 지지[23], 가

론

족 요구에 맞는 지지[4], 사회 정서적 지지[24] 등을 의미한다. 정보의

본 연구는 입원 아동에게 가족중심돌봄 적용을 위한 이론적 근거

공유는 가족이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직하고, 편견 없는

를 마련하기 위하여 Walker와 Avant[11]가 제시한 개념 분석 절차에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26]. 가족중심돌봄의 적용을 위해서는

따라, 입원 아동의 가족중심돌봄 개념에 대한 의미와 속성을 확인하

이러한 각 속성에 따른 정책과 간호중재전략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였다. 개념분석을 통해 확인된 입원 아동에 대한 가족중심돌봄의 정

즉, 아동의 건강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가족과 의료진의 역할

의는 ‘입원한 아동의 전문가로서 가족을 존중하고, 활용 가능한 충분

범위에 대한 인식, 가족 존중을 위한 방법, 협력의 범위결정, 가족 지지

한 정보를 공유하여, 아동의 돌봄에 가족의 참여나 가족의 힘을 증진

를 위한 물리적, 비물리적인 환경의 개선, 정보 공유의 방법 등에 대한

시킬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을 위해 가족과 함께 파트너

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로서 협력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중심돌봄 관련 연구 및 아동임

본 연구에서는 입원 아동의 가족, 의료진, 기관측면에서의 전제와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가족중심돌봄의 전제로 가족의 의지,

상실무에서의 적용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료진의 능력과 의지, 기관의 정책과 제도를 제시하였다. Kuo 등[7]은
가족중심돌봄의 적용을 위한 전략으로 (1) 가족중심돌봄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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