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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아동병동에서의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그 양상을 분석하

고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상위의사소통을 규명하는 관찰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S시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의 소아

과 병동에서 실시하 다. 연구대상자는 소아과 병동의 간호사 6명과 5-6세의 담당

환아 8명과 그 어머니들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자가 비참여관찰하면서 간

호사-환아 상호작용 상황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녹화하 다. 관찰자료는 상

호작용 참가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전사하 고 전사된 자료를 Bales의 상

호작용 과정분석법의 12가지 상호작용범주를 이용하여 분류(coding)하 고, 분류된 

자료를 기반으로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하 다.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양상은 상호작용의 횟수, 시간, 목적, 사례별 상호작용 과정분석,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과정 그래프로 제시하 고, 간호사와 환아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내용분

석법을 이용하여 추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환아 8사례가 2일에 걸쳐 8시간 관찰동안 직접적인 상호작용 에피소드

는 총 75회 고 각 사례별 상호작용의 평균시간은 39.75분이었다. 1회의 상호작용 

에피소드의 평균시간은 4.24분이고 상호작용의 목적이 된 직접적인 간호활동은 정

맥주사 시작과 채혈, 입원간호, 병실순회(상태, 수액, 주사부위 확인), 간호처치, 경

구투약, 활력징후 측정, 정맥주사를 통한 투약, 일반적 대화로 이루어졌다. 

간호사-환아-보호자 상호작용의 주된 주도자는 간호사 고 간호사와 환아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범주별로는 주목/동의를 보임, 친근

하게 보임, 정보를 구함, 정보제공, 의견제시, 긴장을 보임, 긴장해소를 보임, 주목/

동의하지 않음, 의견을 구함, 비우호적으로 보임, 제안을 구함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환아의 상호작용은 감정적인 상호작용 행위가 빈번하 다. 간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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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은 중립적인 상호작용 행위가 빈번하 다. 전체적으로 1일에

서 2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긍정적 반응이 증가하고 부정적 반응이 감소하

다. 

사례별 상호작용 과정 분석 결과, 환아의 연령과 입원경험 등의 특성에 따라서 

상호작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간호사측 요인으로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환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상호작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상위의사소

통 행위를 더 빈번하게 보 다. 또한 더 어린 환아에게 상위의사소통 행위와 정서

적 반응의 상호작용 행위를 더 빈번하게 보 다.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많이 보인 

간호사-환아 사례일수록 상호작용 과정이 시간경과에 따라 긍정적 반응은 증가하

고 부정적 반응은 감소하는 변화가 있었다. 

간호사가 환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다가가기, 눈높이 

맞추기, 눈맞추기, 접촉하기, 격려나 칭찬하기, 되돌리기, 목소리 바꾸기, 선택하게 

하기, 친근하게 요구하기, 확장하기, 덧붙이기, 반복 및 확인하기, 동질감 표현하기, 

반 하기, 아동처럼 말하기, 상징으로 표현하기, 행위기술하기, 이완된 자세 취하기, 

전환하기가 추출되었다. 이는 관심끌기, 반응을 유발하기, 공감하기, 긴장완화하기

의 4가지 역으로 범주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아동병동에서의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에서 간호사들은 상위의사소

통 행위를 빈번하게 보 고 이는 관계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에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도입하여 간호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촉

진함으로써 간호사가 다른 특성을 가진 대상자에 대해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상위의사소통 행위,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관찰연구, 아동환자, 

              감정적 상호작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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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간호사가 대상자의 건강경험에 동참함으로써 대상자의 잠재력을 실현시

켜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간호의 핵심은 간호사와 대상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현될 수 있고, 따라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형성되고 촉진될 수 있는지를 이

해하는 것이 간호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에서 실제 간호사-환자 상호작용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을 지적하고 있고, 간호사-환자 상호작용이 업무중심적이고 깊이있게 형성되지 못

한 채, 단순한 일과적 수행만을 하는 관계임을 지적하고 있다(장성옥, 박 주, 

1999; 김인자, 손행미, 1997; 이성심, 지성애, 1990; Clark, 1983).

아동은 성인과는 달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질병

으로 인한 아동의 입원경험은 아동의 성격형성이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입원시 환아에게 행해지는 진단적 혹은 치료적 시술은 환아에게 새

로운 경험으로 다가와서 공포감이나 불안을 증폭시키며, 심한 정서적 충격을 유발

할 수 있다(문 임, 1995). 

간호사의 간호양상에 대한 연구(박은숙, 석민현, 정경숙, 1997)에서 간호사들은 

대상자가 개별적인 간호를 요구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병동의 고정업무 

수행에만 전념하는 것이 파악되었다. 특히 아동간호사는 환아와의 공감정도가 충

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환아가 인지하고 있는 공감정도가 간호사가 인지한 

공감정도보다 더 낮아서 대상자에 대한 공감의 표현도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간호사는 환아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아동의 눈높이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개별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환아의 요구와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간호에 반 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문직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

히 발달수준이 다양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간호사의 의사소통 기술은 환아

간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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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환아와 간호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De Oliveira, & 

Cassiani, 1997; Scharer, 1996)는 주로 환아의 어머니와 간호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환아와 간호사의 상호작용 양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

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자가 소아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 을 때도, 간호사들은 아동환자와의 관계가 특별하면서도 어렵다는 보

고를 하 다. 즉, 환아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는 환아의 처치에 대한 협조에

서부터 병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다르고, 간호사는 직업만족감까지 달라진다고 

하 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느낌과 의도를 알아차리는데 많은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 다.  

성인환자들과 간호사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장성옥, 박 주, 1999; 

Caris-Verhallen, 1999; 이지연, 송미숙, 1998; 김인자, 손행미, 1997; Wilkinson 

-Barnett, 1992; Macleod-Clark, 1983)는 주로 상호작용의 빈도와 기간, 유형을 밝

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에서도 간호사와 환자와의 상호

작용 과정이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독특한 상호작용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대다수가 상호작용이 가진 맥락적 특성과 복합성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

져야 하고 치료적이거나 촉진적인 의사소통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효과적인 상호작용은 성인뿐만 아니라 환아에게도 질병회복을 돕고 상황적 

스트레스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다. 간호사와 환자간의 

관계는 치료적 관계를 전제로 한 인간관계로 이는 일반적인 의사소통과는 다르며 

간호사는 대상자의 특성과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상호작용 능력을 키워

야 한다.

이에 입원이라는 낯선 상황에서 아동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아동의 이해와 협조

를 유도하기 위해 아동의 의사공유의 기본원리에 근거한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어야 한다. 아동의 의사소통으로서 놀이도입과정을 설명한 

Bateson(1955)은 대화참여자간의 의미의 공유를 이루는 협상의 과정으로서의 상위

의사소통을 소개하 다. 상위의사소통은 의사소통자들간에 표현한 메시지가 어떻

게 지각될 지에 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광범위한 용

어로, 언어화된 것에 숨어있거나 비언어적 몸짓과 표현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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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대상자의 대화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암시를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한 

것이 상위의사소통이다(Mitchell, 1991). 이는 아동심리학 뿐 아니라 경 학, 소비자 

심리학, 교육학 등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현상을 밝히거나 촉

진하는 기술로서 연구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 환경에서 일어나는 간호사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

찰함으로써, 아동환자와 간호사의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고, 상호작용 과정동안 

서로간의 의미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간호사의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궁극적으로는 질병을 가진 아동의 입원관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건

강한 성장발달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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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병원 간호 상황에서 간호사와 환아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간호사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

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환아의 특성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을 규명한다.

2. 간호사-환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간호사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확인

한다.

3. 간호사-환아 특성에 따른 간호사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파악한다.

C. 용어의 정의

상위의사소통 (Metacommunication) :  

상위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참가자들이 나타낸 의사소통 행위를 해석하는데 사용

되는 것으로 이는 언어적 행동, 언어 외의 행동(음색, 억양, 굴곡, 리듬), 비언어적 

행동(접근도, 방향설정, 얼굴표정, 몸짓, 자세, 접촉, 눈맞춤 등)이 포함된다

(Mitchell, 1991).

본 연구에서는, 소아과 병동에서 간호사와 5-6세의 환아간의 상호작용을 비디

오 녹화를 하여 상호작용 과정동안 간호사가 아동과의 공감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

한 의사소통 행위를 추출하여 명명한 내용을 가리킨다.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양상 : 

간호사와 환아가 병동에서 만났을 때 상호작용 참가자들간에 일어나는 모든 행

위의 양상으로, 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의 횟수, 시간, 목적, 상호작용과정 변화 그

래프, 사용되는 상위의사소통 행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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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아동을 돌보는 모든 간호사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과 그 부모가 보다 편안하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러한 도움은 대상자의 반응에 무관한 목적 없는 친절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구

체적이고도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간호기술이다.

본 장에서는 선행문헌들을 통해 간호사-환자 상호작용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상호작용 유형, 향요인, 분석방법을 살펴보고, 아울러 간호사와 환아의 상위의사

소통을 분석하기 위한 관련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A.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1. 간호사-환자 상호작용 관련연구

상호작용은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고 정의함으로써 개인적인 행

동을 취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상호적 과정(Kasch & Lisnek, 1984)이다. 이는 단순

한 대화이상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간호사-환자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즉각적인 상호작용과 지속적인 상호관계

로 분류되어 접근되었는데 각각의 접근에 따라 내용과 연구방법이 달라져 왔다. 

Morse(1997)는 둘 사이의 적합한 연결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간호사-환자 상호작용의 유형에 대해서는 촉진적인 상호작용과 비촉진적인 상

호작용(Macleod-Clark, 1983), 도구적 의사소통과 감정적 의사소통(Wilkinson, 

1991)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촉진적인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시 개방적인 질문, 반

, 강화, 격려, 긍정적 반응과 같은 상호작용 행위를 사용하여 치료적인 관계를 촉

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폐쇄적 질문, 유도질문, 부정적 반응과 같은 것은 비촉진적

인 상호작용 행위라고 하 다. 간호사들의 질문형태를 분석한 Macleod-Clark 

(1983)의 연구에서 75.8%가 폐쇄적 질문 형태 으며, 16%는 유도 질문, 9.2%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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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 질문이었다. 즉 촉진적인 상호작용보다 비촉진적인 상호작용 행위를 간호사

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도구적이거나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문제를 사정

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의사소통 방법이고 본질적으로 이런 종류의 의사

소통은 주로 언어적이다. 감정적이거나 사회정서적 행동은 대상자에게 존중을 표

현하거나 편안함과 신뢰를 주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런 종류의 행동은 언어

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모두로 나타난다.

Wilkinson(1991)은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중재 중의 하

나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대상자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지 않고 간호사들의 

촉진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또

한 간호사들의 의사소통 기술이 교육보다는 병동선배와 간호사의 종교적 신념, 죽

음에 대한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하 다. Macleod-Clark(1983)의 연구에서

도 간호사들이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간이 적고, 대화가 피상적으로 흐르며, 진단이

나 예후와 관련된 내용은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사와 환자와의 치료적인 인간관계를 강조한 Peplau(1952)는 치료적인 인간

관계는 간호사가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상자로 하여금 실존적 경험, 자

아탐색, 문제해결 및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도움으로서 대상자가 신속하게 회복되

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성공적인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관계에는 신뢰하

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이라고 하 다. 간호사와 대상자가 돕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한 Watson(1995)은 간호사

는 대상자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 표현을 격려하고 이들 감정을 수용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의사소통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반응해야 한다

고 주장하 다. 

의사소통이 간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인식된 이래로 간호사-

환자 상호작용의 양과 질의 측면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내외과 병동에서 성인환자

와 간호사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이성심과 지성애(1990)는 상호작용의 양상을 빈도

와 시간, 목적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관찰된 4시간동안 연구대상

자 한 쌍당 평균 4분4초 동안 상호작용이 있었고, 상호작용의 목적은 주사행위, 구

강약 투약, 활력증상 측정, 독자적 간호행위 및 간호순회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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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시도는 간호사가 60%이상을 먼저 했으며, 언어적 상호작용행위가 65%정도로 

우세했다. 

간호사와 대상자간 의사소통의 질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연구(Corner & Wilkinson-Barnett, 1992)가 있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간호사들

이 어려워하고,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 다. 또한 많은 간호사

들이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받을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에 교육받

은 간호사들이 환자와의 대화에서 유능함을 보인다고 하 다

보건간호사와 1세 미만의 8-10개월의 아들과 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연구

(Vehvilainen-Julkunen, 1992)에서는 간호사와 아와의 상호작용의 내용이 분석되

었다. 이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아이에게는 설득적 관계와 유희적 관계의 두 가지 

유형을 보 다. 설득적 관계는 주도적으로 아이가 어떤 것을 하게 하려고 시도하

거나, 아이를 칭찬하거나, 아이에게 간호사가 하려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등을 가

리키고, 유희적 관계는 휘파람을 불거나 다정하게 말을 하거나 부드럽게 아이를 

만지거나 아이에게 우스운 표정을 짓거나 하는 것이었다. 간호사와 어머니와의 관

계는 자신감을 지지하는 관계로 나타났고, 이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보공

유와 제공, 격려, 진정시키기, 농담하기, 협상, 경청, 침묵 등이었다. 보건간호사와 

어머니와의 만남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비언어적 의사소

통은 접근정도, 방안에서의 방향, 말소리 정도, 신체적 외모, 응시 방향, 눈맞춤을 

분석하 는데, 간호사와 어머니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 앉아 있었고 아이를 

검사할 때는 간호사가 이동해서 어머니 옆으로 갔다. 말소리 크기는 어머니와 간

호사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2.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관련요인

의사소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 수신자와 송신자의 특성과 상황의 

3가지 측면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여기에서 간호사와 아동환자와의 상호작용의 경

우 환아가 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상호작용의 중요한 참가자가 된다. 그러므

로 아동환자와 간호사 상호작용 관련요인에 대해서는 아동측면, 간호사 측면, 보호

자 측면, 상황적 측면의 상호작용 구성요소의 개별적인 측면으로 접근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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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아

동의 언어적 수준은 음성자각의 수준과 의미에 대한 이해, 임의성, 모호성을 받아

들이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언어획득의 후기에 있는 학령전기 아동은 단어의 순

서를 바로 잡아서 대안문장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학령전기 아동은 의미의 

이해가 표현되는 것보다 월등히 많고, 상징적 도식화가 급격하며, 3,4세 정도면 대

화상대방과 공유하는 가정을 깨닫고 대화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런 기제로 인하

여 문장의 공유된 부분을 생략하며 표현해 낸다. 5세 정도면 아이들의 절반정도는  

12번 정도 주고받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이승복, 1994). 또한 학령전기 아동은 

자기중심적 의사소통에서 사회적 의사소통으로 변한다. 한편 이성심과 지성애

(1990)의 연구에서는 환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적 상호작용행위와 그 교대횟

수가 증가하 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아동 요인은 아동의 연령

과 발달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과 아동의 질병정도와 입원경험 등이 있으나 연

구를 통해서 확인되지는 못하 다.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간호사 측면의 요인으로 간호사의 임상경력과 업무

부담정도, 태도, 교육수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Caudil(1958)의 연구에서는 경력이 짧고 젊은 간호사들이 경력이 많고 나이많은 

간호사들보다 성인환자와의 상호작용을 더 자주하며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던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성옥과 박 주(1999)의 연구에서는 간호경력 기간이 길수록 

중요한 의사소통 장애요인인 입장의 모호성, 자신감 결여, 부적합한 신뢰관계가 유

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간호사의 업무부담 정도는 상호작용과 관련없다는 연구(Macleod -Clark, 1983)

가 있으나, 다른 연구(이성심, 지성애, 1990; 김소야자, 박예숙, 1978)에서는 간호사

의 환자부담정도가 증가할수록 언어적 상호작용행위와 그 교대회수가 감소하여 상

호작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aris-Verhallen(1999)의 연구에서도 더 많

은 수의 환자를 맡은 간호사들이 간호와 건강에 대한 대화를 적게 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환자수가 많을수록 일상적인 간호를 수행하기에 바빠서 건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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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화가 더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자와 손행미(1997)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대할 때가 간호하기 가장 좋았던 경우로 보고되어 간호사의 신념

과 태도가 상호작용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환자의 외모와 위

생상태가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어 환자의 외양적

인 요인과 관련된 간호사의 선입견이 상호작용에 의미있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보

고되었다. 한편 장성옥과 박 주(1999)는 간호사의 입장이 모호한 것과 자신감이 

부족한 것, 환자와의 관점 차이, 신뢰관계가 부족한 것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

해하는 간호사 측면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Caris-Verhallen(1999)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교육수준이 간호사의 언어적 비

언어적 의사소통과 강하게 연관되었다고 보고하 다. 교육 수준이 높은 간호사가 

개인적이고 목적없는 대화가 더 적었고 오리엔테이션과 지시, 명료화 요구, 이해를 

구하는 것처럼 간호와 건강에 대한 치료적인 의사소통의 양이 더 많았다. 반면 교

육수준이 높은 간호사가 비언어적 행위, 특히 환자응시와 머리 끄덕임이 더 적다

고 보고하 다.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에 대해서는 동료들이 환자를 긍정적으

로 평가할수록 상호작용이 원활하고, 간호사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가 긍정적일수

록,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상호작용이 촉진되었다고 보고되었다

(김인자, 손행미, 1997). 또한 Casey와  Dunkerley(1984)는 조직내에서 업무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업무문화가 개인이나 집단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 다. 

이들 연구(Casey &  Dunkerley, 1984; Knight & Field, 1981)에서는 간호학생들이 

실습하는 병원조직에서 간호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화에 의해 환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생각이 강력하게 향받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즉 간호를 구체적인 실용적 

기술로 보는지 치료적 관계로 보는지의 두 가지 유형의 문화에 의해 간호학생의 

환자와의 상호작용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환자에게 정보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때 간호사들은 환자와의 직

접적인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 때문에 친 한 상호작용이 형성되

지 못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또한 경력이 긴 간호사들이 병동의 행정업무를 하고 



- 10 -

경력이 짧은 간호사들이 직접 환자간호를 담당하는 형태의 엄격한 업무분담과 의

사들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환자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간호사들이 환자들과의 효과적인 관계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환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에 엄격

한 제한이 없는 조직에서는 간호사와 환자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형성된다고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정책이 간호사와 환자와의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김후자(1994)는 상호작용시의 생소한 환경, 소음, 

기온,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분위기, 배가 고프거나 피곤할 때 등의 물리적 환경이

나 생리적 환경도 상호작용에 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는 동료들의 태도, 조직 내에서의 업무

문화, 물리적이거나 생리적인 환경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3. 상호작용 분석방법

의료인과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은 건강관리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고 상호작

용이 건강관리 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의료인

과 대상자와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기존의 건강관리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몇몇 학자들에 의해 상호작용 분석이 시도되었는데 이들 중 Katz와 동료

들의 자원교환 분석(Resource Exchange Analysis), Bales의 상호작용 과정 분석

(Interaction Process Analysis)과 이를 수정하여 의사-환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Roter의 상호작용 과정 분석을 고찰하고자 한다.

Katz와 동료들(1967)은 교환모델을 이용한 의사-환자의 상호작용 분석틀을 제

시하 는데, 이는 교환양식과 자원으로 구성되었다. 교환양식은 주도(추구함, 구함, 

제공함, 박탈함), 반응(수용함, 거부함, 무시함) 등이고, 자원은 정보(의학적 또는 관

료적), 관심(의학적 또는 개인적), 환 , 협조, 설명, 약, 격려 등이다. 교환모델 분

석틀의 일차적인 초점은 환자와 의사간의 협상(bargaining)으로 이러한 협상과정은 

시간, 빈도, 포함된 자원, 다른 상호작용을 위한 빈도 계산, 특정한 자원의 기술, 면

담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분포로 범주화되었다. 이런 자원교환분석(resource 

exchange analysis)틀은 상호작용의 사회적 맥락을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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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호작용 과정 분석(Interaction Process Analysis)은 Bales(1950)에 의해 소집

단에서의 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행동의 연구를 위해 개발되었다. Bales의 상호과정

분석틀은 가장 널리 적용되어온 방법으로 의료인과 환자와의 상호작용의 향에 

관한 초기 연구들의 기초가 되었다. Bales의 틀에서 관찰전략은 관찰자료를 코딩하

는 연구자의 판단에 있다. 참가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에 관심이 있고, 분석단

위는 분류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절이나 행동이다. 의사소통적 행동은 12가지의 

범주에 따라 분류된다. 이 범주들은 크게 두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적인 내용의 진술을 다루고 다른 한 그룹은 중립적인 정보

의 교환을 다룬다. 코딩자는 단위 행위를 오직 한 범주로만 분류할 수 있다. Bales

의 상호작용 과정 분석의 강점은 이 방법이 의사소통의 내용과 관계 수준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작용의 연속적인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다양한 상황에서 신뢰있고 실행가능하다

는 것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Bales 방법의 약점은 이 방법이 정보전달 처리나 맥락

적인 참고틀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또한 상호작용의 내용이나 주제를 명확히 전

달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Roter(1997)의 상호작용 분석체계는 환자가 의사를 방문하 을 때 의사-환자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Bales의 소집단 상호작용 과정 분석방법에

서 유도되었으나 Bales의 방법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Roter 방법은 환자가 

의사를 외래로 방문해서 나누는 둘간의 대화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상

호작용 범주들은 의학적인 만남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대화의 내용과 맥락을 

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로 전사하지 않고 곧바

로 테잎을 들으면서 범주화하도록 하여 목소리의 질감이 상호작용의 분류에 중요

한 작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Roter 방법은 Bales의 방법이 의료라는 특

별한 상황에서의 대화의 내용들을 관계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여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을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의 대화에 특별한 내용들이 범

주로 구성되어 있고 둘간의 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간호사와 환아와의 상호작

용에서처럼 어머니와 다른 간호사들과의 소집단 성격의 만남의 분석에 이 방법을 



- 12 -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간호사와 환아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Wasserman과 Inui(1983)가 제시한 의료인과 환자간의 상호작용의 체계적 분석을 

위한 지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상호작용 분석 체계는 다른 행동들을 통해 내

용과 인지적 관계, 감정적 관계 등의 복합적인 수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맞

게 분화되어야 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측면의 다양한 행동들에 의한 정보전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녹화 등을 통한 적절한 관찰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범

주화를 위해서는 상호작용 맥락과 순서를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과 환자의 

상호작용의 특성과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임상에서 이끌어내진 내용과 관련 범

주 등의 분류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작용 분석을 적용한 연구들 대부

분이 한 가지 상호작용의 짧은 만남만을 분석해 왔고, 한결같이 동일한 환자와 의

료인간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관계의 변화를 깊이 있게 분석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간호사-환아간의 상호작용은 환아를 둘러싸고 간호사와 어머니, 주변인들이 함

께 포함되어 상호작용의 역동을 변화시켜 나가고, 입원상황을 중심으로 의학적인 

소재들도 등장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소재들이 상호작용의 주제가 됨으

로써 의사-환자의 상호작용을 특별하게 범주화한 분석방법들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소집단 성격을 띈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환아를 

둘러싼 생활이 주제가 되고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연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Bales의 상호작용 과정 분석틀인 것으로 

사료되어 이 방법에 근거해 간호사-환아의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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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간호사-환아 상위의사소통

1. 상위의사소통 행위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교환할 때에는 그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

석할 지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된다.  Mitchell(1991)은 의사소통 참가자들간에 

나타낸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한 것을 상위의사소통(metacommunication)

으로 정의하 다. 상위의사소통은 표현된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 질 지에 향

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 용어로, 이는 언어화된 것에 포함되어 있거나 

비언어적 몸짓과 표현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 

상위의사소통의 개념이 실제의 상호작용에서 관찰되어 나타나는 형태가 상위의

사소통 행위이고 인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많은 분야에서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경 학 분야의 Gilsdorf(1997)의 연구에서는, 미국인들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상

업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위의사

소통적 행위의 내용을 분석하 다.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암시와 중국인의 시

간개념, 걸음걸이, 대화에서의 관습(목소리와 얼굴표현을 자제하는 것, 몸짓), 얼굴, 

사회적 위치의 향, 선물, 식사와 음주 습관, 팁을 주는 것 등이 중국인의 상위의

사소통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신입사원의 면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로는 면접자가 심사자와 눈맞춤을 유지하거나, 악수를 확고하게 하거나 적절

하게 복장을 갖춘 것 등이었다(Huegli & Harvey, 1979).

아동의 상위의사소통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놀이활동에

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놀이의 형태와 그 상황을 놀이상황으로 규정짓는 

의사소통 형태를 상위놀이(metaplay)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의 상위의사소통 행

위의 한 형태로 제시되는 상위놀이는 Trawich -Smith(1998)의 연구에서 상징적 

전환으로서 주도(initiation)와, 따르지 않기, 동의하기, 명료한 의미를 제시하는 동

의,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 등의 반응(response)과, 놀이주제나 상황의 비언어

적 구성과 언어적 구성의 구축(construction)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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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찰법을 사용하여 아동이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형성해 나가는 것, 즉 

상위의사소통 행위의 유형을 분석한 Goncu(1993)의 연구에서는 물체, 행동, 이야기 

진행, 역할에 관한 의사소통과 지시에 대해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내용, 활동에 참

여하거나 종료하고자 의사표현을 하는 내용, 관련없는 행동을 하는 것 등이 아동

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로 제시되었다. 

상위의사소통의 내용을 밝힌 연구가 있는 한편 이러한 상위의사소통 행위의 효

과에 대해 밝히고자 한 연구가 있었다. Patch와 Hoang, Stahelski(1997)는, 대학생

들에게 갑작스런 요구를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어떤 

때에는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것을 상위의사소통 행위로 설명하 다. 즉 갑작스

럽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의 무리함과 이를 거절해도 된다는 언급을 함으

로써 조절하고자 하는 대상의 당황스러운 감정을 공감함을 알리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공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언어적 표현을 덧붙이는 상위의사소통 행위가 

위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이행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제안을 

할 때 이에 적절한 상위의사소통 행위가 함께 행해진다면 대상자가 그 제안을 거

절하기 어렵게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견차이를 조정하고 협상하여 서로가 받

아들일 수 있는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 내는 데 필수적인 상호작용 기술을 증진시

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상자의 이해 증진이나 이행, 협조, 구매력 상승

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Trawich -Smith, 1998; Gilsdorf, 1997; 

Patch, Hoang, & Stahelski, 1997; Goncu, 1993). 그렇지만 이러한 상위의사소통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개념의 범주나 속성을 질적으로 분석하거

나 유형을 분류하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 아동의 상위의사소통 능력

아동의 상위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Flavell, 1981; Robinson & 

Robinson, 1981) 어린 아동의 상위의사소통 능력의 제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5

세의 아동은 나이 많은 아동과는 달리 메시지의 애매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

신이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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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아동은 상대방에게 언제라도 질문

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모호한 메시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

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아동은 자신이 상대방의 의도와 다른 행위를 했음

을 알았을 때 이를 의사소통의 실패로 보고, 그 실패의 잘못을 듣는 측, 즉 자신에

게 돌리는 경향이 있음이 Robinson과 Robinson(1981)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렇

게 듣는 측에 잘못을 돌리는 아동은 말하는 측에 잘못을 돌리는 아동에 비해 어떻

게 하면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개선해서 전달할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아동이 

듣는 역할을 하는 능력은 또한 상황에 따라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즉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런 상황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더 잘 듣는다고 보고되었

다. 

한편 학령전기 아동들의 상위의사소통 능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동들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제대로 해낸다. 이는 말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메시

지의 성격 등의 다른 측면들이 아동의 상위의사소통 능력에 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아이들은 그냥 무능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부정직한 사람의 경우에 

메시지의 부적절성을 더 잘 알아내는 경향이 있고 말보다는 에서 부적절성을 더 

쉽게 알아낸다. 또한 모호한 메시지보다는 틀렸거나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메시

지에서 부적절성을 더 쉽게 알아내는 경향이 있다(Flavelle, 1981).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메시지는 어린 아동이 정확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어린 아동일수록 실제의 행동과 의도를 같은 것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가 전달하려고 한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바탕으

로 메시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6세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메시지의 정보가치

는 그 질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학령전기 아동의 위와 같은 상위의사소통 능력의 불완전함 때문에, 아이들을 

간호하는 간호사들은 아동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아

동과 의사소통을 할 때의 상위의사소통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전달

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동환자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간호사의 의사소통 전략은 위와 같은 아동의 상위의사소통 능

력에 기반해서 접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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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간호사가 환아에게 치료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내용적 측면뿐만이 아닌 관계측면의 상호작용에 대

한 복합적 수준의 분석이 되어야 함이 의료인과 환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

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에 근거해서 상호작용 행위

를 관찰하기 위해서 상자료를 녹화해서 전체상황을 볼 수 있는 자료수집이 필요

함이 권고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선행문헌고찰을 통해 아동과 성인의 특성에 

따라 이들의 상호작용이 변화하며, 이 때 특히 상위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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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의사소통의 순환교류모형은 전통적인 선형 의사소통 모델에 맥락을 포함시켜 

확장시킨 모델이다. 여기에서 수신자와 송신자는 표현된 메시지에 대한 다른 사람

의 태도와 잠재적인 반응을 지각하는 것을 포함하여 메시지에 향을 미치는 상대

자의 정신적 상을 구축한다. 순환모형은 인간의 체계가 의사소통에 의해 어떻게 

향을 주고 향을 받는지를 기술하는 체계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의사소통은 

수신자와 송신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는데 있어서 지속적이고 상호적으로 

연결된 활동으로 개념화된다. 동시에 인간의 체계는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내적으로 진행하고 그 자신의 내적 기능에 기반해서 그 정보에 반응하며, 

그 과정의 결과로서 새로운 정보나 행위를 만들어낸다. 이 체계는 피드백의 기전

을 통해 그 과정과 산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피드백은 체계가 그것의 원래의 

입력을 고치거나 유지하도록 한다(Arnold & Bogg, 1999).

순환교류모형은 의사소통이 가진 내용과 이를 구분짓는 관계 측면, 즉 상위의

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상위의사소통은 송신자가 전달된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관계적 메시지이다. 

간호현장에서 의사소통은 간호사가 간호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동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간호사와 대상자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뿐만 아니

라 침묵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일어난다. 간호사와 환자간의 의사소통은 서로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성립할 수 있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간호의 목적을 달성

하게 된다(김윤희 외, 2001). 특히 아동병동에서의 아동과 그 가족을 간호의 대상

으로 하는 간호사들의 의사소통 성취정도는 부모와 아동이 관계형성에서 수용감과 

편안함을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병동에서 간호사와 입원아동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보호자, 특히 어머니

가 상호작용의 중요한 참가자로서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모형에서 볼 수 

있는 수신자와 송신자의 신호교환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즉 같은 상황아래 

성인 간호사와 아동, 간호사와 부모,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이 함께 이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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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신자와 송신자간 메시지의 해석과정에 있어서 보다 복합적인 요소들이 개입

하게 된다. 즉 간호사, 아동, 보호자/어머니의 개별적 특성들이 그들간에 벌어지는 

의사소통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된다. 

간호사와 환아의 의사소통은 간호사의 임상경력(장성옥, 박 주, 1999; Caudil, 

1958)과 업무부담정도(이성심, 지성애, 1990; Caris-Verhallen, 1999), 태도(김인자, 

손행미, 1997; 장성옥, 박 주, 1999), 교육수준(Caris-Verhallen, 1999) 등의 간호사

의 특성에 의해 향을 받는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환아의 

특성이 간호사와 환아의 의사소통을 변화시킨다. 의사소통에 향을 미치는 환아

의 특성에 대해서는 입원환아의 의사소통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가 되지 않았지만 

학령전기 아동의 의사소통 연구에서 연령과 이와 관련된 의사소통능력, 발달정도

(Flavell, 1981; Robinson과 Robinson, 1981)가 아동의 의사소통 양상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의사소통의 참가자들은 각자가 서로 다른 발달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

고 있고, 그러한 참가자들이 특정 시점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하 을 때 맥락으로 

작용하는 그 상황이 상호작용에 중요하게 향을 미칠 수 있다. 동료의 환자에 대

한 태도와 간호사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김인자, 손행

미, 1997), 조직의 업무문화와 기관의 정책(Casey &  Dunkerley, 1984; Knight & 

Field, 1981), 물리적이거나 생리적인 환경(김후자, 1994)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상

호작용 참가자들이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해석하는데 향을 미친다. 

한편 간호사-환아-보호자의 의사소통은 간호사가 그 상황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는 주도적으로 의사소통을 시

도하게 된다. 이 때 간호사가 환아와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환아

와의 공통의 준거틀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Mechanic, 1978). 간호사와 

환아간의 의사소통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한 이러한 행동은 언어적, 언어 외적(음

색, 억양, 굴곡, 리듬), 비언어적 행위(접근도, 방향설정, 얼굴표정, 몸짓, 자세, 접촉, 

눈맞춤 등)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상위의사소통의 특성을 갖는다. 

이상의 의사소통 순환교류이론을 이론적 기틀로 해서 간호사-환아-보호자의 상

호작용에 이를 적용한 것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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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A. 예비관찰

관찰환경과 대상, 적절한 관찰시간, 관찰단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예비관찰을 

실시하 다. 예비관찰은 2001년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연구대상 기준에 부합하

는 간호사와 학령전기 아동 2명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 다. 예비관찰을 

시행하기 전에 간호사와 아동과 보호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도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을 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예비관찰은 환아를 중심으로 그들이 간호사와 만나는 장면을 녹화하 고 함께 

기록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확인하 다. 녹화된 자료를 전사하고 전사된 자료를 

Bales의 상호작용 과정 분석(Interaction Process Analysis)의 12가지 상호작용 범

주에 의해 자료분석을 하 다. 자료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와 아동간

호를 2년 이상 수행하고 간호학 석사학위를 받은 다른 분석자 1인이 분석하 다. 

분석자간 신뢰도계수는 α = .75 다. 

예비관찰의 결과 환아의 입원절차, 적절한 관찰시간, 그리고 자료분석방법을 확

인하게 되었다.

외래나 응급실을 통해 주로 오후에 입원하는 환아와 보호자는 병동에 입원해서 

가장 처음 받게 되는 것은 입원간호(병실 오리엔테이션, 신체사정, 간호정보조사)

이고 이어서 처방된 채혈과 정맥주사를 위해 처치실에서 주사를 맞게 된다. 응급

실을 통해 입원한 환아의 경우에는 정맥주사를 맞고 병실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지만 입원과 함께 몇 가지 추가검사를 위해 채혈을 하 다. 2시간마다 간호사가 

환아의 수액과 주사부위 확인을 하기 위해 병실순회를 하 고, 다음으로 경구투약

과 정맥투약을 위해 간호사가 병실을 방문하 다. 추가로 검사에 대한 설명이나 

활력징후 측정을 통해 간호사와 환아, 보호자가 만나게 되었다.

간호사-환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번 근무자의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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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확인되었다. 오후의 이 4시간동안은 주로 

새로운 환자가 입원하는 시간이어서 첫 만남이 관찰 가능하고 연속적인 2일을 관

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대로 고정해서 관찰하는 것이 자료수집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관찰된 자료를 전사할 때는 언어적, 비언어적(언어외적 의사소통 포함) 상호작

용 행동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자료분석에 효과적이었다.

B. 연구설계 및 대상자

본 연구는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각 사례에서 상호작용의 양상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규명하는 관찰연구

이다. 자료수집은 정해진 시간에 연구자가 간호사를 따라 다니면서 환아와 만나는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고 현장기록지를 작성하는 비구조적, 비참여관찰방

법이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내에 위치한 중산계층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의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전수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사 6명

과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그 병동에 입원했던 5-6세의 아동 

전수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음) 8명의 아동이

다. 관찰된 대상은 특히 2일 이상 같은 담당간호사-환아 배정이 되어서 연속적인 

관찰이 가능한 대상 간호사와 아동 8쌍(표 1,2)이었다. 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한 것

은 사전조사 결과, 소아과 병동에서 간호사가 담당환자를 배정받는 것이 2일마다 

변하기 때문에 특정한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과정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보고

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의해 결정되었다. 5-6세의 아동 중 격리가 필요하거나 의

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처치를 받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환아들은 대상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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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참여자 - 아동

<표 2> 연구참여자 - 간호사

대상

자
연령 성

진단명

/주호소

주돌봄자

(연령)
형제

유치원

/어린이집
입원경험

1 6 세 남 급성위장관염 어머니(35) - 유치원 1회

2 6 1/12 남 고관절활막염
유모

할머니
형 유치원 1회

3 5 3/12 남 상부위장관출혈 어머니(34) - 유치원 2회

4 5 2/12 남 설소대협착 어머니(34) 형 유치원 1회

5 5 2/12 남 천식, 폐렴 어머니(31) 여동생 유치원 9회

6 5 남 폐렴 어머니(31) 여동생 유치원 7회

7 5 여 천식, 폐렴 어머니(41)
언니, 

오빠
어린이집 1회

8 5 여 급성위장관염 어머니(39) 오빠 유치원 1회

대상자 연령 경력 소아병동 경력 결혼상태 자녀유무 학력

A 27 2년 2년 미혼 - 간호대학

B 25 2년 2년 미혼 - 간호대학

C 26 3년 9개월 3년 9개월 미혼 - 간호대학

D 27 5년 1개월 3년 5개월 기혼 - 간호전문대

E 28 5년 11개월 5년 11개월 미혼 - 간호전문대

F 33 9년 6개월 2년 10개월 기혼 딸1 간호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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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12월-2월에 걸쳐 아동병동에 입원하고, 연구대상 기준에 적합하며 

연구에 동의한 8쌍의 간호사-환아를 대상으로 시행하 다. 

자료수집 시간은 입원 1일부터 2일 이상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4시간 

시행하 다. 

피관찰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동안 연구자는 한쪽 구석에 서서 거리조절이 가능

한 최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상호작용 장면을 녹화하고 기록지에 그 상황

에서의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하 다. 

자료수집은 비구조적, 비참여 관찰방법으로 하 다. 비참여 관찰방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반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자가 피관찰자들(간호사와 환아, 보호

자)에게 그들의 상호작용 양상이 관찰된다는 사실만을 설명하고 어떤 내용이 관찰

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관찰대상자들의 행동의 변질로 인한 오차

를 줄이도록 하 다.

관찰법에 의해 얻어진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아놀이관찰, 유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 관찰 등을 자료수집 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직접 모든 관찰

을 시행하 다. 이때에 관찰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지와 비디오카메라를 사용

하여 연구대상자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관찰과 촬 을 하

고 상호작용이 종결된 후 기록지에 전후상황을 기록하 다. 즉, 한 환아와 그 가족

이 입원을 위해 간호사를 처음 만나는 장면부터(이 장면은 동의서를 받기 이전이

므로 녹화되지 못하여서 관찰된 것을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하 다) 병실오

리엔테이션을 받고, 처치실에서 검사를 위한 채혈과 정맥주사요법을 시작하는 것, 

병실에서의 경구투약과 정맥주사를 통한 투약, 병실순회 등의 간호활동을 중심으

로 특정 간호사와 환아가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입원이후 2일까지의 기간동안 특정 

주제의 상호작용 에피소드 단위로 촬 하 다. 

에피소드는 공유된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교대를 하는 것

을 포함하는 둘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 상황으로, 누군가가 어떤 대상이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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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느낌에 대해 말했을 때 시작하고, 상대방이 그 주제에 반응하는 것을 실패했

을 때나 상대자의 관심이 30초이상 그 주제에서 떠나 있을 때 종결된다. 

이때 관찰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호작용 행위 자체를 관찰하고 그 

행위의 해석이나 추리의 결과를 측정하지 않도록 하 다.

한편 간호사-환아 상호작용과 관련있는 기타 변수로써 성별, 종교, 연령, 교육

정도, 결혼상태, 자녀유무, 병실종류, 간호사의 근무경력, 관찰당시 근무하는 간호사 

1인이 담당한 환자 수, 아동의 질병상태, 입원경험, 형제, 교육형태 등을 조사하

다.

D. 자료분석방법

1. Bales의 분석틀

자료분석의 틀로 사용된 Bales 분석범주는 그의 책의 초판(1950)과 재판(1970)

에서 몇몇 범주의 정의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예비관찰에서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에 적합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시행하 다. 

상호작용과정분석(Interaction Process Analysis)은 참가자의 언어적 행동, 언어 

외의 행동(음색, 억양, 굴곡, 리듬), 비언어적 행동(접근도, 방향설정, 얼굴표정, 몸

짓, 자세, 접촉, 눈맞춤 등) 모두를 포함하고, 분석단위는 분류될 수 있는 가장 작

은 구절이나 행동부터 문단전체까지 포함된다. 상호작용 참가자들의 행동은 아래

의 12가지의 범주에 따라 분류된다. 상호작용 범주들은 무엇이 말해졌는가, 즉 그 

메시지의 내용을 분류하기 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즉 누가 그 

상호작용 과정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에 의해 구분된다. 이 범주들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다루고 

다른 부분은 중립적인 정보의 교환을 다룬다. 12가지의 범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사회적 행동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12개의 

범주는 다시 4가지 역(긍정적인 반응, 제기된 대답, 질문, 부정적인 반응)으로 묶

어질 수 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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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호작용행위 분석범주

역 범주

긍정적 긍정적 반응

친근하게 보임

긴장해소를 보임

주목/동의를 보임

중립적

제기된 대답

제안하기

의견을 제시하기

정보를 제공하기

질문

정보를 구하기

의견을 구하기

제안을 구하기

부정적 부정적 반응

주목/동의를 보이지 않음

긴장을 보임

비우호적으로 보임

2. 상호작용 과정 분석

1) 간호사와 환아의 상호작용 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촬 한 후 이 내용을 반복해

서 시청하면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전사하 다.

2) 본 연구에서는 전사된 상호작용 행동을 1950년과 1970년에 Bales가 제시한 상

호작용 과정 분석(Interaction Process Analysis)법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사례별

로 그 특성과 역동을 분석하 다.

3) 상호작용 과정의 변화를 보기 위해 Bales의 12가지의 범주로 코딩된 자료를 긍

정적인 반응, 중립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의 3가지 반응으로 전환하 다. 이 

자료를 특정한 간호활동을 기본단위로 하여 간호사-환아 사례별로 2일간의 변

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작성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 다. 본 단계에서는 환아가 

입원간호, 채혈 및 정맥주사 시작, 병실순회, 경구투약, 정맥투약 등의 간호활동

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우선 간호사-담당환아만의 상호작용 행위를 추출한 그래

프와 그 담당환아가 입원해서 어머니를 포함한 전체 참가자들과의 상호작용한 

것을 그래프화 한 것을 비교해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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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의사소통 분석

상위의사소통은 지금까지 기본 범주나 속성을 내용분석으로 추출하는 정도이고 

그 분석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

소통 모형을 기본으로 해서 상위의사소통의 범주와 그 내용에 대해 문헌고찰된 것

을 근간으로 특정한 분석틀을 사용하지 않고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귀납적으로 

추출하 다. 

1) 분석자료 선정단계 :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작성된 전체 전사자료와 녹화된 상호

작용 비디오를 반복해서 포괄적으로 보면서, 여기서 발견되는 환아와 간호사의 

상호작용시에 나타나는 공감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상호작용 에피소드들을 

선별하 다. 이러한 선별작업은 자료들 사이에 내포된 특성을 분석자가 직관적

으로 간파하여 선택하는 방식을 따랐다. 에피소드의 선택은 연구목적 및 간호사

-환아간 공감을 촉발하는 시도의 출현과 그로 인해 아동의 다음 행위가 긍정적

이거나 중립적으로 반응하는데 향을 주는 상호작용 행동에 초점을 두고 진행

하 다.

2) 자료분석 단계 : 선택된 분석자료에서 간호사-환아간 상호작용 행위들에 대한 

언급들의 상호 연결구조와 참가자간의 상호작용 당시의 맥락에 기반한 시발행

위와 반응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상호작용 참여자들이 에피소드를 

생성하고 인식하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대한 추

론과 관찰작업이다. 결과적으로 제시되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연속적인 상호작

용 속에서 참가자간 공감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기술의 시발과 그 반응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서 전제되는 것은 간호사-환아간 상호작용이 아무

런 준비없는 혼란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규칙속에서 

조직된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환아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상위의

사소통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임상현장에서 나타나는 간호사-환아의 일정한 행

위를 확인할 수 있다.

3) 간호사별 상위의사소통 행위 : 마지막으로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사용했던 간호

사별로 분류하여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양상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 27 -

Ⅴ. 연구결과

A.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1.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시간

아동병동에서 이루어진 8쌍의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을 관찰한 내용을 각각의 

간호활동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평균소요시간을 분석하면 표 4와 같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간호사-환아-보호자의 상호작용은 구체적인 간호활동을 

중심으로 발생하 다. 본 연구의 관찰시간인 오후 2시부터 6시에는 간호사의 업무

인계와 함께 병실순회, 경구투약, 정맥투약, 정맥주사 시작 및 재시작 등이 이루어

졌다. 

8쌍의 간호사-환아는 총 75회의 상호작용 에피소드를 보 다. 2일동안 오후 2

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관찰시간 중 1쌍의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평균시간은 39.75

분이었다. 또한 1회의 상호작용 에피소드 평균소요시간은 4.24분이었다. 간호사와 

환아가 정규적으로 만나게 되는 상호작용 에피소드별 평균소요시간은 정맥주사 시

작과 채혈 12.83분, 입원간호 9.25분, 일반적 대화 7.5분, 병실순회(상태, 수액, 주사

부위 확인) 5.27분, 간호처치 4.92분, 정맥투약 2.5분, 경구투약 2.46분, 활력징후 측

정 2.36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간호활동별 평균소요시간

간호활동 평균시간

입원간호 9.25분

정맥주사 시작과 채혈 12.83분

병실순회(상태, 수액, 주사부위 확인) 5.27분

경구투약 2.46분

정맥주사를 통한 투약 2.50분

간호처치 4.92분

활력징후 측정 2.36회

일반적 대화 7.50분

총 4.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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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작용 양상

8쌍의 간호사-환아-어머니/보호자와의 상호작용 에피소드 내용을 Bales의 12가

지 상호작용 범주로 분석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에피소드의 내용은 누구의 주

도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 다. 

간호사-환아-보호자의 총 상호작용 행위수는 1871이었으나 분석은 이 중 다른 

간호사나 상호작용 참가자와의 행위를 제외한 담당간호사와 환아, 보호자만의 상

호작용 1414행위를 대상으로 하 다. 상호작용시 의사소통 행위 방향의 순서는 간

호사가 환아에게(434행위), 환아가 간호사에게(317행위), 간호사가 어머니에게(243

행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장 빈번한 상호작용 내용은 간호사가 환아에게 향하는 ‘친근하게 

보이기’로 이는 주로 간호사가 환아를 달래거나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환아가 낯

선 환경과 관계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두 번

째 빈번한 상호작용 내용은 환아가 간호사에게 향하는 ‘주목/동의하기’로 이는 간

호사 주도의 시발행위에 대해 환아가 저항하지 않는 수동적인 행위에서부터 적극

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내용은 

간호사가 환아에게 ‘제안하기’이고, 이어서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향하거나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향하는 상호작용에서 주되게 나타나는 정보제공이고, 어머니가 간호사

에 대한 ‘주목/동의하기’가 다음으로 빈번한 상호작용 행위이다. 또한 간호사가 환

아에게 제안을 하고,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정보를 구하는 상호작용 행위들이 다음

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상호작용 참가자들간에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을 

하는 행위들은 빈번했으나, 상대적으로 제안이나 의견, 정보를 구하는 행위들은 그 

빈도가 낮다. 반면 환아가 간호사에게 긴장을 보이는 것도 자주 나타났으나, 긴장

이 해소되어 보이는 행위도 유사한 빈도수로 보여져서 균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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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체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의 범주별 빈도

NC NM CN CM MC MN 총NCM(%)

친근하게 보임

긴장해소 보임

동의를 보임

제안하기

의견제시

정보제공

정보를 구함

의견을 구함

제안을 구함

주목하지 않음

긴장을 보임

비우호적

149

27

46

68

29

33

39

26

0

8

8

1

10

3

36

42

34

57

55

2

0

3

1

0

8

40

130

4

14

8

12

0

0

29

64

8

1

1

6

2

9

0

0

0

1

8

28

7

36

1

9

30

11

9

2

2

0

1

9

24

10

5

76

3

28

56

22

9

5

0

8

1

214(15.13)

77( 5.45)

303(21.43)

149(10.54)

125( 8.84)

163(11.53)

130( 9.19)

39( 2.76)

6( 0.42)

49( 3.47)

118( 8.35)

41( 2.90)

총 행위 434 243 317 63 134 223 1414(100)

* N 담당간호사, C 아이, M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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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이러한 범주를 3가지 역, 즉 긍정적인 행위, 중립적인 행위, 부정적

인 행위로 정리하 다<표 6>.

간호사가 환아에게 향하는 상호작용 행위의 빈도는 긍정적인 반응, 중립적인 

행위, 부정적인 반응의 순이고, 환아가 간호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중립적인 행위 순이다. 반면 간호사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은 중립적인 행위

가 지배적이고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진다. 한편 환아는 어머니와

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행위를 67%로 매우 높게 나타내었다.

<표 6>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의 감정적, 중립적 비율

상호작용 방향 상호작용 행위수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NC 434 51 45 4

CN 317 56 12 32

NM 243 20 78 2

MN 223 40 55 4

MC 134 34 40 25

CM 63 13 19 67

* N 담당간호사, C 아이, M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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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환아의 상호작용 과정이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은 사례별 상

호작용 양상분석에서 각각 제시하 다. 이 때 사례별로 간호사와 담당환아만의 상

호작용을 추출한 상호작용 과정과 그 상호작용시 어머니와 다른 간호사 등 의사소

통 참가자 전체를 포함한 상호작용 과정을 비교하여 제시하 다.

전체적으로 시간경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상호작용 반응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반응은 감소하 다. 또한 간호사와 환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

응의 감정적인 상호작용 행위 중심인 것에 비해, 어머니와 동료간호사가 모두 포

함된 상호작용의 주된 변화는 의견이나 제안,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하는 중립적인 

상호작용 행위가 대다수의 사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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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별 상호작용 양상

1) 간호사 A - 환아 1

간호사 A는 현재의 아동병동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한지 2년이 되었고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 으며 미혼이다. 환아 1은 6세의 남자아이로 급성위장관염을 

진단받고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입원하 다. 환아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여동

생이 있으며 여동생도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 다.

간호사 A와 환아 1과의 상호작용을 Bales의 범주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A와 환아1의 사례에서는 총 118회의 상호작용 행위가 분

석대상이 되었다. 여기에서 간호사가 아이에게 향하는 ‘친근하게 보임’이 가장 빈번

한 상호작용 행위이다. 다음으로 빈번한 상호작용 행위는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향

하는 ‘제안하기, 정보제공, 정보를 구함’이다. 다음은 환아가 간호사에게 향하는  

‘주목/동의를 보임’이 빈번한 상호작용 행위이다.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주목/동의를 

보이는 행위도 유사한 빈도를 보인다. 간호사 A와 환아 1의 사례에서는 간호사 A

와 환아 1, 간호사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간호사 A와 환아 1의 상호작용의 범주별 빈도를 전체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의 범주별 빈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아래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간

호사 A와 환아 1의 사례에서는 환아와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주목/동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환아가 어머니에게 긴장을 높게 나타내고 있고 간호사와 

환아의 관계에서는 긴장이나 긴장해소를 보이는 행위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서 

관계에 대한 몰입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 상호작용과 비교해서 ‘비우호적

으로 보임’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환아가 어머니에게 향하는 상호작용 행위로 상

호작용 당시 환아의 갈등표현이 주로 어머니에게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

다. 한편 간호사 A는 환아 1과의 상호작용에서 전체사례들에 비해 ‘친근하게 보임’

을 적게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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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간호사 A-환아 1의 상호작용 행위의 범주별 빈도

NC NM CN CM MC MN 총NCM(%)

친근하게 보임

긴장해소를 보임

주목/동의를 보임

제안하기

의견제시

정보제공

정보를 구함

의견을 구함

제안을 구함

주목하지 않음

긴장을 보임

비우호적으로 보임

10

1

4

4

1

4

2

2

0

0

0

0

2

0

1

8

0

6

8

0

0

0

0

0

0

1

11

1

0

2

1

0

0

3

1

0

0

0

1

0

1

0

0

0

1

0

5

3

4

0

0

4

3

3

0

0

0

0

0

2

1

0

12

0

0

5

0

0

0

0

0

0

17(14.41)

2( 1.69)

29(24.58)

17(14.41)

5( 4.24)

20(16.95)

11( 9.32)

2( 1.69)

1( 0.85)

3( 2.54)

6( 5.08)

5( 4.24)

총 행위 28 25 20 11 16 18 118(100)

* N 담당간호사, C 아이, M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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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간호사 A와 환아 1만의 상호작용 과정을 추출

한 것과 상호작용 당시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했을 때의 상호작용 과정은 

각각 그림 1, 2와 같다. 간호사 A와 환아 1은 긍정적인 감정의 행위를 40-100%, 

부정적인 감정의 행위를 20-0% 일정하게 보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변화양상

은 보이지 않는다(그림 1). 반면 어머니가 포함된 전체적인 환아 1의 상호작용은 

시간경과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이 상승한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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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간호사 A와 환아 1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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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환아 1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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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 A - 환아 3

환아 3은 5년 3개월 된 남아이고 상부위장관출혈로 어머니와 함께 입원하 는

데 당시 혈색소가 8-9gm/dl이었으나 활동 상태가 양호하 고 의사소통에 장애는 

보이지 않았다. 유치원에 다니는 환아 3은 이번이 두 번째 입원이었다. 관찰 1일에

는 응급실에서부터 3일 동안 물만 먹고 정맥으로 주입되는 수액만을 공급받고 있

었으며 관찰 2일의 저녁식사부터 죽이 제공될 예정이었다.

간호사 A와 환아 3의 상호작용 행위의 범주별 빈도는 <표 8>과 같다. 

구체적으로 볼 때 간호사 A와 환아 3의 상호작용에서는 간호사가 환아에게 ‘친

근하게 보임, 제안하기, 정보제공’을 높은 빈도로 보이고, 환아가 간호사에게 ‘동의

를 보임, 긴장을 보임, 긴장해소를 보임’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간호사-환아-어머니

의 상호작용을 보면 간호사와 환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전체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의 범주별 빈도에 비해 간호사 A-환아 3

의 상호작용에서는 환아 3이 간호사에게 긴장을 높게 보이는 반면 긴장해소를 보

이는 것도 높고, 의견제시와 정보제공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상호작용이 적극적으

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표 8> 간호사 A-환아 3의 상호작용 행위의 범주별 빈도

NC NM CN CM MC MN 총(%)

친근하게 보임

긴장해소를 보임

동의를 보임

제안하기

의견제시

정보제공

정보를 구함

의견을 구함

제안을 구함

주목하지 않음

긴장을 보임

비우호적으로 보임

24

8

3

17

8

13

6

5

0

2

0

0

0

0

1

4

1

4

4

0

0

0

1

0

4

12

14

1

4

3

6

0

0

1

13

0

0

0

0

0

3

0

0

0

0

0

2

0

1

0

1

3

1

1

0

0

0

0

0

1

0

0

9

0

5

1

0

0

0

0

1

0

29(15.43)

20(10.64)

28(14.89)

25(13.30)

22(11.70)

22(11.70)

16( 8.51)

5 ( 2.66)

0( 0.00)

3( 1.06)

17( 9.04)

1( 0.53)

총 행위 88 15 59 5 8 16 1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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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간호사 A와 환아 3만의 상호작용 과정을 추출한 

그래프와 상호작용시 참가자 전체를 포함시킨 상호작용 과정 그래프는 각각 그림 

3, 4와 같다. 간호사 A와 환아 3은 시간경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범주의 행위를 초

회 30%에서 50-60%로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립적인 범주의 행위는 

지속적으로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3). 환아 3의 상호작용 참가자 전체를 

포함해서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을 보았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의 상호작

용 행위가 초기 40%에서 2일의 마지막에는 65%정도까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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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간호사 A-환아 3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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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환아 3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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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 B - 환아 2

간호사 B는 아동병동에서 근무한지 2년이 되었고 미혼이며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 다. 관찰기간동안 간호사 B는 환아 2와 환아 5를 담당환아로 맡았다. 환아 

2는 6년 1개월된 남자아이로 왼쪽 고관절 활액막염으로 어머니와 함께 입원하 으

나 낮 동안의 주된 간호자는 집에서부터 환자를 보살펴왔던 유모할머니 다. 환아 

2는 형이 한 명 있으며,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종합병원 입원은 이번이 처음이

었다. 관찰당시 환아는 왼쪽다리에 추를 이용하여 피부견인을 하고 침상에 누워있

었으며 주로 게임기를 잦고 놀았다.

간호사 B와 환아 2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B와 환아 2의 상호작용(총 48행위)에서는 환아 2의 주 보호

자가 환아의 유모할머니로 간호사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적어 2일에 걸친 8시간의 

관찰된 상호작용동안 거의 환아와 간호사간의 상호작용이 대부분이었다. 간호사 B

와 환아 2의 상호작용은 다른 환아들에 비해 상호작용 횟수가 총 48회로 현저하게 

적었다. 그 가운데 환아가 간호사에게 주목/동의하는 행위가 가장 빈번하 고 간호

사가 환아에게 친근하게 보이거나 의견을 구하는 행위가 다음으로 빈번하 다. 간

호사가 환아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 높게 나타난 것이 다

른 사례들과는 다소 다른 차이점이다. 이와 함께 제안을 하거나 정보나 의견을 제

시하는 행위와 정보나 의견을 구하는 행위의 빈도가 균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전체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양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다. 그러나 환아와 간호사간에 

긴장을 보이거나 긴장해소를 보이는 상호작용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상호

작용 참가자간에 적극적인 상호작용 개입은 일어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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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간호사 B-환아 2의 상호작용 행위의 범주별 빈도

NC NM CN CM MC MN 총

친근하게 보임

긴장해소를 보임

동의를 보임

제안하기

의견제시

정보제공

정보를 구함

의견을 구함

제안을 구함

주목하지 않음

긴장을 보임

비우호적으로 보임

7

0

3

6

1

2

2

7

0

1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11

0

1

1

0

0

0

2

0

0

0

0

1

0

1

0

0

0

0

0

0

0

8(16.67)

0( 0.00)

16(33.33)

6(12.50)

3( 6.25)

3( 6.25)

2( 4.17)

7(14.58)

0( 0.00)

3( 6.25)

0( 0.00)

0( 0.00)

총 행위 29 2 15 2 48(100)

* N 담당간호사, C 아이, M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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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B와 환아 2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은 그림 5와 같다. 

간호사 B와 환아 2의 상호작용시 환아의 보호자가 유모할머니 고 보호자와의 상

호작용은 관찰할 수 없었다. 간호사 B는 환아 2에게 중립적인 범주의 행위를 

40-60%로 하고 긍정적인 행위는 40%에서 50%로 약하게 상승하고 있다. 부정적인 

행위는 초 회 20%에서 0-5%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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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간호사 B-환아 2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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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사 B - 환아 5

환아 5는 5년 2개월의 유치원에 다니는 남아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입원하

다. 3년 전에 천식을 진단받고 이전까지 9회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나 환

아의 어머니는 평소 환아가 병원이나 간호사에 대해서 극도로 공포반응을 보 다

고 말하 다. 10번째 입원인 이번 방문은 폐렴으로 심한 기침과 객담, 열이 주호소

다.

간호사 B와 환아 5와의 상호작용 행위의 범주별 빈도는 <표 10>과 같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B와 환아 5의 전체 상호작용 행위는 총 333회이다. 환아가 

간호사에게 주목/동의를 하는 것이 빈번한 상호작용 행위이고, 담당간호사 B가 환

아에게 우호적으로 다가가고 환아에게 주목/동의하며 정보를 구하는 행위가 다음

으로 빈번한 행위이다. 환아 5와 간호사 B의 사례에서는 환아 어머니가 환아에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간호사 B와 환아 5와는 주목/동의를 보이는 것과 주목/동의를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두 높게 나타나 상호작용 참가자간에 평등한 관계를 반 하고 있다. 아울러 

환아가 간호사에 대해 긴장을 보이는 반면 유사한 횟수로 긴장해소를 보여서 균형

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고, 전체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행위의 

범주별 빈도와 비교할 때 중립적인 범주의 상호작용 행위는 전 범주가 평균빈도보

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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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간호사 B-환아 5의 상호작용 행위의 범주별 빈도

NC NM CN CM MC MN 총(%)

친근하게 보임

긴장해소를 보임

동의를 보임

제안하기

의견제시

정보제공

정보를 구함

의견을 구함

제안을 구함

주목하지 않음

긴장을 보임

비우호적으로 보임

37

6

15

9

5

3

14

5

0

4

2

1

2

1

9

3

6

5

10

2

0

0

0

0

3

13

40

1

3

0

0

0

0

10

12

2

1

0

4

2

1

0

0

0

0

5

8

4

7

1

1

8

2

0

1

1

0

1

3

20

4

2

9

2

6

11

4

1

1

0

0

0

54(16.22)

23( 6.91)

78(23.42)

25( 7.51)

23( 6.91)

19( 5.71)

29( 8.71)

9( 2.70)

1( 0.30)

20( 6.01)

25( 7.51)

27( 8.11)

총 행위 101 38 84 26 45 40 333(100)

* N 담당간호사, C 아이, M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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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B와 환아 5만의 상호작용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과 전체 

상호작용 참가자를 포함시켜서 본 상호작용 과정은 각각 그림 6, 7과 같다. 간호사 

B와 환아 5의 상호작용 과정은 긍정적인 범주가 40%에서 100%로 급격하게 증가

하고 부정적인 범주가 초기 만남에서 40%를 보이던 것이 2일째에는 0%를 보이고 

있다(그림 6). 어머니와 다른 의료진이 개입했을 때는 중립적인 범주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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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간호사 B-환아 5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

<그림 7> 환아 5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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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사 C - 환아 4

간호사 C는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아동병동에서 근무한 지 3년9개월 된 

미혼의 간호사이다. 환아 4는 5년 2개월 된 남아로 설소대단축증의 교정수술을 위

해 입원하 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외래를 통해 입원하 고 같은 날에 형도 

편도선수술을 위해 함께 입원하 다. 환아는 평소 유치원을 다니고 이번이 처음 

입원하는 것이었다. <표 11>은 간호사 C와 환아 4의 상호작용을 Bales의 상호작

용 범주로 분류한 빈도와 백분율이다.

간호사 C와 환아 4의 상호작용에서는 간호사가 환아에게 ‘친근하게 보임, 제안

하기, 주목/동의를 보임’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고, 환아가 간호사에게 ‘주목/동의

를 보임, 긴장을 보임’이 다음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전체 간호사-환아 사례들의 상호작용 행위의 범주별 빈도와 비교해서 분석하면 

간호사 C가 환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주목/동의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아에게 다가가려고 하나 반면 환아는 간호사에게 주목/동의하는 비

율이 낮고 주목/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긴장을 보이는 행위

를 보이는 반면 긴장해소를 보이는 행위는 거의 보이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간호사 

C에 대한 반응이 소극적이고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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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간호사 C-환아 4의 상호작용 행위의 범주별 빈도

NC NM CN CM MC MN 총(%)

친근하게 보임

긴장해소를 보임

동의를 보임

제안하기

의견제시

정보제공

정보를 구함

의견을 구함

제안을 구함

주목하지 않음

긴장을 보임

비우호적으로 보임

30

3

14

19

2

6

6

3

0

1

0

0

0

0

0

2

0

1

1

0

0

0

0

0

0

1

31

1

4

1

5

0

0

6

10

0

0

0

1

4

0

0

0

0

0

0

0

0

0

0

4

0

1

1

0

0

1

0

0

0

30(18.87)

4( 2.52)

50( 3.45)

26(16.35)

7 ( 4.40)

9( 5.66)

12( 7.55)

3( 1.89)

1( 0.63)

7( 4.40)

10( 6.29)

0( 0  )

총 행위 84 4 59 5 7 159(100)

* N 담당간호사, C 아이, M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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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경과에 따른 간호사 C와 환아 4만의 상호작용 과정과 환아 4의 상호작

용 과정 전체는 각각 그림 8, 9와 같다. 간호사 C와 환아 4만의 상호작용 과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그림 8). 간호사 C와 환아 4는 긍

정적인 행위가 55%로 첫 만남부터 높았고 이후 40%이상을 기본적으로 유지했으

나 눈에 띄는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중립적인 범주는 30-40%를 유지했고 부정적

인 범주는 15%에서 정맥주사 간호상황에서 25%로 상승했다가 관찰이 종결될 당

시에는 5%정도로 감소하 다(그림 8). 환아 4의 전체 상호작용 과정은 어머니와 

다른 간호사를 포함하 을 때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중립적인 범주의 상호작용 

행위 비율이 간호사 C와 환아 4만을 추출한 그래프에 비해서 상승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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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간호사 C-환아 4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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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환아 4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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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호사 D - 환아 7

간호사 D는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5년1개월을 근무하 고 이중 3

년 5개월 전부터 아동병동에서 일하기 시작하 다. 간호사 D는 결혼을 하 으나 

자녀는 없는 상태이다. 간호사 D의 담당환자 던 환아 7은 여자환아로 천식, 폐렴

을 진단받고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하 다. 언니와 오빠가 있고 어

머니가 직업이 있어서 어린이집 종일반을 다녔다. 

간호사 D와 환아 7의 상호작용 행위를 Bales의 범주별로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간호사 D와 환아 7의 사례에서는 간호사가 환아에게 ‘친근하게 

보임, 의견제시’의 상호작용 행위를 빈번하게 보이고,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정보를 

구함’이 다음으로 빈번하게 나타난다. 빈도수로 볼 때 간호사-환아의 관계와 간호

사-어머니와의 관계의 빈도수가 77:76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간호사 D와 환아 7의 사례를 전체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의 범주별 분류의 평

균비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친근하게 보임’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간호사가 환

아에게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환아를 달래는 부분도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간호사 D와 환아 7의 사례에서는 전체 사례들에 비해 긴장을 보

이는 비율이 높은데 구체적으로는 환아와 어머니의 긴장행동이 함께 높게 나타나

고 있고, 간호사와 환아가 함께 긴장해소를 보이고 있다.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정

보를 구하는 비율이 높고,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정보제공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간에 주목/동의를 보이거나 주목/동의를 보이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

로 낮아서 관계에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비우호적으로 보이는 상호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간호사 D와 환

아 7의 상호작용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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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간호사 D-환아 7의 상호작용 행위의 범주별 빈도 

NC NM CN CM MC MN 총(%)

친근하게 보임

긴장해소를 보임

주목/동의를 보임

제안하기

의견제시

정보제공

정보를 구함

의견을 구함

제안을 구함

주목/동의하지 않음

긴장을 보임

비우호적으로 보임

19

6

2

5

10

0

6

1

0

0

1

0

2

1

3

6

7

8

14

0

0

2

0

0

0

7

13

0

2

0

0

0

0

1

4

0

0

0

0

0

3

0

0

0

0

0

6

0

14

0

0

2

3

1

0

0

0

0

4

0

1

2

11

0

2

12

3

0

0

0

2

0

36(19.35)

16( 8.60)

29(15.59)

13( 6.99)

27(14.52)

21(11.29)

23(12.37)

1( 0.54)

0( 0.00)

3( 1.61)

17( 9.14)

0( 0.00)

총 행위 50 43 27 9 24 33 186(100)

* N 담당간호사, C 아이, M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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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경과에 따른 간호사 D와 환아 7만의 상호작용 과정과 전체 상호작용 참가

자를 포함시킨 상호작용 과정은 각각 그림 10, 11과 같다. 간호사 D와 환아 7만의 

상호작용 과정 그래프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적인 범주의 행위가 초기 20%에서 0%로 감소하 고 중립적인 

범주가 40%에서 60%로 증가하 으나 긍정적인 범주는 변화가 거의 없다(그림 

10). 어머니와 다른 간호사가 포함된 전체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중립적인 범주의 

행위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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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간호사 D-환아 7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 

-20

0

20

40

60

80

100

입원설명 채혈 채혈,정맥주사 시작 병실순회(2일) 정맥투약(2일)

간호활동

백
분

율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그림 11> 환아 7의 시간경과에 따른 전체 상호작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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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호사 E - 환아 6

간호사 E는 5년11개월 동안 소아병동에서 근무한 미혼의 간호사로 간호전문대

학을 졸업하 다. 간호사 E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환자에게 가장 잘 하는 간호사라

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간호사 E의 담당이었던 환아 6은 5세의 남자아이로 천식, 

폐렴을 진단받고 심한 기침을 하면서 지친 모습으로 다른 병원에서 정맥주사를 달

고 전원되어 어머니와 함께 입원하 다. 

<표 12>는 간호사 E와 환아 6과의 상호작용을 Bales의 범주로 분류한 빈도이

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 E와 환아 6과의 상호작용(총 188행위)에서는 간호사가 환

아에게 보이는 상호작용 행위와 어머니에게 보이는 행위,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보

이는 상호작용 행위와 아이가 간호사에게 보이는 행위가 유사한 빈도수를 보이고 

있어서 간호사-환아-어머니가 균형적으로 개입된 상호작용 양상을 보인다. 전체 

간호사-환자 사례의 상호작용 행위의 범주별 평균비율과 비교해 보면, 환아가 간

호사에게 긴장을 높게 보이고 있고 긴장해소도 다른 사례와 유사한 비율을 보인

다. 간호사는 환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상호작용 행위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표 13> 간호사 E-환아 6의 상호작용 행위 범주별 빈도 

NC NM CN CM MC MN 총(%)

친근하게 보임

긴장해소를 보임

주목/동의를 보임

제안하기

의견제시

정보제공

정보를 구함

의견을 구함

제안을 구함

주목/동의하지 않음

긴장을 보임

비우호적으로 보임

20

3

4

5

1

3

3

2

0

0

3

0

3

1

5

10

3

9

10

0

0

0

0

0

1

6

10

0

0

1

0

0

0

0

14

2

0

0

1

0

0

0

0

0

0

3

5

0

6

0

0

8

0

2

0

1

0

0

2

1

4

1

14

0

4

12

2

0

2

0

1

0

34(18.09)

11( 5.85)

34(18.09)

23(12.23)

8( 4.26)

27(14.36)

15( 7.98)

3( 1.60)

2( 1.06)

3( 1.60)

25(13.30)

3( 1.60)

총 행위 44 41 34 9 20 40 1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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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간호사 E와 환아 6만의 상호작용 과정과 전체 상호

작용 참가자를 포함시켰을 때의 환아 6의 상호작용 과정은 각각 그림 12, 13과 같

다. 간호사 E와 환아 6의 상호작용 과정은 시간경과에 따라 가장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긍정적인 범주의 경우 초기 만남에서 10%로 낮고 부정적인 범

주가 45% 던 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긍정적인 범주 100%, 부정적인 범주 

0%로 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그림 12). 한편 환아 6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에

서는 중립적인 범주가 상승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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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간호사 E-환아 6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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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환아 6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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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호사 F - 환아 8

간호사 F는 9년 6개월동안 병원에서 근무하 고 아동병동에서 일한 지 2년 10

개월이 되었다.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하 고 결혼하여 자녀가 1명이 있다. 간호사 F

의 담당환자인 환아 8은 여자환아로 5세이고 급성위장관염으로 어머니와 함께 처

음으로 병원에 입원하 다. 오빠가 있고 평소에 유치원에 다니며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활발했다고 어머니가 말하 으나 병동생활동안 그다지 말을 하지 않고 주

로 TV를 보며 지냈다.

간호사 F와 환아 8의 상호작용 행위의 범주별 빈도는 <표 14>와 같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F와 환아 8의 사례에서는 총 194개의 상호작용 행위가 분석

되었다. 이 중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향하는 상호작용 행위가 가장 빈번하고 다음

으로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향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 다른 사례의 상호작용

과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정보제공 하기, 의견

제시하기, 주목/동의하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어머니가 간호사에게 ‘주목/동

의하기, 정보제공하기, 정보 구하기, 의견제시하기’를 빈번하게 보이고 있다. 환아와 

간호사와의 상호작용 행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특히 간호사가 환아에게 거의 

접근하지 않고 있다. 

상호작용 범주를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과 중립적인 범주로 나누었을 

때 특징적인 것이 중립적인 범주의 상호작용 행위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긴장을 

높게 보이고 있으나 긴장해소는 거의 보이지 않아서 상호작용 과정동안 관계개선

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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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간호사 F-환아 8의 상호작용 행위의 범주별 빈도

NC NM CN CM MC MN 총(%)

친근하게 보임

긴장해소를 보임

동의를 보임

제안하기

의견제시

정보제공

정보를 구함

의견을 구함

제안을 구함

주목하지 않음

긴장을 보임

비우호적으로 보임

2

0

1

3

1

2

0

1

0

0

2

0

0

0

16

9

17

24

8

0

0

1

0

0

0

0

0

0

0

0

0

0

0

6

10

4

0

1

0

0

1

0

0

0

0

0

2

0

4

0

6

1

2

2

1

0

0

0

0

0

0

0

16

1

9

14

13

8

1

0

4

1

6( 3.09)

1( 0.52)

39(20.10)

14( 7.22)

30(15.46)

42(21.65)

22(11.34)

9( 4.64)

1( 0.52)

7( 3.61)

18( 9.28)

5( 2.58)

총 행위 12 75 20 4 16 67 194(100)

* N 담당간호사, C 아이, M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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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간호사 F와 환아 8만의 상호작용 과정과 이 사

례에서 전체 상호작용 참가자들을 포함시킨 상호작용 과정은 각각 그림 14, 15와 

같다. 간호사 F와 환아 8은 시간경과에 따라 부정적인 범주의 행위가 50-100%로 

전체 범주 중 가장 높고 긍정적, 중립적인 범주의 행위는 낮게 나타난다. 반면 어

머니가 개입된 환아 8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은 시간경과에 따라서 중립적인 행위가 

25%에서 85%로 증가하 고 부정적인 범주의 행위가 50%에서 5%정도로 감소하여 

간호사와 환아만의 상호작용 과정과 명확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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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체온측정 채혈 활력징후 측정 정맥투약(2일)

백
분

율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그림 14> 간호사 F-환아 8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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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분

율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그림 15> 환아 8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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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간호사-환아 상위의사소통

1. 상위의사소통 행위

간호사와 환아의 상호작용시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행위를 분석하여 추출

해낸 상위의사소통 행위의 목적과 내용은 <표 15>와 같다.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총 19개가 추출되었고 이것은 다시 4개로 범주화되었다.

<표 15> 상위의사소통 행위의 목적과 내용

목적 상위의사소통 행위 정의

관심끌기 다가가기 상대방의 관심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접근하

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하는 것

눈높이 맞추기 성인이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몸을 구

부리는 것

눈맞추기 대화동안 상대편의 눈을 응시하는 것

접촉하기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건드리는 것

반응을 

유발하기

격려나 칭찬하기 처치시 아동의 수행에 대해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되돌리기 아동의 앞의 말에 반응을 하면서 동시에 아동

의 반응을 요구하는 발화

목소리 바꾸기
아동에게 지시하거나 질문하는 것 등이 직접적

으로 전달되는 것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기목소리나 음색이나 억양을 변화시키는 것

선택하게 하기 ‘할래/안 할래’가 아닌 선택사항을 주어 아동이 

거부하지 않고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 

친근하게 요구하기 발화시작 접두어의 사용을 포함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동이 지시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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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상위의사소통 행위의 목적과 내용(계속)

목적 상위의사소통 행위 정의

확장하기 자기 스스로 한 말을 확장해서 반복하는 것, 아

동이 가까이 나온 말들끼리 비교를 하여 구조적 

유사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덧붙이기(tag)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의 끝부분에 붙이

는 언어적 장치

반복 및 확인하기 상대방의 이전 말을 반복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공감하기
동질감 표현하기 성인이 상대아동에게 아동이 좋아하는 물체나 

상징 등을 함께 공유함을 나타내는 것

반 하기 상대아동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해 주는 것

긴장완화 상징으로 표현하기 특정 행위나 물체를 상대아동이 이미지를 떠올

릴 수 있는 단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

행위기술하기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나 과거나 미래의 행동을 

진술하는 것

아동처럼 말하기 물체나 정서 등을 아동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형

용사 등의 단어로 쉽게 풀어주는 것

이완된 자세 취하기 편안한 자세로 기대어 서거나 앉아있는 것

전환하기 상대아동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한

가지 측면만을 보는 경향이 있는 아동이 특정사

항에서 관심을 돌리도록 시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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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별 상위의사소통 행위 사용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과정에서 추출된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총 146회로 이는 

기본적으로 간호사가 환아와의 만남에서 환아의 관심을 끌거나, 반응을 유발하거

나, 공감을 시도하거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도하는 시발행위와 그에 대한 

환아의 반응으로 구성된다. <표 16>은 추출된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각 간호사와  

행위에 따른 빈도로 정리한 것이다. 간호사-환아의 상호작용에서 간호사는 환아와

의 공감을 시도하기 위한 반 하기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 고, 환아의 관심을 

끌기위해 다가가서 주의를 끄는 행동이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긴장완화를 

위해 아동처럼 말하거나, 환아의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덧붙이기(Tag)를 사용하거

나, 친근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이었다. 

간호사 A와 환아 1의 사례에서는 상위의사소통 행위가 목소리 바꾸기 1회만 

보인다. 간호사 A와 환아 3의 사례에서는 상위의사소통 행위가 총 22회로 관심끌

기(다가가기, 눈높이 맞추기, 눈맞추기), 반응을 유발하기(격려나 칭찬하기, 되돌리

기, 목소리 바꾸기, 덧붙이기), 공감하기(반 하기), 긴장완화하기(상징으로 표현하

기, 행위기술하기, 아동처럼 말하기, 이완된 자세 취하기) 등 전 역의 상위의사소

통 행위를 보이고 있다. 간호사 B와 환아 2의 사례에서는 모두 7회의 상위의사소

통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관심끌기(다가가기), 반응을 유발하기(격

려하기, 되돌리기), 공감하기(반 하기), 긴장완화하기(행위기술하기) 등이 사용되었

다. 간호사 B가 환아 5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인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총 16회로 관

심끌기(다가가기, 눈높이 맞추기, 접촉하기), 반응을 유발하기(확장하기, 덧붙이기, 

확인하기), 공감하기(동질감 표현하기, 반 하기), 긴장완화하기(아동처럼 말하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간호사 C와 환아 4의 사례에서는 관심끌기(눈높이 맞추기, 눈

맞추기), 반응을 유발하기(격려나 칭찬하기, 되돌리기, 목소리 바꾸기, 선택하게 하

기, 친근하게 요구하기, 확장하기, 덧붙이기, 확인하기), 공감하기(반 하기), 긴장완

화하기(상징으로 표현하기, 아동처럼 말하기, 이완된 자세 취하기) 등의 전 역에 

걸쳐 총 41회의 상위의사소통 행위가 사용되었다. 간호사 D는 환아 7과의 상호작

용에서 상위의사소통 행위로 관심 끌기(눈맞추기, 접촉하기)만을 보이고 있다. 간

호사 E가 환아 6에게 보인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관심 끌기(다가가기, 접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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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유발하기(목소리 바꾸기, 친근하게 요구하기, 확장하기, 확인하기), 공감하기

(반 하기), 긴장완화하기(상징으로 표현하기, 행위기술, 아동처럼 말하기) 등으로 

이는 추출된 상위의사소통 행위 모두를 포함하고 총 23회이다. 간호사 F는 환아 8

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상위의사소통 행위도 보이지 않았다.

<표 16> 간호사와 환아의 상위의사소통 행위

A-1 A-3 B-5 B-2 C-5 C-7 C-4 D-7 E-6 총

A. 관심끌기

   1. 다가가기 1 4 3 2 2 12

   2. 눈높이 맞추기 2 1 2 3 3 11

   3. 눈맞추기 2 1 1 1 5

   4. 접촉하기 1 1 2 1 2 7

B. 반응을 유발하기

   1. 격려나 칭찬하기
1 1 2 1 4 9

   2. 되돌리기 1 1 6 8

   3. 목소리 바꾸기 1 2 2 1 6

   4. 선택하게 하기 2 1 3

   5. 친근하게 요구 1 1 4 4 10

   6. 확장하기 1 2 1 4

   7. 덧붙이기(tag) 1 3 1 6 11

   8. 반복/확인하기 1 1 2 1 5

C. 공감

   1. 동질감 표현하기 1 1

   2. 반 하기 2 2 1 2 7 6 20

D. 긴장완화

   1. 상징으로 표현
2 2 1 3 8

   2. 행위기술하기 2 1 2 2 2 9

   3. 아동처럼 말하기 4 1 1 4 1 1 12

   4. 이완된 자세 2 1 3

   5. 전환하기 2 2

총 1 22 16 7 9 25 41 2 23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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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A.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시간

본 연구에서 일 종합병원의 아동병동에서 8쌍의 간호사-환아의 상호작용을 관

찰한 결과 전체 64시간동안 75회의 상호작용 상황이 발생하 고 총 1871개로 분류

된 상호작용행위가 있었다. 이 때 1쌍의 간호사-환아가 관찰된 총 8시간동안 상호

작용 평균시간은 39.75분이고 1회 에피소드의 평균시간은 4.24분이었다. 간호사-환

아의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환아의 병실에 간호사가 직접간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방문중에 일어났고 이는 병실순회활동, 투약, 간호처치, 활력징후 측정의 순이었다. 

Lotzkar와 Bottorff(2001)가 3일동안 암병동에서 간호사-성인 암환자 한 쌍을 비디

오 관찰한 것을 분석한 연구에서 관찰된 32시간 동안 2시간 19분의 상호작용이 있

었던 것으로 보고하 는데 이 시간을 8시간으로 환산하면 34.75분으로 본 연구에

서의 간호사와 환아의 상호작용 시간수가 5분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심

과 지성애(1990)가 종합병원 근무간호사 42명과 그 성인담당환자와의 쌍을 관찰연

구한 결과 한 쌍당 상호작용시간이 관찰된 4시간동안 약 4분4초 고 이를 8시간으

로 환산하면 8.8분으로 본 연구에서의 아동병동에서의 상호작용 시간수의 25% 정

도이다. 선행연구에서 관찰된 시간동안 상호작용 활동은 주사행위, 활력징후측정, 

독자적인 간호행위 및 간호순회의 순으로 본 연구의 아동병동에서의 간호활동과 

내용면에서는 유사하 다. 이와 같이 아동병동에서 간호사-환아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 시간이 성인보다 길게 나타난 것은 아동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특성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부모를 비

롯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간호사는 모든 간호활동마다 환아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의 상호작용도 같은 비중을 두고 하여야만 한다. 또한 발달적 특

성에 따라 모든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아들에게 그들의 인지적, 사회심리

적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환자와의 상호작용에 소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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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길게 할 수밖에 없다. 직접적인 간호활동을 매개로 한 환자와의 상호작용

은 간호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 향을 미

치는 요인 중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간호사 1인당 배정된 환자수, 간

호사가 느끼는 시간에 대한 압박, 업무부담 등이다(Caris-Verhallen 외, 1999). 즉 

간호사가 시간의 압박을 많이 느낄수록 환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건강과 간호와 관

련된 교육적인 내용의 대화시간이 적었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와 환

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시간이 길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질적인 간호사-환아 상

호작용을 위하여 환자의 특성에 맞는 환자수 재배정과 같은 행정적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 상호작용 양상

본 연구의 결과 전체사례에서 첫날에 비해 둘째날에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위가 

증가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가 환아와의 관계형성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Lotzkar와 Bottorff(2001)의 연

구에서 3일동안 암병동에서 동일한 간호사와 환자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긍정

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고한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낯선 의료진과의 관계

형성이 쉽지 않은 아동환자 간호에서는 적어도 환아가 입원해서 담당간호사와의 

관계가 2일 이상은 연속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관계의 연속성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본 연구의 자료수집 장소 던 

아동병동에서는 입원간호를 담당간호사가 하지 않고 중간번 간호사 제도가 있어서 

입원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있었다. 그럼으로써 담당간호사와 환아와의 첫 만

남은 정맥주사나 채혈을 하기 위해 처치실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환아

는 자신의 담당간호사를 가장 공포스러울 때 만나게 되고 이런 기억은 전반적인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환아나 보호자가 병

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 환아를 지속적으로 간호해 줄 사람과 공식적인 만남이 처

치실에서의 위협적인 만남으로 시작된다면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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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간호사들이 대상자들과 처음 만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림

으로써 환아와 보호자가 자신들을 도와 줄 특별한 전문인력이 있다고 인지한다면 

병원생활에서 보다 안전함과 편안함을 가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채

혈간호사가 따로 있고 입원간호는 담당간호사가 하는 체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

다. 

상호작용 참가자들이 주로 상호작용하는 상대자가 간호사와 환아, 간호사와 어

머니, 간호사-환아-어머니의 세 가지 형태를 보 다. 간호사와 환아간의 상호작용

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의 감정적인 행동 중심인 것에 비해 어머니와의 상

호작용은 중립적인 정보교환 중심이었다. 이는 코딩과정에서 하나의 단위행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범주로만 분류하 기 때문에 간호사와 환아간에 정보 교환을 목

적으로 하는 중립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반응이 보이면 감정적 

범주로 분류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결과를 통해 간호사가 아동과 

상호작용을 할 때와 성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의 차이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이

는 보건간호사와 아, 그리고 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간호사와 

아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설득적이고도 유희적인 관계가 나타났고, 어머니와는 정

보제공 등을 통해 어머니의 자신감을 지지하는 관계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

다(Vervilainen-Julkunen, 1992).

아동병동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에서 주된 주도자는 환아

에게 향하는 간호사이고 환아가 간호사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다음이었다. 여

기에서 간호사는 환아에게 친근하게 접근하고자 한 것이 가장 많았고 환아가 간호

사에게 주목하거나 동의하고 있는 행위가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간호사가 아동에

게 향하는 상호작용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행위, 중립적인 행위, 부정적인 행위

순이었고, 환아가 간호사에 대해서는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중립적 상호작용 

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중립적, 긍정적, 부정적 반

응의 순으로 중립적인 정보 교환이 주도적이었다. 이성심과 지성애(1990) 연구에서 

간호사-성인환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모든 대화의 83%를 간호사가 주도하 다고 보

고되었다. 주로 간호사들의 질문형태가 많았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75.8%가 폐쇄

적 질문형태여서 비촉진적인 상호작용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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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호작용 내용의 질을 어의구별법에 의해 평가했을 때 긍정적 평가 45.2%, 

부정적 평가 54.8%로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이 보 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

다. 즉 간호사 주도 던 것은 성인과 아동환자 연구 모두에서 유사하지만 긍정

적이거나 중립적인 범주의 상호작용이 성인보다 아동이 더 높았던 것은 아동과의 

만남이 성인과의 만남보다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Bales와 Hare(1965)는 Bales의 상호작용과정 분석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에

서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21가지의 연구를 고찰하여 Bales 범주를 진단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참고점수를 제시하 다. 그는 21가지 상황의 상호작용 분석에서 

각 연구마다 제시된 범주별 상호작용행위 빈도를 백분율로 전환하여 평균비율과 

최저, 최고 비율을 제시하 다. Bales가 진단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호작용 

과정 평균비율과 간호사-환아 상호작용과정 비율을 비교해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사와 환아, 어머니간의 상호작용

에서는 높은 비율의 주목/동의를 보 다. 이는 상호작용 참가자간의 관계가 평등하

지 않음을 의미하며 참가자간의 의사결정이나 동의가 필요한 상호작용임을 유추할 

수 있다. 긴장이 높게 보이고 친근하게 보이는 것이 높았던 것으로 이 상황이 환

아와 어머니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이고 간호사에게도 낯선 대인관계를 주도해야 하

는 스트레스 상황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친근하게 다가가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제공하는 것과 정

보를 구하는 것은 간호사와 어머니간에 빈번했고 아동과 간호사간에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과의 정보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의 특성상 정보교환시에 정서가 동반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을 다루는 

범주로 분류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 간호사가 아동에게 의견을 구하는 행위

를 함으로써 아동을 상호작용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을 

구하거나 제안을 요청하는 것이 낮은 비율로 나타나 상호작용으로 끌어들이는 정

도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 간호사가 다른 특성을 가진 환아와 각각 상호작용한 것을 비교해 보았

을 때 환아의 연령과 입원경험에 따라 상호작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간호사 A는 환아 1과 3을 간호사 B는 환아 2와 5를 담당환자로 상호작용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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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서 다른 특성들이 유사한 가운데 연령이 6세인 환아 1과 2, 5세인 환아 3과 5

와의 연령별 상호작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6세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의 특징

은 중립적인 범주의 정보교환과 관련된 행위들이 보다 많다는 것이고, 5세 아동과

의 상호작용은 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적인 범주들이 우세하 다. 또한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상위의사소통 행위의 빈도가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연령 차이에 따른 아동의 발달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 음

을 파악할 수 있다. 

간호사 A는 6세의 환아 1에게는 관찰된 시간동안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1회만 

사용했지만 5세의 환아 3에게는 총 22회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 B도 6세의 환아 2에게는 8회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5세의 환아 5에게는 총 15회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

호사들이 연령이나 발달단계 등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상호작용 형태나 의사소통 

전략을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Caris-Verhallen과 동료들, 

1999)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와의 의사소통시 환자의 특성을 인식하지 않고 상호작

용을 한다고 보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병동의 간호사들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도구적이거나 감정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의사소통 유형이 

다르고 의사소통 전략 또한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은 개별간호를 강조하는 현재의 

간호철학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환아 3은 2회, 환아 5는 9회, 환아 6은 7회의 같은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고 그 외의 환아들은 모두 처음 병원에 입원하 는데 입원경험이 있는 환아와 

간호사의 상호작용 과정이 시간경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 다. 이를 통해 

병원환경에 처음 노출된 아동들에 비해서 입원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관계형성 과

정이 더 원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원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초기에 부

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 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단순한 반복만남의 효과

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아동이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낯설고 두려운 상황에서 관계형성을 잘 함으로써 보다 편안해 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별한 간호중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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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위의사소통 행위

간호사와 환아의 상호작용에서 상위의사소통 행위가 많이 사용되었던 사례에서 

상호작용 과정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환아 2와 환아 5를 간호

한 간호사 B의 경우 환아 2에게는 8회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사용하고, 환아 5에

게는 추출된 전 범주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15회 사용하 는데 환아 5와의 상호

작용은 시간경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이 급격히 상승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감

소하 으나 환아 2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았

다. 또한 환아 1과 3을 간호한 간호사 A의 경우 환아 1에게는 2회의 상위의사소통

을 사용하고 환아 3에게는 22회를 사용하 는데 환아 3과는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

작용 과정이 긍정적인 범주가 서서히 상승하고 부정적인 범주가 서서히 감소하

으나 환아 1과는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 과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간호사 E

의 경우에는 환아 6에게 전 역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총 23회 사용하 는데 이 

쌍의 상호작용도 시간경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또한 상위의사소통 행위 사용빈도가 낮은 사례일수록 간호사와 환아간의 긴장

과 긴장해소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상호작용 몰입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호사 C의 경우 상호작용을 한 모든 환아들에게 높은 빈도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담당환아 던 환아 4와의 상호작용이 시간경과에 따른 특

기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간호사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범주

의 상호작용 행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적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환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간호사 F

와 D의 경우에는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인 범주가 우세하고 환아보다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다. 간호사가 환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발달기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간호사가 환아와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례들이 보여주는 상위의사소통 행위 사용과 상호작

용 과정의 변화를 통해 학령전 환아에게 간호사가 사용하는 상위의사소통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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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작용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위의사소통 행위의 사용은 간호사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높은 사용빈도를 보 던 간호사 4명 중 3명은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 고 

잘 사용하지 않았던 간호사들은 모두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하 다. 간호사들의 임

상경력은 다양하 다. 이는 선행연구(Caris-Verhallen와 동료들, 1999)에서 간호사

의 교육수준이 간호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유의하게 연관되었던 결과와 

유사하나 구체적으로는 몇가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선행연구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간호사가 개인적인 말이나 담소가 더 적었고, 간호와 건강에 대한 의사소통

이 더 많았으나 비언어적 행위(환자 응시와 머리를 끄덕이는 것)는 더 적었다. 이 

연구에서의 대상이 지역사회에서 노인가정간호를 하는 간호사와 노인센터에서 노

인을 간호하는 간호사 고 연구자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간호사들이 더 기술을 요

하는 간호업무에 참가함으로써 비언어적 행위가 더 적었던 것으로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교

육수준이 더 높은 간호사들이 더 빈번하게 사용하 던 반면 선행연구에서 노인환

자에 대한 비언어적 행위를 교육수준이 더 높은 간호사가 적게 보 던 결과는 대

상과 상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간호경험이 교육수준보다 정서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보이

는데 더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즉 경험이 많을수록 정서적인 언어적 의사소통을 많

이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이 적은 간호사들이 환자들과의 긍정적 부

정적 감정의 의사소통 행위가 더 빈번하 다. 장성옥과 박 주(1999)는 간호경력기

간이 길수록 의사소통 장애요인 중 입장의 모호성 요인, 자신감 결여요인, 부적합

한 신뢰관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즉 간호경력기간이 길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증가하고 의사소통 장애요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반면 Caudill(1958)은 병원에서 경력이 짧고 젊은 간호사들이 경력이 많고 나이많

은 간호사들보다 훨씬 더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자주하며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고 하 다. 정신질환자와 간호사의 대인관계 경험을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기술한 

박정원(1999)은 간호사들이 경력이 쌓이면서 간호업무에 익숙해지고 반복되는 환

자들의 재발로 인해 환자들의 증상에 무덤덤해지고, 환자 개개인과의 관계 형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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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간호업무 중심으로 우선 순위가 변하면서 관계형성에 대해서도 일상적 태도

를 취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의 아동병동의 간호사들도 임상경력이 

오래된 간호사들의 환자와의 상호작용 수준이 임상경험이 더 적은 간호사들에 비

해 활발하지 않았던 것도 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현상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관계의 관점에서 한가지 상호작용 행위를 하나의 범주로 

분류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내용수준에서 대화를 분류한 선행연구들과 상호작용 범

주 분류기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한 요인으로 추측된다. 또한 분석되지는 않았

지만 아동병동에서 간호사와 환아와의 대화의 주제는 성인환자와 간호사와의 대화

에 비해 질병과 건강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아동의 입원과 처치로 인한 불안과 두

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적 대화가 빈번했던 것이 선행연구들과의 차이

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때문에 아동간호사를 위한 간호지침은 의사

소통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내용 개발이 필요하고 특별한 의사소통 훈

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사가 학령전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것으로 추출된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능성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사들이 아

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보 을 때 아동의 반응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반응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간호사와 환자 관계가 업무중심적이고 제한

적이며 개별적이지 못하고 특히 아동환자와의 공감정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다

고 보고한 선행연구(장성옥, 박 주, 1999; 김인자, 손행미, 1997; 박은숙, 석민현, 

정경숙, 1997; 이성심, 지성애, 1990; Macleod-Clark, 1983)와는 달리 간호사가 환자

의 의사소통능력에 적합한 상호작용 행위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

다. 

추출된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크게 관심끌기, 반응을 유발하기, 공감하기, 긴장완

화하기의 네 역과 각 역에 다가가기, 눈높이맞추기, 눈맞추기, 접촉하기, 격려

나 칭찬하기, 되돌리기, 목소리 바꾸기, 선택하게 하기, 친근하게 요구하기, 확장하

기, 덧붙이기, 반복 및 확인하기, 동질감 표현하기, 반 하기, 아동처럼 말하기, 상

징으로 표현하기, 행위기술하기, 전환하기로 이는 관계형성이나 협상을 위한 큰 축

과 개별적인 의사소통 전략으로 구성되어있다. 네 가지 역의 큰 축은 관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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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협상과정으로서의 상위의사소통 행위의 정의에 부합하며, Trawick-Smith 

(1998)가 아동의 놀이관찰연구를 통해 아동의 상위의사소통 행위의 한 형태로서 

상위놀이(metaplay)를 주도, 반응, 구축의 3가지 형태로  제시한 것과 유사한 형태

와 목적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osaro(1986)가 아동이 상호작용시에 협

상을 위해 보이는 7가지 의사소통 전략으로 제시한 언어표현적 암시(억양, 목소리 

크기, 강도, 높낮이, 강조), 행위기술, 반복, 확장, 관심유도, 지시, 부가의문과 유사

하게 내용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간호사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기본적으로 학

령전기 아동의 조작전기적 특성을 충분히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

아기 이래로 상징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대화에서 반복을 자주 보이며 물활론적 사

고와 의식화(ritualization)의 경향이 있는 학령전 아동의 인지적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Mitchell(1991)은 상위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참가자들이 발생한 의사소통 행위를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언어화된 것에 숨어있거나 비언어적 몸짓과 표현에서 

묻어나는 숨은 메시지가 표출화된 것이라고 정의하 고 이는 언어적, 언어외적(음

색, 억양, 굴곡, 리듬), 비언어적 행동(접근도, 방향설정, 얼굴표정, 몸짓, 자세, 접촉, 

눈맞춤 등)이 포함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언어적 

의사소통 행위와 언어외적 행위, 비언어적 행위가 고루 추출되었고, 이 중에서도 

문장의 구조, 목소리 변화 등의 언어외적 행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문헌에서 

주로 제시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사

회에서의 일반적인 표현양상이 선행연구가 주로 행해진 서구사회와 차이가 있음이 

그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 파악된다. 즉,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비롯한 의사소

통시 표현의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적 가치가 간호사와 환아

의 상호작용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관찰기간동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는 문화적 시각에 의한 간호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만을 집중적으로 관찰연

구를 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Morse와 Bottorff(1990)가 간호사와 성인환자간의 의사소통 행동으로 나타

난 유머와 사교적인 대화의 의미에 대해 논의했던 것과 비교하여 아동에서 상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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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행위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그의 연구에서 사교적

인 대화는 간호사가 환자의 진단을 넘어서 환자를 알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 고, 

환자가 민감한 정보를 밝히고 논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 또한 유머는 간호

사가 환자 간호와 관련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부드럽게 의논하거나 의견의 차

이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고 환자의 기분을 가볍게 하는데 사용되어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아동환자에게 성인간호사가 사용했던 상

위의사소통 행위는 아동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아동을 상호작용의 주된 참가자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아동과 성인-아동의 대화를 각각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상호작용 유형으로서 연구하 던 Camaioni(1979)는 아동과 성인간의 상호작용은 

불균형적이며, 이런 양상은 단순한 연령의 향뿐만이 아니라 상호작용 참가자들

이 서로의 세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공유하는 정도의 양과 질의 차이도 작용한다고 

하 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성인-아동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은 또래

간 놀이보다는 주로 교육적인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 다. 성인은 아동의 경험과 

지식의 세계를 조절하고 확대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 외에 아동 

스스로가 이 시도를 시작하기도 하나 이는 거의 항상 교육적인 형태로 전개된다. 

성인-아동 상호작용의 특성에 대해 3가지의 상호작용 순서가 제시되기도 하는데  

가장 단순한 유형의 상호작용 순서는 아동의 행동에 대해 성인의 언어적 반응

(comment)이 뒤따르는 형태로 이에는 아동의 행동(물체에 대한 행동/ 주목을 요구

하는 비언어적 행동)이 있고 이에 대해 성인의 반응이 뒤따르거나, 아동의 언어적 

표현(주목 요구/ 평서문/ 의문문)이 있고 성인의 반응이 뒤따르는 유형이 제시된

다. 성인은 상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동의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에 대해 반

응하고 그럼으로써 아동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비록 그런 사례들에서 아

동이 혼자서 노느라고 바쁘거나 혼잣말을 하더라도 성인은 때로 언어적 반응

(comment)을 보이며 아동의 세계에 개입하고 이는 상호작용의 기초가 된다. 가장 

복잡한 유형의 상호작용은 세 번의 교대로 구성된다. 즉, 성인의 질문이 있고 아동

이 대답하고, 그 대답에 대한 성인의 반응이 이어지는 형태이다. 이런 세 번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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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대화는 특히 교사-학생 상호작용의 특징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특징은 4세 

이후의 아동들과 성인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사용한 상위의사소통 행위, 특히 

언어의 사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되돌리기, 구조반복 및 확장하기, 반복 및 확인

하기, 행위기술하기 등은 상호작용 구조 분석을 통해 제시된 성인-아동 상호작용

에서 아동과 유능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학령전기 아동들의 또래와 대화하는 것을 보면 상호적인 순응이 나타난다. 

각 상호작용자는 상대자의 활동 수준에 민감하고 그것에 순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면 대화에서 ‘일시적인 일치’가 발견되는데 이는 같은 화자의 표현간에 그

리고 다른 화자들간의 표현양상이 상대자의 표현양상과 같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학령전기 아동들이 또

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일시적인 일치가 보이고 있다. 이는 친근하게 요구하

기나 동질감을 표현하기, 반 하기와 아동처럼 말하기, 상징으로 표현하기 등을 통

해 나타나고 있다. 즉, 성인과 아동과의 대화는 교육적인 상호작용이 주되게 보이

지만 또래와의 대화는 상대에게 순응하는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간호사가 

환아와의 대화에서는 간호사가 아동의 대화방식에 순응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인다. 그 결과로 아동과 간호사와의 상호작용이 일반성인과 아동과의 상호

작용과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아동의 이행과 협조, 더 나아가서 치료적인 효과까

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몇 상위의사소통 행위들은 아동기의 또래관계 연구

자인 Corsaro(1985)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대화참가자간의 힘의 균형을 볼 수 있

게 해준다. Corsaro는 아동들의 역할 행동으로부터 지위의 개념을 추론하 고 상

호작용에서 이 지위의 향을 해석하 다. 즉 그의 연구에서 상급자-하급자 관계

에서 지시를 더 많이 사용하기를 좋아했고, 정보를 제공하는 말은 같은 위치일 때 

더 많이 사용되었다. 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하급자의 위치일 때 우선적으로 사용

되었고, 활동참가를 요청하는 것과 부가의문문은 하급자-상급자에서 양쪽 아동들

에 의해 일정하게 사용되었다. 아기처럼 말하는 것(baby talk)이나 동물소리는 하

급자가 주로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아동환자에게 빈번하게 사용한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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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기(tag)와 친근하게 요구하기, 아동처럼 말하기 등은 특히 아동이 간호사를 권

위있는 성인이라기 보다는 친근하고 편안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또

한 Trawick-Smith(1992)가 학령전 아동들의 또래간 설득과정을 분석한 연구에서 

덧붙이기를 이용하여 요청을 하는 아동의 경우가 상대방의 가장 높은 이행률을 끌

어냈던 것을 보고하 는데 이는 간호사가 보이는 덧붙이기가 본 연구에서도 상대

자의 반응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 음을 지지해 준다. 

본 연구에서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많이 보인 사례에서 환아의 긍정적인 반응이 

상승하거나 긴장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도 긴장해소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간

호사의 덧붙이기와 같은 적절한 상위의사소통 행위가 환아의 특성에 적합하게 작

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병동에서의 간호사-아동간의 상호작용이 간호사-성인환자

간의 상호작용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간호사와 환아간의 상호작용 과정의 질

적인 변화가 보이며, 이러한 질적 변화는 간호사의 상위의사소통 행위가 아동과의 

공감을 형성하고, 환아와의 긴장해소와 관계몰입 등 관계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의사소

통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구축될 수 있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밝혀내고 이를 적극

적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D. 방법론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병동에서의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을 입원 후부터 2일간에 

걸쳐 현장관찰기록과 비디오 녹화기록을 통해 관찰한 것을 분석하 다. 간호사와 

환자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횡단적인 것으로 한 상황의 상호작용

을 분석하거나 간호사나 환자가 인식하는 관계에 관한 질문지나 면담을 이용한 연

구방법들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과 관계형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임상현장에

서 종단적 방법을 사용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의 참가자로서의 아동은 

언어에 의한 구사력이 부족하고 비언어적 행위가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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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는 다르며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찰법을 사

용한 연구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자료수집은 비구조적인 관찰과 비참여 관찰방법으로 하 다. 비구조적인 관찰은 

관찰의 대상이나 방법, 관찰시간이나 관찰시기가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하는 방법으로 사전실험연구나 탐색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예비관찰의 결

과에 근거하여 선택하 다. 관찰연구에서 비구조적 관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관찰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 속에 침투하여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 관찰하

면 자연성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관찰을 동시에 이용할 것을 권고(이은옥, 임

난 , 박현애, 1998)하고 있으나 피관찰자가 타인의 연구대상이 되어 관찰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윤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

으며, 또한 병원환경의 특성을 고려하 을 때 연구의 용이성 측면에서 비참여 관

찰방법을 선택하 다. 이 때문에 간호사들과 환아, 부모들이 관찰자의 존재를 인식

하기 때문에 행동의 왜곡(반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자는 

피관찰자들(간호사와 환아, 보호자)에게 그들의 상호작용 양상이 관찰된다는 사실

만을 설명하고 어떤 내용이 관찰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관찰대상

자들의 방해나 행동의 변질로 인한 오차를 줄이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

들은 예비관찰시에는 오히려 상호작용이 위축되고 환자와의 상호작용 횟수가 감소

하는 등의 역방향의 반동성을 보 지만, 관찰상황에 익숙해지고 병동의 특성상 매

순간 문제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2-3일이 지나면서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

해 거의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또한 관찰시에 관찰효과로 인한 피관찰자의 

행동변화는 평소 믿고 있던 가치가 더욱 드러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간호

사-환자 상호작용 연구에서 관찰법이 타당하 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와 환아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것을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위 모두를 전사하여 심층분석하 다. 이는 지금까지 상호작용 참가자 

중 어느 한 대상자만을 다루거나 언어적 행위 중심으로 상호작용 연구가 이루어졌

던 것에 비해서 보다 포괄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특히 언어사용이 유능하지 못하

고 사회문화적 인지적 배경이 다른 상호작용 참가자로서의 아동과 간호사의 관계

수준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상호관계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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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측정은 환자나 간호사를 함께 다루지 못했던 방법론적인 결함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 연구의 의의

현재의 간호이론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간호현상을 설명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지식체 개발의 필요성이 많은 이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중에서도 특히 

간호의 역을 분류한 Kim(1987)은 간호사-환자 역과 실무 역에 관한, 특히 간

호의 행위적 실천의 과정과 단계에 대한 지식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이런 측면에서 간호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임상현장에서의 관찰자료를 통해 

간호사와 환아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간호사의 의사소통 행위의 내용을 규명함

으로써 간호사-환자 역의 간호현상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제공하여 간호이론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에 제한이 있는 아동을 연구할 때 성인연구

자에 의해 자료수집이 되기 때문에 연구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간호연구에서 상호작용 연구를 위하여 행동적 측면의 관찰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방법론의 다양화와 발전에 기

여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인간과 환경이 지배적이던 간호연구의 대상을 간호

사-환아의 상호작용으로 확대하므로 보다 다양한 간호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

체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실무환경에서 상당수의 간호사들은 환자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간호사와 환아의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하여 제시하므로 실무에서 간호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짧은 시간내에 대상자와 관계형성을 이룬다면 효율적이고

도 차별화된 간호를 요구받는 현재의 병원환경에서 질적인 서비스전략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치료적으로 자신을 사용하는 경험을 통

해 직업만족도 향상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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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측면에서는 아동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교육하

는 훈련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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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병동에서의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그 양상을 분석하

고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상위의사소통을 규명하는 관찰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S시에 소재한 일 종합병원의 소아

과 병동에서 실시하 다. 연구대상자는 소아과 병동의 간호사 6명과 5-6세의 담당

환아 8명과 그 어머니들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자가 비참여관찰하면서 간

호사-환아 상호작용 상황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녹화하 다. 관찰자료는 상

호작용 참가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전사하 고 전사된 자료를 Bales의 상

호작용 과정분석법의 12가지 상호작용범주를 이용하여 분류(coding)하 고, 분류된 

자료를 기반으로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하 다.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양상은 상호작용의 횟수, 시간, 목적, 사례별 상호작용 과정분석,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작용과정 그래프로 제시하 고, 간호사와 환아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내용분

석법을 이용하여 추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환아 8사례가 2일에 걸쳐 8시간 관찰동안 직접적인 상호작용 에피소드

는 총 75회 고 각 사례별 상호작용의 평균시간은 39.75분이었다. 1회의 상호작용 

에피소드의 평균시간은 4.24분이고 상호작용의 목적이 된 직접적인 간호활동은 정

맥주사 시작과 채혈, 입원간호, 병실순회(상태, 수액, 주사부위 확인), 간호처치, 경

구투약, 활력징후 측정, 정맥주사를 통한 투약, 일반적 대화로 이루어졌다. 

간호사-환아-보호자 상호작용의 주된 주도자는 간호사 고 간호사와 환아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범주별로는 주목/동의를 보임, 친근

하게 보임, 정보를 구함, 정보제공, 의견제시, 긴장을 보임, 긴장해소를 보임, 주목/

동의하지 않음, 의견을 구함, 비우호적으로 보임, 제안을 구함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환아의 상호작용은 감정적인 상호작용 행위가 빈번하 다. 간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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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은 중립적인 상호작용 행위가 빈번하 다. 전체적으로 1일에

서 2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긍정적 반응이 증가하고 부정적 반응이 감소하

다. 

사례별 상호작용 과정 분석 결과, 환아의 연령과 입원경험 등의 특성에 따라서 

상호작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간호사측 요인으로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환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상호작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상위의사소

통 행위를 더 빈번하게 보 다. 또한 더 어린 환아에게 상위의사소통 행위와 정서

적 반응의 상호작용 행위를 더 빈번하게 보 다.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많이 보인 

간호사-환아 사례일수록 상호작용 과정이 시간경과에 따라 긍정적 반응은 증가하

고 부정적 반응은 감소하는 변화가 있었다. 

간호사가 환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상위의사소통 행위는 다가가기, 눈높이 

맞추기, 눈맞추기, 접촉하기, 격려나 칭찬하기, 되돌리기, 목소리 바꾸기, 선택하게 

하기, 친근하게 요구하기, 확장하기, 덧붙이기, 반복 및 확인하기, 동질감 표현하기, 

반 하기, 아동처럼 말하기, 상징으로 표현하기, 행위기술하기, 이완된 자세 취하기, 

전환하기가 추출되었다. 이는 관심끌기, 반응을 유발하기, 공감하기, 긴장완화하기

의 4가지 역으로 범주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아동병동에서의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에서 간호사들은 상위의사소

통 행위를 빈번하게 보 고 이는 관계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에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도입하여 간호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촉

진함으로써 간호사가 다른 특성을 가진 대상자에 대해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간호사-환아의 상호작용 양상에 따라 환아와 부모의 간호만족도, 환아의 불

안, 이행 등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간호사-환아 상호작용의 내용분석을 통해 추출된 상위의사소통 

행위가 간호사-환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다수의 대상자를 참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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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연구를 제언한다.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과정을 Bales의 범주로 분류하여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한 방법을 아동이외의 다른 특성을 가진 상호작용을 분석하

는데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4) 관찰법을 이용하여 수집한 간호사-환아 상호작용 과정을 내용분석하여 간호

상황에 적합한 상호작용 범주를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간호사-환자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5) 본 연구에서 추출된 간호사의 상위의사소통 행위를 비롯한 상호작용 훈련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사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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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간호사의 상위의사소통 행위

1) 간호사 A - 환아 1

목소리 바꾸기

언어적 행위 언어외적/비언어적 행위

B 나두요.. 나두요...

N 주사맞아야 겠다.  똑같이 하려면 동생에게

C1 주사맞을 거예요?
OO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간호사를 뒤돌아 

쳐다보며

N
아니예요. OO이 약 보려고..

물 먹었어요?, OO이?
느리게 아동과 같은 음색으로 말한다

C1
OO이가 동생과 마주 앉아서 놀면서 고개를 

뒤로 돌려 간호사를 쳐다보고 있다

2) 간호사 A - 환아 3

다가가기

언어적 행위 언어 외적/비언어적 행위 

NI
OO아, 손 아픈가 안 아픈

가 한번 보자

침대위에 등을 지고 다른 아동들과 마주앉아 있는 아동

에게 다가가며

C3 네? 뭐할라구요? 고개를 돌려 간호사가 말하는 것을 쳐다본다

눈높이 맞추기

NI
OO아, 손 좀 보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수액을 쳐다보고 OO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는다

C3
아이... 싫어....

이거 주사 뺀다고?

OO이의 얼굴이 순간 심각해지고 어머니도 다소 긴

장한 얼굴로 OO이옆에 보조침대에 함께 걸터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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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맞추기

NI 간호사가 OO이의 수액줄을 만지고 점검하려고 한다.

C3 어, 주사 또 맞을려구요? 놀란 목소리로

NI

아니, 보기만 했어..잘 들

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볼려고..

웃으면서 아이를 쳐다보며 느린 목소리로

C3 잘 들어가요?

NI 잘 들어가네요 옆 침대로 향하면서 조용하게 노래하듯이 말한다.

C3
오호, 오호호

OO이는 수액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주사맞은 팔을 위로 

들고 흔들면서

노래부르듯이 침대에 걸터앉아 흔들거리고 있다.

눈맞추기

NI 자.. OO이 일등... 됐지?  눈을 맞추면서 만족스런 표정을 짓는다

C3 껌을 신나게 씹으면서 손을 들여다본다

NI 됐다.. 수액을 조절하고 노래하듯이 말하면서 나간다.

칭찬하기

NI 잘 하네.. 딴 애기들은 울었다..

C3 엄마.. 싫어...

NI 잘 하는 구나..

되돌리기

C3 나 울지도 않았는데.. 간호사를 쳐다보며

NI 맞을 때 안 울었어?

C3 안 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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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리기

C3
불안한 눈초리로 간호사가 주사부위를 

만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NI
근데.. 어떤 애기들은 이런 거 하면 막 우는

데......너 울었어? 안 울었어?

테잎을 붙이면서 OO이를 쳐다보고 말

한다.

C3 안 울었어요..

되돌리기

C3
침대위로 올라와서 간호사쪽으로 다가와 침대틀에 

팔을 얹고 간호사를 바라본다.

NI

오늘 배 아팠어 안 아팠어?

어, 주사 다시 맞았네. 울었어, 

안 울었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놀란 목소리로 

C3 안 울었어요. 볼멘 목소리로

NI 안 울었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 바꾸기

NI 다했다 간호사가 기록을 한 후 밖으로 나간다

M 감사합니다 해야지

C3 감사합니다. 나가는 간호사를 바라보면서

NI 그으래... 노래부르듯이 나가는 채로 돌아보지 않고...

M 이제 이 손 쓰지 말고 --- 해

C3 아...아아아...아
옆으로 편하게 돌아앉으면서 신이나서 노래부르

듯이....

목소리 바꾸기

OO이가 침대에 앉아있고 간호사가 그 앞에 서서 테잎을 침대틀에 

붙이고 있다 방문자들과 어머니가 침상앞에 서서 보고 있다.

C3 어머니를 쳐다보며 입을 오물오물거리며 까불거리고 있다

NI 어-디 보-자. 아이 손을 잡으면서 들어 보면서 노래 하듯이

C3 간호사가 잡은 손을 가만히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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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바꾸기

NI
간호사가 OO이의 수액줄을 만지고 점검하려고 

한다.

C3 어, 주사 또 맞을려구요? 놀란 목소리로

NI
아니, 보기만 했어..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볼려고..
웃으면서 아이를 쳐다보며 느린 목소리로

C3 잘 들어가요?

NI 잘 들어가네요
옆 침대로 향하면서 조용하게 노래하듯이 말한

다.

C3
오호, 오호호

OO이는 수액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주사맞은 팔

을 위로 들고 흔들면서

노래부르듯이 침대에 걸터앉아 흔들거리고 있다.

목소리 바꾸기

C3 네? 뭐할라구요?  고개를 돌려 간호사가 말하는 것을 쳐다본다

NI
여기 부었나 안 부었나 볼라

구요..
주사맞고 있는 손을 잡으면서 흉내낸 목소리로

C3 조용해진다

친근하게 요구하기

NI
OO아, 손 아픈가 안 아픈가 한

번 보자

침대위에 등을 지고 다른 아이들과 마주앉아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한다

C3 네? 뭐할라구요? 고개를 돌려 간호사가 말하는 것을 쳐다본다

덧붙이기(tag)

NI OO아, 저녁 때 죽 나올거야, 좋지?
사이드레일에 팔을 걸치고 웃으면서 OO이

와 눈을 맞춘다

C3 아이, 아이 손으로 바닥을 치면서 좋아한다.

NI 침상쪽으로 가서 iv shooting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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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및 확인하기

NI OO아, 이 손 썼어? 안 썼어?

C3 조금만 썼어요. 심각하게

NI 쪼금 썼어!! 웃으면서 수액조절기를 만진다

C3 시원하네.. 이제

NI 잘 들어가네. 시원해? 수액줄을 만지면서 테잎을 붙인다.

C3 붙이는 것을 조용히 본다

확인하기

NI 자.. OO이 일등... 됐지?  눈을 맞추면서 만족스런 표정을 짓는다

C3 껌을 신나게 씹으면서 손을 들여다본다

NI 됐다.. 수액을 조절하고 노래하듯이 말하면서 나간다.

반 하기

NI
형아 내일 가면 어떡해? 심심하겠다, 이제 

OO이..

C3
장난치며 놀다가 간호사를 씩 웃으면

서 쳐다본다

반 하기

NI 라인이 달러. OO이하고 OO이하고

C3
간호사선생님, 그런데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

어요?
의아한 표정으로 간호사를 쳐다본다

NI 다 알지. 미소지으며 장난스럽게

C3
돌아앉으며 건너편에 있는 간호사를 고개를 

내 고 쳐다보며
그렇게 다 외우는 거예요?

NI 응.... 원종이 약이 다 들어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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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처럼 말하기

C3 나 주사맞기 싫어

M
어머니가 안쪽에서 휴지통을 간호사옆으로 내

어놓는다.

NI
아니야, 주사맞는 거 아니고 여기에 

끈적끈적한 거만 뺄거야.

OO이앞에 무릅을 굽히고 앉아서 주사부위손을 

잡고 테잎을 떼기 시작한다.

C3 아이.. 나 싫어... 여기다 주사맞아요?

아동처럼 말하기

NI 가위로 안쪽을 자르기 시작한다.

C3 아... 손 짤를거 같아요. 손을 뒤로 빼면서

NI
아냐... 요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손 안 

짤러, 봐봐...
가위의 뭉툭한 부분을 보여준다.

C3 가위를 쳐다보고 손을 다시 쳐다본다

아동처럼 말하기

C3 엄마.. 뭐 하는 거야?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가 간호사가 수액을 

닫고 다시 앉자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

NI 여기 빨간 거만 뺄께.. 여기 막히면.. 주사결합부위를 떼어낸다.

C3 조용히 심각하게 쳐다본다

아동처럼 말하기

NI

어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자.  잘 들어가지. 그

거봐 여기 끈적한 게 있으니까

엄마보고 이거 다 하고 갈아입혀주세요하고

C3 그런데 왜 그래요.

NI
원래 이게 잘 들어가야 하는데 너가 움직여가지고 

피가 났잖아..

일어나서 수액조절기를 조절하

고 다시 앉는다

C3 돼죠?
OO이와 엄마가 함께 수액백을 

쳐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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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처럼 말하기

NI
여기 꺽 지? 요기가 요렇게 똥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테잎을 떼고 꺽인 선을 보여준다

C3 들여다본다

행위기술하기

NI
너 주사맞을 때 안 울었다면서.. 

이거는.. 요거 짜를러는 거야.. 손 안 짤러. 
가위를 꺼내면서

NI 너 이손으로 아까 팽이돌렸지? 그러니까 피 난거야

C3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간호사를 본다.

행위기술하기

NI 간호사가 주사기를 어넣는다

C3 아· 악....

NI
아냐, 들어가는 느낌난 거야. 괜찮아.. 다

했어· 가만 있어

C3 긴장한 표정으로 조용하게 있다

상징으로 표현하기

C3 테잎을 떼서 간호사에게 내민다

NI 야, 더우니까 하나만 붙이자.. 간호사가 받아서 붙이면서 말한다

C3 아이가 하나를 더 떼서 간호사에게 내 려고 한다

NI 됐어요.. 그거 안 쓸 거예요...

C3 이거 해주세요.. 춥단 말예요.. 아가 목소리로 애원하는 듯이.. 엄마를 슬쩍 본다

NI 추워? 어디 보자.. 손이 추워.. 

모두 함께 소리내어 웃는다

간호사가 테잎을 받아서 하나 더 문지르면서 붙인

다

C3 네.

NI 자.. OO이 일등... 됐지?  

C3 껌을 신나게 씹으면서 손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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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 B - 환아 2

다가가기

언어적 행위 언어외적/비언어적 행위

NH
너 아까 내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왜 나 

가라 그랬어?

C2 쓱 쳐다보고 시선을 피한다

다가가기

NH 뭐해..
침대에 벽쪽을 보고 누워서 게임기를 들고 오락하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면

서 가볍게 말을 건넨다

C2 간호사를 뒤돌아 쳐다보고 다시 오락을 한다

NH 귀!! 머리를 만지면서 귀에 고막체온계를 꽂는다

C2 머리는 고정한채 손으로 게임기를 계속 작동한다

되돌리기

NH 야, 너 하루종일 오락만 하냐

C2 하루종일 안 해요.

NH
하루종일 안 하고.. 그럼 얼마나 해?

얘기 좀 해 봐

C2 몰라요

NH
몰라.. 너 아까전에 보니까 뭐 맞히고 있더

만...

머리위에 있는 게임기부속품을 들어서 

살펴본다

동질감 표현하기

NH 재밌는 거 했어? 고막체온계를 귀에다 꽂으면서 다소 상기된 목소리로..

C2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인다.

NH
뭐 했는데?

심심하지?

C2 고개를 끄덕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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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사 B - 환아 5

눈높이 맞추기

언어적 행위 언어 외적/비언어적 행위

병실내는 한 아이가 계속해서 엄마에게 울고있고, 만화소리가 

크게 켜져 있어서 소란스럽다.

간호사가 방에 들어서자 OO가 의자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

다. 한쪽 다리를 의자위에 올리고 있다.

NH

저거 했어?, 네블라

이저.. 네블라이져 

했어?

간호사가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구부리고 아이와 눈을 맞추

며...

C5 주먹을 코에 대고, 아이는 얼굴만 쳐다본다

눈맞추기

NH
엄마오시기 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거(콜벨) 눌러, 

OO를 지나쳐 뒤쪽에 있어 콜벨을 손으로 닿게 

지적하며 

C5 OO는 간호사의 손을 따라 머리를 돌린다

NH 알았지? 간호사가 OO와 눈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며

C5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인다.

눈맞추기

NH 화장실가고 싶으면 어떡할거야? 속삭이듯이

NH 저거 눌러? 알았지?
콜벨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C5
만화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나가는 간호사를 쳐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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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기

M 야 이거 봐봐 테이프가  신기해..

C5
순간 테이프를 보면서 울음소리

가 작아진다.

NH 이거 너 잘해서 붙여주는 테잎이야..

C5 흐느끼면서 테잎을 본다

M 봐 이거 너 살색이랑 똑같애.. 하얀색이 아니잖아

덧붙이기

C5
OO가 침대에 앉아있다가 간호사가 다가가자 얼굴이 

굳는다.

NH
OO 이쪽으로 들어갈가야, 알

지?
간호사와 OO가 함께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C5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덧붙이기

NH 화장실가고 싶으면 어떡할거야? 속삭이듯이

NH 저거 눌러? 알았지?
콜벨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C5
만화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나가는 간호사를 쳐다본다

반복 및 확인

NH
엄마오시기 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거(콜벨) 눌러, 

OO를 지나쳐 뒤쪽에 있어 콜벨을 손으로 닿게 지

적하며 

C5 OO는 간호사의 손을 따라 머리를 돌린다

NH 알았지? 간호사가 OO와 눈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며

C5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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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

NH
OO야 이거 스티커 아냐

손에 붙은 거, 그거 어디서 났어?

몸을 많이 구부려서 오른손의 정맥주사 부위

를 쳐다본다

C5 우리 애기가 아기목소리로

NH 동생이?

C5 끄덕끄덕

NH 디지몬이야? 나도 디지몬 있는데
고개를 숙여 가슴의 명찰을 가리킨다. 명찰에

는 디지몬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있다.

C5 OO가 명찰을 본다

NH
봤지 명찰에

몸을 비틀어서 명찰을 보여준다

C5 OO가 명찰을 쳐다 본다

NH 아까 우느라고 못 봤지?

C5
주사놓는 것을 보다가 눈을 위쪽으로 치켜들

면서 간호사를 흘끗 본다

마음 읽기

NH
수액줄을 잡고 주사를 하다가 잠깐 OO를 쳐다보고 OO는 몸을 

옆으로 잠깐 숙여서 만화를 본다

NH 저거 뭐야? 만화? 간호사가 고개를 뒤로 돌려 만화를 잠깐동안 함께 본다

C5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끄덕

NH 제목이 뭐야? 주사줄을 잡고 주사를 놓으면서

C5
고개를 흔들고 주사놓는 것을 응시한다. 무릎꿓고 앉아서 오른

손으로 사이드레일을 꽉 잡고 있다

NH 몰라?

C4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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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처럼 말하기/눈맞추기

간호사가 다가가서 침상에 있는 관찰지에 수액략을 

기록하고(OO가 흘끗 간호사를 쳐다보고 TV를 보다

가 왼팔을 사이드레일에  올리다가 캑캑 기침을 한다) 

OO 근처로 가서 IV shooting을 한다

NH OO야, 쉬 안하고 싶어? 침상에 기댄 채 OO를 쳐다보며

C5 고개를 흔든다.

NH
엄마오시기 전에 화장실 가

고 싶으면 이거(콜벨) 눌러, 

OO를 지나쳐 뒤쪽에 있어 콜벨을 손으로 닿게 지적

하며 

C5 OO는 간호사의 손을 따라 머리를 돌린다

NH 알았지? 간호사가 OO와 눈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며

C5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인다.

상징으로 표현하기

NH

야 이게 뭐야.. 토끼하나 그리자 토끼도 콧물흘리겠다. 토끼

그려..눈도 있고 코도 있고.. 오늘 너 물 먹었어? 너 봐봐 여

기 그대로 나온다

테잎에 그림을 묻혀내

서 보여주자 

C5

OO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하다는 듯 

쳐다본다

상징으로 표현하기

C5 그만해 이제 그만해

NH 계속 울면 벌레 생길지도 모르는데

C5 으앙... 나 죽어 나 죽어

행위기술하기

C5 이제 그만해 울먹이면서

N1 조용히 좀 해봐. 조용히 해 봐. 정신 사나워... 화를 내며

NH 한번만 할께... 따끔할 거야. 

C5 어, 안 아프네. 
울음을 뚝 그치고 신기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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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기술하기

C5 아앙..

NG 저쪽 봐....

M 응.. 보지마 엄마가 얼굴을 가슴으로 돌려준다

C5 조용해진다

NH 따끔할 거야.. 따끔...

NG 주사를 어넣는다

C5 숨을 죽이고 엄마가슴에 얼굴을 파 묻고 있다

행위기술하기

C5
OO가 침대에 앉아있다가 간호사가 다가가

자 얼굴이 굳는다.

NH OO 이쪽으로 들어갈가야, 알지? 간호사와 OO가 함께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C5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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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사 C - 환아 4

다가가기

 언어적 행위 언어외적/비언어적 행위

간호사가 침대에 턱을 괴고 앉아있는 OO이 옆으로 

다가서고 곹이어 어머니가 그 옆으로 다가간다

NG
OO이, 약이에요. OO아, 왜 

이렇게 화난 것 같애?
OO이에게 몸을 굽혀 가깝게 쳐다보면서

C4 턱을 괸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눈높이 맞추기

NG
우리 동에서는-----

진짜 잘 한다.

무릎굽히고 앉아서 아이와 함께 마주보고 침대곁에 있으

면서 웃고 있다

C4 앞에 서서 간호사를 바라보며 입을 삐죽 내민다

눈맞추기

NG
OO아... 가야지 이제....

OO이는 혀 안 아파요?
아이 옆으로 가서 무릎을 굽혀 앉는다.

C4 아파요

격려나 칭찬하기

NG 그래 지금 먹자...먹어봐·. 먹고서 먹자 약병을 내민다

C4 이거요?
약병을 받아들고 내 면서 간호사를 

보고

NG 응 다 먹어

C4 OO이가 약병을 한번에 비운다

NG

M

와 ......

진짜 잘 먹는다. 

아우 잘 했다.

엄마 물 주세요.

할아버지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엄마가 물컵에 물을 들이댄다

C4 어머니가 먹여주는 물을 받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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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나 칭찬하기

C4 근데 아파요.. 빼는게

NG 한번만 꼭 참고 뺄 수 있지?

C4 네..

NG 그지? 우리 안 아프게 한번만 참자

C4 아우.. 그럼 뺄 때 살살 해야 돼요.

NG 어엉....살살 할께요

되돌리기

NG

OO이, 내일 

형아랑 같이 코 자게 돼...

........

선생님 봐봐

선생님이 그림 그려줄게.

OO이 무슨 색깔 좋아해? 

C4 색깔 하나를 고른다

NG 선생님은 무슨 색깔로 그릴까?

C4 다른 색깔 하나를 골라준다

되돌리기

NG
어 무서워.. 어 무서워.. 그지?

피 넣구..
수액줄을 펌프질을 하고

C4
OO이가 표정이 굳은 채로 간호사와 수액을 

보고 있다

NG 붙여야 겠다. 수액을 조절하고 바깥으로 나간다

C4 수액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앉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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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리기

NG 됐다. 이거 하나는 뺏어....

C4 이거 다 뺄 거예요?

NG 그럼 그거 하고 집에 갈까?

C4 고개를 젖는다

NG 아니지? 자 빼자

되돌리기

C4 이거 다 빼게요? 큰 소리로

NG 그럼 이거 하고 갈까? 집에? 
놀란듯한 목소리로 균익이를 쳐

다보며 웃으며

C4 씩 웃으면서 고개를 흔든다.

NG 아니.. 아니지....빼고 가야지?.. 함께 흔들면서....

C4 그럼요.. 빼는 건 진짜 아프단 말예요.. 센 목소리로

NG 그래? 어저께 해 봤어?

C4
에.. 어제 뺐단 말예요. 피가 여기까지 꽉 찼단 말에

요.

목소리 바꾸기

C4
에.. 어제 뺐단 말예요. 피가 여기까지 꽉 찼단 

말에요.
불만스런 목소리로

NG 어어.... 근데 그거 빼고 나니까 시원했지? 아기목소리로

C4 네. 조금 불편했는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NG
조금 불편해도 빼고 나니까 대개대개 시원했

지? 그지?... 뺄만하지? 

아이 눈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목소리로

C4 네...

선택하게 하기

NG 하고 있는 거가 좋아, 빼는 게 좋아? 테잎을 계속 떼고 있다

C4 빼고 있는 거



- 98 -

선택하게 하기

NG

응 그러니까 한번은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너 계속 엉덩이에 주

사 맞아야 돼... 엉덩이에 하루에 열번씩 주사 맞는 게 좋아? 아니면 

한번 맞아서 얘가 해 주는게 좋아? 잘 생각해 봐 어떤 게 좋을지 

잘 생각해 봐

C7 싫어 싫어

친근하게 요구하기

NG
OO가 형아고 OO이가 동생이구나? 

안녕?  너가 OO이야?

병실에 간호사실에서 방송이 울린다.

OO이가 간호사앞에 앉는다

C4 네
침대에서 보조침대로 뛰어내리며 혀를 낼름거

리면서 씩 웃으며 도망간다

NG 일루 와봐 OO이를 향해 손을 내 면서 

F 빨리 올라가 앉아 봐.... OO이가 침대위에 다시 올라가 앉는다

친근하게 요구하기

NG
조금 있으면은 괜찮아질거니까 침 이렇게 흘리지 

말고 삼켜.. 알았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거리며

C4 함께 고개를 끄덕거린다

친근하게 요구하기

NG 여기 잠깐만 앉아봐
간호사가 침대바닥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부른다

C4 OO이가 급히 앉는다   

확장하기

C4 에.. 어제 뺐단 말예요. 피가 여기까지 꽉 찼단 말에요. 불만스런 목소리로

NG 어어.... 근데 그거 빼고 나니까 시원했지? 아기목소리로

C4 네. 조금 불편했는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NG
조금 불편해도 빼고 나니까 대개대개 시원했지? 그지?... 

뺄만하지? 

아이 눈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목소리로

C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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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기

C4 여기 이거 다 빼요? 이거 다 빼요?

NG

어... 지금 시계 봐봐. 시계 봐봐...저기 지금 큰 

바늘이 12랑 1사이에 있지.. 저기 봐봐..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C4 고개를 돌려 시계를 쳐다본다

NG 긴 바늘이 2까지 오면 이거 빼.. 으응.. 주변정리를 하면서 일어난다

덧붙이기

NG
이거 먹으면은 혀 안 아퍼. 지금 혀 아파서 계속 침 

못 삼키고 있는거지? 그지?
약을 따라서 내려 놓는다

C4
괴고  있던 팔을 내려 놓고 간

호사를 쳐다본다

NG
이걸 먹으면은 안 아프거든. 아파서 지금 침 못 삼키

고 있는거지?그렇지? 응? 맞지? 

C4
고개를 약하게 끄덕거리며 눈

을 깜박인다

덧붙이기

NG
넌 시계 2까지.. 긴바늘이 2까지 오

면 돼. 알았지?

돌아서서 나가다가 OO이를 보며 벽시계를 가

리키며

반복 및 확인하기

NG 그지? 그럼 OO이 뺄 거지? 

C4 근데 아파요.. 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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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기

E 주사기는 안 줘요?

NG 주사기 줄 거예요.. 아기목소리로

E 큰 주사기로요

NG 네....

C4 왕주사기... 왕주사기.... 소리치듯이

NG 엉· OO이도 줄까?

C4 네..

반 하기

 

간호사가 침대에 턱을 괴고 앉아있는 OO이 옆

으로 다가서고 곹이어 어머니가 그 옆으로 다가

간다

NG
OO이, 약이에요. OO아, 왜 이렇

게 화난 것 같애?
OO이에게 몸을 굽혀 가깝게 쳐다보면서

C4 턱을 괸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M 혀가 아픈가 봐요..

NG 여기가 아파서? 혀를 가리킨다

C4 끄덕

반 하기

NG
이거 먹으면은 혀 안 아퍼. 지금 혀 아파서 계속 

침 못 삼키고 있는 거지? 그지?
약을 따라서 내려놓는다

C4
괴고  있던 팔을 내려놓고 간호사

를 쳐다본다

NG
이걸 먹으면은 안 아프거든. 아파서 지금 침 못 

삼키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응? 맞지? 

C4
고개를 약하게 끄덕거리며 눈을 

깜박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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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기

NG

괜찮아 질거야....했어....

배 안 고팠어?·..

배고팠지???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면서..

C4 고개를 끄덕인다

아동처럼 말하기

NG

OO이, 내일 

형아랑 같이 코 자게 돼...

........

선생님 봐봐

선생님이 그림 그려줄게.

OO이 무슨 색깔 좋아해? 

종이와 크레파스를 침대위에 놓고 침대에 팔을 

올리고 기대 앉아있고 그 앞에 아이가 침대위에 

앉아있다

C4 크레파스 하나를 꺼내놓는다

아동처럼 말하기

복도에서 다수의 아이들이 책상을 

중심으로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사

이에 OO이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다. 

F OO아, 가서 주사 맞자.

NG
아니예요..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서 그냥 해

도 돼요..

C4
OO이가 뒤로 몸을 비튼채로 간호

사를 쳐다 본다

NG OO이 저거 만들어.. 난 여기다가 할 거야 주사줄을 잡고 shooting을 한다.

C4
OO이가 뒤로 몸을 향한채 주사놓

는 것을 쳐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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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처럼 말하기

NG 니가 뜯어.. 니가 뜯어...

C4 아이가 조심스럽게 반창고를 뜯는다.

NG 그지.. 밑으로 해서 니가 뜯어....

N4
끝, 다 했지. 여기 피 안 나오게 반

창고 한번만 꽁 하자. 

이완된 자세 취하기

NG
OO이 병원에 왜 왔어요? OO아, OO

이 병원에 왜 왔어?

간호사가 보조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침대

에 걸쳐놓고 OO이를 향해 비스듬하게 고개를 

기울기고 있다.

C4 손을 입술에 붙이고 도구들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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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호사 E - 환아 6

눈맞추기

언어적 행위 언어외적/비언어적 행위

ND
진짜! 진짜! 박OO! 너가 탑블레이드 

애 줬어?
고개를 돌려 뒤로 OO이를 쳐다보며..

C6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ND 진짜! 아이를 쳐다보며 눈을 맞춘다

접촉하기

ND
체온을 다시 확인하고 OO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 다른 환아에

게 간다.

C6
간호사가 다른 쪽으로 가자 OO이가 일어나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

고 간호사가 간 쪽을 쳐다본 후 가만히 앉아 있는다.

접촉하기

ND 열 좀 재보자

간호사가 OO에게 다가가 앉아있는 OO에게 마

주보며 고막체온계를 꽂고 다른 손으로 등을 

감싼다.

체온계를 확인하고 맥박과 호흡을 잰다

ND 소리도 들어볼까, 이거 알지?

C6 OO이가 살짝 미소를 짓는다

친근하게 요구하기

M 애가 자주 팔을 벌려서요... 팔을 벌리는 흉내를 낸다

ND 다시 재 보고 뺄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체온계를 같은 겨드랑이에 

꽂는다

C6
얼굴을 찌뿌리고 고개를 돌려 건너편에 있는 TV 프

로그램을 본다. 어머니가 고막체온계를 다시 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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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하게 요구하기

OO이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고 어머니는 밑에 보조침대에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다. 병실 전체가 잠자는 분위기이나 한 침대의 아이가 쫑알

거리면서 놀고 있다.  

ND 잠깐만
간호사가 수액을 확인하고 OO에게 다가가 고막체온계를 귀에다 살며시 

꽂으려고 한다

C6
아이가 잠깐 눈을 떠서 확인한 후 간호사를 보고 다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 준다

ND 간호사가 머리를 부드럽게 잡고 고막체온계를 귀에다 꽂는다

친근하게 요구하기

ND 소리도 들어볼까, 이거 알지? 청진기를 들어서 보여진다

C6 OO이가 살짝 미소를 짓는다

ND 야... 청진기를 앞가슴에 대고 소리를 듣는다

반복 및 확인하기

ND
진짜! 진짜! 박OO! 너가 탑블레이드 

애 줬어?
고개를 돌려 뒤로 OO이를 쳐다보며..

C6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ND 진짜! 아이를 쳐다보며 눈을 맞춘다

반복 및 확인하기

ND 너 OO이 줘도 돼? 너 또 있어?

C6 얼굴만 쳐다본다

ND 너는 없어?

C6 OO이가 손을 들어 두 개를 표시해보인다

ND 아. 두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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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기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항생제 반응검사를 하겠다

고 설명하고 아이에게 다가간다

ND
할아버지가 탑블레이드 사오셨구

나.. 와 좋겠다

아이를 내려다보며... 침상에 있는 탑블레이드를 

들고 이리저리 보면서..

C6 아..앙...
눈치만 보고 있다가 터질 듯이 앙 하고 울기 시

작한다

반 하기

C6 아..앙.... 팔을 비틀면서 얼굴을 찌뿌린다

ND 열만 재는거야.. 이것만 꽂을거야 체온계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M
어머니가 팔을 들어서 체온계 꽂는 것을 돕

는다

ND
방 중앙에 놓은 카트로 가서 주사기를 들고 

침대머리쪽에 있는 수액쪽으로 다가간다

C6 아..아...
간호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ND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도 안 아픈 거

야

수액줄을 들고 주사를 놓으면서 누워있는 정

현이를 보면서 말한다. 

MC 여기다 놓는 거야.. 안 아픈거야 수액줄을 가리키면서..

C6 컹..컹....
누워있는 상태에서 몸을 튀면서 기침을 심하

게 한다.

반 하기

C6 어..아...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를 낸다

ND 이거 바꿀려구..
수액을 들어보이며..

수액을 교환하고 반대편 침대머리로 간다

ND 빼보자 체온계를 천천히 빼서 들여다 본다

C6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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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기

M 주사가 다 됐어요.

OO이가 휠체어에 앉아서 어머니가 뒤에서 휠

체어를 고 스테이션으로 나와서 간호사를 찾

는다. 간호사가 나타나자 

ND 아.. OO이구나.. 갈아 드릴께요..

C6 OO이가 간호사를 보고 씩 웃는다

반 하기

M 저거 봐....  

C6 OO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계속 주사를 쳐다본다

M 저거 봐... 

C6 고개를 계속 돌리려 하나 돌리지 않고 쳐다본다

ND
불안해서 눈을 못 떼고...

괜찮지?
주사를 놓으면서 OO을 보고 가볍게 웃는다.

C6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상징으로 표현하기

ND
너 전에 해 봤지? 볼펜으로 동그

라미 그릴거야

볼펜을 들어서 보여주며 팔을 잡으려고 하고 엄마

가 몸을 잡으려고 하나 몸을 심하게 비틀어서 잡

히지 않는다

상징으로 표현하기

C6
OO이는 몸을 비틀고 팔을 빼내면서 계속 저항하며 

소리를 지른다

ND
이거 봐. 동그라미 그리는 거

야. 간지럽지? 

오른팔에 볼팬으로 반응검사부위를 동그라미로 그린

다

C6 에...에... 
몸을 비틀던 것이 조금씩 멈추면서 우는 소리가 줄

어든다

ND 이거 봐. 탑블레이드야 팔을 들어 그림을 보여주려고 한다

M
팔 봐 봐. 뭐 그렸어!! 

탑블레이드야

C6 엉.. 아... 다시 몸을 조금씩 비틀면서 보지 않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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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기술하기

C6 팔을 비틀면서 큰소리로 운다

N1 테이프 때는 거야..

ND
줄만 바꿀거야, 울지마, 주사바늘 없잖아.. 줄만 바

꿀거야.

목소리가 상기되면서 짜증스러워 

진다

행위기술하기

C6 아..앙.... 팔을 비틀면서 얼굴을 찌뿌린다

ND 열만 재는거야.. 이것만 꽂을거야 체온계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M 어머니가 팔을 들어서 체온계 꽂는 것을 돕는다

ND
방 중앙에 놓은 카트로 가서 주사기를 들고 침

대머리쪽에 있는 수액쪽으로 다가간다

C6 아..아...
간호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

작한다

ND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수액줄을 들고 주사를 놓으면서 누워있는 정현

이를 보면서 말한다. 

MC 여기다 놓는 거야.. 안 아픈거야 수액줄을 가리키면서..

C6 컹..컹....
누워있는 상태에서 몸을 튀면서 기침을 심하게 

한다.

7) 간호사 D - 환아 7

눈맞추기

언어적 행위 언어외적/비언어적 행위

NF 잘 잤니? 웃으면서 아이에게 다가가면서 눈을 맞춘다

C7 미소지으며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

접촉하기

NF

웃으니까 너무 예쁘다

손 한번 잡아보자

입원하니까 기분이 어때?

몸을 구부려 아이의 손을 잡는다

C7 고개를 옆으로 갸우뚱하면서 혀를 내 고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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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동의서

관찰 연구 참가 동의서

귀하의 자녀         는 입원이후 3일 이상에 걸쳐 담당간호사와

의 만남이 관찰될 것입니다. 간호사와의 만남이 관찰되는 것은 연구자

의 관찰과 상화면 촬 이 포함됩니다. 

귀하나 귀하의 자녀가 피로나 불편감으로 간호사와의 만남이 관찰

되는 것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들은 질병을 가진 아동과 간호사와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여 아동이 가진 능력에 적합한 간호사의 효과적인 상호작

용 전략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관찰연구와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으

며 의문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귀하

의 자녀가 포함된 관찰자료는 연구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되

지 않으며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절대 비 이 보장됩니다.

이 관찰연구에의 참가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와 귀하의 자녀의 의

사에 달려 있으므로 원한다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고 연구에 대해 이해하 습니다. 이에 본인

은 본인과 본인의 아이와 담당간호사와의 만남이 관찰되는 것을 

허락하고 연구에 참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날짜 : 2001년      월      일

서명 :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신현숙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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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Metacommunicative Behaviors 

between Nurses and Patients in a Pediatric Unit

Hyunsook Shin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teraction pattern and to   

identify metacommunicative behaviors between nurses and patients in a 

pediatric unit. 

The research method included observation using videotaping.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01 to February, 2002. Total six nurses, and eight 

patients and their mothers in a pediatric unit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interaction was videotaped under the participants' consent. The participants 

were observed for total 8 hours over 2-day period. Taped interaction was 

transcribed. Transcription included verbal and nonverbal interactions. Bales' 

Interaction Process Analysis(1950, 1970) was used as a framework for data 

analysis. 

The interaction pattern studied in this research included frequency, length of 

time, and purpose of interaction, the dynamic of interaction, the changes 

occuring during the interaction, and metacommunicative behaviors.

Metacommunicative behaviors were also identified, and categorized by the 

Mitchell(1991)'s definition of metacommunic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average time spent for each nurse to interact with one patien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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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minutes. All interactions took place in the context of nursing activities 

such as rounding, doing nursing interventions, checking vital sign, and having 

small talks. 

Most of the interaction was initiated by nurses. Affective behaviors were 

more frequent between nurses and children, and neutral behaviors were more 

frequent between nurses and mothers. Positive responses increased while 

negative responses decreased as time goes by.

There was distinct difference in interaction pattern based on educational 

level and experience of nurses, the age and number of hospitalization of 

children. Nineteen metacommunicative behaviors identified and organized into 

four categories; call for attention, facilitating response, empathy, and tension 

release. It was shown that increased use of metacommunicative behaviors was 

related to increased positive interaction.

In conclusion, nurses in this study used metacommunicative behaviors 

frequently and it was effective in developing relationship between nurses and 

patients. It is suggested that any educational programs to teach communication 

skills to nurses need to include techniques on metacommunicative behaviors, so 

nurses can be more sensitive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ir patients.

Key words : Metacommunicative Behavior, Nurse-Patient Interaction,

             Observational Study, Affective Behavior, Pediatric Pati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