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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아동에게 있어서 입원은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과의 접

촉으로 자가조절능력을 떨어뜨리며 여러 가지 치료적 절

차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스트레스 사건

이 된다.

아동의 입원은 부모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

써 심리적 불안 역할 갈등 환아를 돌보는 부담감 환아, , ,

의 질병으로 인한 잠재적인 사회 경제적 문제를 유발한다

김희순 박종숙 특히 환아는 성인과 달( , 1988; , 1988).

리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건강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으므로 환아가 입원하게 되면 그,

가족은 대부분 함께 입원하여 모든 면에서 환아의 대리인

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Freiberg, 1972).

입원 환아의 질병 치료와 간호에 대한 정보와 지지가 부,

적절하거나 부모로서 환아를 위한 역할규명의 요구가 충,

족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가중된다(Sheldon, 1997).

그러므로 이러한 입원환아 부모의 간호요구를 건강전문,

가들이 인식하여 간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등(Miles ,

입원으로 인한 환아 가족의 간호요구가 어느 정1991).

도이고 어떤 요구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간호계획을 수립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간호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간호만족이란 환자의 회복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간

호행위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로서 환아와 같이 자신이 받

은 간호제공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

는 부모 보고 에 의해 간호만족을 파악할(parent report)

수 있다 부모 보고에 대한 간호만족도 연구는 외래간호.

와 입원간호에 대한 부모의 만족정도를 규명하는 것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다(Marino & Marino, 2000).

현재까지 몇몇 연구에서 입원 환아를 돌보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간호요구와 간호만족도에 대해 각각 조사하였

으나 가족들의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를 동시에 규명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입원 환.

아가족의 간호에 대한 요구도와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영역별 간호요구도를 파악하고 간호사가 제공한 간호행

위가 환아 가족의 기대와 일치하여 만족하고 있는지 파

악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환아 간호에 대해 높은 요.

구를 나타내는 영역과 불만족을 표현한 내용을 규명하여

입원환아를 위한 간호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나아가서는 간호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는 입원환아 가족의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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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환아 간호에 대한 가족의 요구도를 파악한다1) .

환아 간호에 대한 가족의 만족도를 파악한다2) .

간호요구도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3) .

용어의 정의3.

환아가족의 간호요구도1)

입원 환아가족이 환아를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도움이

나 공급이 필요한 상태로 간호사나 병원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원동희 본 연구에서( , 1993),

는 서영미 등 이 개발한 간호요구도 조사도구를(1999)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환아가족의 간호만족도2)

제공받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Pascoe, 1983),

와 에 의하여 개발된 간호의 질 측Wandelt Ager(1974)

정 도구 를 박광옥(Quality Patient Care Scale)

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1994)

의미한다.

Ⅱ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1.

본 연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 까지 시2002 3 15 4 7 D

에 소재한 개 대학병원 소아과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2

환아를 돌보는 가족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대한 설

명을 하고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참여 대상자는 입원일이 일 이상 경과되고 본. 3 ,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한 가족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부 배부하여 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122 114 ,

불완전한 응답이 있는 설문지 부를 제외한 부로11 103

자료분석을 하였다.

연구 도구2.

간호 요구도1)

환아를 돌보는 가족의 간호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

영미 등 이 개발한 총 문항의 자가보고형 질문(1999) 61

지를 본 연구자가 입원환아 요구도 측정에 적합하다고

보는 총 문항간호사정 문항 직접간호 문항 상48 ( 11 , 13 ,

담 및 교육 문항 시설 및 환경 문항으로 수정한11 , 13 )

환아가족 간호요구도 도구로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점. 4

평정척도로 매우 필요하다 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 , ‘ ’ 1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서영미 등 의 연구와 본 연(1999)

구에서 각각 였다Cronbach's = .95 .α

간호 만족도2)

환자의 간호 만족도 측정을 위해 와Wandelt Ager

에 의하여 개발된 간호의 질 측정 도구(1974) (Quality

를 박광옥 이 한국의 실정Patient Care Scale) (1994)

에 맞도록 수정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개 문항 중에서 아동에게 적합치 않는 문항 개를39 2

제외한 문항으로서 정신 사회적 간호 문항 신체적37 6 ,

간호 문항 일반적 간호 문항 의사소통 간호 문항10 , 7 , 6 ,

전문적 간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방법은 점8 , 5

척도로 하여 매우 그렇다 점 전혀 그렇치 않다 점‘ ’ 5 , ‘ ’ 1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

정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박광옥 의 연구에서(1994)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Cronbach's = .95 ,α

였다Cronbach's = .96 .α

자료 분석 방법3.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SAS

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알아보았으며 간호영역별 요구도와 만족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비교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 .

요구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평균 표준편차 와, , t-test

로 분석하였으며 간호요구도와 만족도 간의 관ANOVA ,

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Pearson .

Ⅲ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본 연구 결과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는 표 과 같다< 1> .

먼저 환아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면 환아와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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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로 대부분이었다93.2% .

연령별 분포를 보면 세 이하가 세가29 19.4%, 30-39

세 이상이 로 나타났다56.3%, 40 24.3% .

교육정도는 고졸 대졸 로 나타났다47.6%, 39.8% .

보호자의 입원경험은 가 있었으며 가46.6% , 53.4%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시간은 시간 이상이. 20

였다65.0% .

월 소득은 만원 미만 만원100-200 45.6%, 200-300

미만 으로 나타났다24.3% .

환아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아가 여아60.2%,

가 였다39.8% .

연령분포는 세가 세가 로 나1-3 33.0%, 7-12 30.1%

타났다.

입원기간은 주 미만이 로 가장 많았다1 73.8% .

입원경험은 가 있었으며 없는 것으로54.4% 45.6%

나타났으며 이 중 회 입원 경험이 으로 가장, 1-2 32.1%

많았다.

환아가족의 간호요구도2.

입원환아 가족의 간호요구도는 표 와 같다< 2> .

가족의 간호요구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났으며3.32 ,

영역별로는 직접간호 영역이 가장 높았고 간호사정 영,

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환아가족의 간호요구도< 2>

간호영역 mean SD

간호사정영역

직접간호영역

상담 및 교육영역

시설 및 환경영역

3.14 .41

3.41 .42

3.35 .40

3.38 .46

전체 3.32 .37

문항별로 환아가족의 간호요구도 상위 문항과 하위5

문항은 각각 표 표 와 같다5 < 3>< 4> .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위생적인 병실환경을 제공‘

해 주는 것 안전한 병실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 ’

점이며 가장 낮은 문항은 원할 때 종교적 지지자가3.75 ‘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점이었고’ 2.41

표 환아가족의 간호요구도 상위 문항< 3> 5

문항 mean SD

위생적인 병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안전한 병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아이의 질병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

검사를 하는 이유와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것

약물을 투여하는 이유와 효과를 설명해 주는 것

3.75 .48

3.75 .52

3.73 .55

3.72 .55

3.70 .52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103

일반적 특성 구분 실수 %

환아 가족 환아와의 관계 어머니

기타

연령 세 이하29

세30-39

세 이상40

교육정도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졸 이상

직업유무 유

무

입원경험 유

무

간병시간 시간 미만12

시간 미만12-20

시간 이상20

월소득 만원 미만100

만원 미만100-200

만원 미만200-300

만원 이상300

96 93.2

7 6.8

20 19.4

58 56.3

25 24.3

13 12.7

49 47.6

41 39.8

16 15.5

87 84.5

48 46.6

55 53.4

10 9.7

26 25.2

67 65.0

17 6.5

47 45.6

25 24.3

14 13.6

환아 연령 세 미만1

세1-3

세4-6

세7-12

세 이상13

성별 남

여

입원기간 주 미만1

주 미만1-2

주 미만2-4

달 이상1

형제수 명1

환아 포함( ) 명2

명 이상3

출생순위 첫 째

중간

막내

입원경험 유 회1-2

회3-4

회 이상5

무

진단명 호흡기계

소화기계

심맥관계

신경계

신요로계

혈액계

소아 암

기타

12 11.7

34 33.0

15 14.6

31 30.1

11 10.7

62 60.2

41 39.8

76 73.8

9 8.7

3 2.9

15 14.6

27 26.2

58 56.3

18 17.5

56 54.4

6 5.8

41 39.8

33 32.1

16 15.5

7 6.8

47 45.6

11 10.7

12 11.7

6 5.8

12 11.7

11 10.7

7 6.8

26 25.2

18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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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이 아이의 입원으로 인해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

표 환아가족의 간호요구도 하위 문항< 4> 5

문항 mean SD

원할 때 종교적 지지자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이의 입원으로 인해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파악하는 것

아이의 청결과 관련된 간호를 해주는 것

보호자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공부방을 제공해 주는 것

2.41 .86

2.58 .72

2.68 .74

2.81 .74

2.83 .9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도3.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입원환아 가족의 간호요구도를 분

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환아가족의 간호만족도4.

입원환아 가족의 간호만족도는 표 과 같다< 6> .

가족의 간호만족도는 평균 점으로 나타났으며3.46 ,

영역별로는 정신 사회적 간호가 가장 높았고 신체적 간

호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항별로 환아가족의 간호만족도 상위 문항과 하위5

문항은 각각 표 표 과 같다5 < 7>< 8> .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간호사는 아이에게 친절하‘

게 대해준다로 점이며 그 다음이 홑이불 환자복’ 4.11 , ‘ ,

을 필요시 갈아주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준다였다 가’ .

장 낮은 문항은 개인위생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로‘ ’ 2.48

점이며 그 다음이 병실을 환기시키고 온도와 습도를 조, ‘

절해 준다였다’ .

표 환아가족의 간호만족도 상위 문항< 7> 5

문항 mean SD

간호사는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

홑이불 환자복을 필요시 갈아주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준다

치료나 간호를 받을 때 아이가 신체적으로

불편해서 느리게 해도 기다려 준다

치료나 간호를 할 때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준다

아이의 상태에 대하여 나와 가족이 궁금한

것을 물으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준다

치료나 간호를 할 때 아프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룬다

4.11 .92

4.05 1.02

3.95 .93

3.90 .91

3.89 .87

3.89 .93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요구도< 5>

일 반 적 특 성 구분 mean SD t or F p

환아와의 관계

연령

교육정도

경제상태

입원경험

간병시간

어머니

기타

세 이하29

세30-39

세 이상40

중등졸 이하

고등졸

대졸 이상

만원 이하100

만원 미만100-200

만원 미만200-300

만원 이상300

유

무

시간 미만12

시간 미만12-20

시간 이상20

3.32 .37

3.38 .32

3.27 .34

3.34 .42

3.34 .25

3.30 .37

3.34 .33

3.31 .43

3.26 .32

3.28 .47

3.45 .23

3.30 .16

3.31 .42

3.33 .32

3.34 .32

3.29 .32

3.33 .40

0.45

0.25

0.08

0.91

-0.22

0.17

.656

.782

.923

.364

.824

.845

표 환아가족의 간호만족도< 6>

간호영역 mean SD

정신 사회적 간호

신체적 간호

일반적 간호

전문적 간호

의사소통 간호

3.70 .74

3.32 .70

3.42 .76

3.38 .82

3.60 .72

전체 3.4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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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환아가족의 간호만족도 하위 문항< 8> 5

문항 mean SD

개인위생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병실을 환기시키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준다

아이가 식사를 잘 하는지 관심을 가진다

소음을 줄여 조용한 환경을 유지해 준다

아이의 신체적 불편이나 고통을 빨리 해결해

준다

2.48 1.14

2.66 1.05

2.69 1.09

2.82 1.03

2.82 .90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만족도5.

입원환아 가족의 간호만족도를 일반적 특성별로 본 결

과 교육정도 경제상태 입원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

였다 표 즉 교육정도에 대한 간호만족도는 가족의< 9>. ,

학력이 대졸 이상인 군이 점으로 가장 낮았고 중등3.21 ,

졸 이하 군이 점으로 가장 높았다 경제상태에 따라3.88 .

서는 월소득이 만원 이상인 군이 점으로 가장300 2.94

낮았고 만원 미만인 군이 점으로 가장 높았다, 100 3.73 .

가족이 입원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간호요구도와 만족도6.

환아가족의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는 r=-.13(p=

의 역상관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20)

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표 간호만족도와 간호요구도< 10>

간호만족도

r (p value)

간호요구도 -.129( .195)

.Ⅳ 논 의

입원환아를 돌보는 가족의 간호요구도는 평균 점3.32

으로 입원환아 가족의 요구정도는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

하다의 중간에 해당하는 점수로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원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점 척도로 측. 5

정한 서영미 등 의 점과 입원환아 어머니를(1999) 3.96

대상으로 한 김옥 의 점과 유사하게 나타났(2001) 3.37

다 입원환아 가족의 간호요구도를 일반적 특성별로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

결과는 대상자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간호

에 대한 요구가 점 정도에서 거의 같게 나타난 결과3.0

로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김옥 의 연구에서는 환. (2001)

아의 진단명에 따라서 그리고 어머니의 연령별로 세, 40

이상인 군에서 가족요구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김은경 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연령과 종교유무에(1990)

따라 유의한 차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유수경 의. (1999)

연구에서는 가족의 간병시간이 시간 이상인 군의 요구8

도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게 보고되어 본 연

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만족도< 9>

일반적 특 성 구분 mean SD t or F p

환아와의 관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상태

입원경험

간병시간

어머니

기타

세 이하29

세30-39

세 이상40

중등졸

고등졸

대졸 이상

기혼

기타

만원 이하100

만원 미만100-200

만원 미만200-300

만원 이상300

유

무

시간 미만12

시간 미만12-20

시간 이상20

3.45 .68

3.59 .61

3.38 .64

3.41 .70

3.61 .64

3.88 .58

3.56 .68

3.21 .60

3.46 .68

3.28 .25

3.73 .63

3.55 .67

3.40 .64

2.94 .53

3.62 .72

3.32 .60

3.89 .49

3.47 .68

3.39 .68

0.53

0.91

6.60

-0.52

4.47

2.30

2.52

.598

.407

.002

.603

.006

.023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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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직접간호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사정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백승, .

남과 성미혜 서영미 등 과 김옥 의(1997), (1999) (2001)

연구결과에서도 직접간호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접간호 영역의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입원환아를 돌보는 가족이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업무

중에서 직접간호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환아간호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기 때문에 직접간호에 관

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위생적인 병실 환경의

제공과 안전한 병실 환경의 제공으로 이는 아동을 입원

시킨 가족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병실환경을

원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점 이상의 높. 3.70

은 요구를 보인 문항은 아이의 질병에 대한 설명 검사,

를 하는 이유와 결과 설명 약물을 투여하는 이유와 효,

과 설명으로 모두 정보적 요구이었는데 이 요구는 서영

미 등 와 김옥 의 연구결과에서도 높게 나(1999) (2001)

타나 공통적인 요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환아가족은 아이의 질병과정을 매우 알고 싶어하며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검사와 투약에 대해 민감

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

항은 종교적 지지자의 방문으로 이는 입원 일째와 일2 7

째 모두에서 종교상담 주선이 가장 낮게 나타났던 서영‘ ’

미 등 의 연구와 종교적 지지요구 영역이 가장 낮(1999)

게 나타난 유수경 의 연구와 의 연구(1999) Ward(2001)

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직접간호영역의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질적 간호서비스

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상자의 요구

를 충족시키고 보다 나은 질적 간호 제공을 위해 간호사

는 직접간호 영역에 초점을 두어 간호를 계획하고 수행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입원환아 가족의 간호만족도는 평균 3.46

점으로 약간 그렇다와 보통이다의 중간으로 중정도의 만

족도를 보였다 이는 윤혜봉 등 의 평균 점보. (1995) 2.46

다 높게 나타났으며 신희건 등 의 연구에서 평균, (1996)

점과 와 의 연구에서 평균3.54 Marino Marino(2000)

점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3.68 .

성에 따른 입원환아 가족의 간호만족도에서 교육정도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한 원정완

의 연구와 같았다 본 연구에서 소득이 적을수록(1989) .

만족도가 높았고 가족이 입원경험이 있을 때 간호만족도

가 높게 나타나 윤영선 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1987)

한 연구에서 입원경험이 있는 환자가 없는 환자보다 간

호의 질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

한다 그러나 이영선 의 연구에서는 입원경험에. (1996)

따른 간호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신 사회적 간호가 점으3.70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의사소통 간호 일반적 간, ,

호 전문적 간호 신체적 간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 .

입원환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신희건 등 의 연(1996)

구에서 전문적 간호 일반적 간호 의사소통 간호 정신, , ,

사회적 간호 신체적 간호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

소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신체적 간호영역에서 만족도.

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입원환아가 입원기

간이 주 미만인 급성기 간호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환1

아가족은 환아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신체적 간호

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

킬만큼 충분한 간호수행이 이뤄지지 않음을 반영한 결과

라 하겠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대다수의 환아가족이 간호사의 친,

절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깨끗한 환경.

유지 치료나 간호시 기다려 준다 치료나 간호시 주의, ,

깊게 들어준다 아이의 상태에 대해 알아듣기 쉽게 설명,

해 준다 치료나 간호를 할 때 조심스럽게 다룬다 순이,

었다 이는 가족의 관심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간호.

사가 충분한 대답을 하였다고 한 와Marino Marino

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본 연(2000) .

구에서는 개인위생 병실 환기 및 온도와 습도 조절 아, ,

이의 식사에 대한 관심 조용한 환경 유지 신체적 불편, ,

이나 고통의 빠른 해결 등의 항목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아의 개인위생과 식사 보조가.

대체로 환아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

며 병실환경에 대해서는 요구도는 높고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병원당국이 환경개선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간호만족도도 대상자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수

준으로 나왔으나 다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간호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므로 간호현장,

에 임하는 간호사는 신체적 간호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

시킬 수 있도록 간호수행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간호만족도는 제공받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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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행위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말하며 간호요구는 처해,

진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발생하여 간호행위 전후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즉 간호요구도와 만족도는 각각. ,

독립적이어서 동시에 조사하였을 때에는 그 관계가 나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간.

호요구도에 대한 간호수행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관계

를 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간호요구도는 환아가족이 환아의 상태와

질병경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본 직접 간호영

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간호만족도는 환아가족이 간호사.

의 간호활동 중에서 환아의 신체적 불편이나 고통을 해

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신체적

간호영역에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적 간호에 대,

한 환아가족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생

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직접 간호와 신. ,

체적 간호에 초점을 두고 간호를 계획하고 수행한다면

보다 나은 질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Ⅴ 결론 및 제언.

결론1.

본 연구는 입원환아를 돌보는 가족이 환아가 제공받은

간호행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어떤 간호요구를 가

지는지 파악하여 간호계획 수립에 적용함으로써 환아와

가족의 간호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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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대학병원 소아과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환아를 돌보2

는 가족 명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동안 제공받은 간103

호에 대한 만족도와 입원기간 동안 요구된 간호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환아와의 관계는 어머니가1)

로 대부분이었고 간병시간은 시간 이상이93.2% , 20

로 가장 많았다 환아의 입원기간은 주미만65.0% . 1

이 로 가장 많았고 이전의 입원경험이 있는73.8% ,

경우가 로 나타났다54.4% .

영역별 요구도는 평균 점 영역별로는 직접간호2) 3.32 ,

영역이 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시설 및3.41 ,

환경 상담 및 교육 간호사정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 ,

다.

영역별 만족도는 평균 점 영역별로는 정신 사회3) 3.46 ,

적 간호가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의3.70 ,

사소통 간호 일반적 간호 전문적 간호 신체적 간호, , ,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만족도는 교육정도 경제상4) ,

태 입원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간호만족도와 요구도 간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5)

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로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요인이 직접간호 영역이므로 간호사는 여기에 초점을 둔

간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간호만족도가 낮게 나

타난 신체적 간호영역에 대한 간호중재를 적절히 재조정

한다면 대상자의 만족도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제언2.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만족도와 간호요구도를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하1)

부 영역을 갖고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므로서

간호요구도와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환아와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2)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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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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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Nursing satisfaction

Nursing Need and Satisfaction of

Families with their Hospitalized

Children*

Seo, Ji-Young**

This study was done to evaluate the need and

satisfaction for nursing care of the families with

their hospitalized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from March 15, 2002 to April 7.

Subjects were the 103 families caring for their

hospitalized children at pediatric ward in two

university hospitals in Daegu.

The nursing need instrument was developed

by Seo(1999) and modified by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nursing

care area(nursing assessment, direct nursing,

education and counseling, and facilities and

environment).

The nursing satisfaction instrument was

developed by Wandelt & Ager(1974) and modified

by Park(1994) based on classification of nursing

care area (psychosocial care, physical care, general

care, professional care, and communicative

care).

The data were analyzed for mean, percent,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AS progra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uncil of the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in Nursing in June 2002.

**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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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scores in the nursing need showed in the

Direct nursing(3.41±.42), Facilities and

Environment(3.38±.46), Education and Counseling

(3.35±.40), and Nursing Assessment(3.14

±.41) area in order.

2. The scores in the nursing satisfaction showed

in the Psychosocial care(3.70±.74), Commu-

nicative care(3.60±.72), General care(3.42

±.76), Professional care(3.38±.82), and

Physical care(3.32±.70) area in order.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families which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ir

educational(F=5.63, p=.001) and economical

level(F=4.47, p=.006), and hospitalized

experience(t=2.30, p=0.02).

4.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nursing

need and the nursing satisf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