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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글글글글

  한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간호사의 길을 포기하려던 나에게 대학원은 새로운 간

호사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와 같았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어느덧 흘러 논문을 

마감하며 감사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마치며 뒤돌아 볼 때‘나는 행복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

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논문을 시작하면서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들과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임했는데 오히려 그분들로부터 많은 도

움과 그분들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상 속에서 시간

을 할애해 주시고 깊은 속내를 이야기해주신 어머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논문

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지지체계들의 개발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

램입니다.

 항상 웃음으로 격려해주시고 어려움을 지혜로 이겨나가도록 기도 해 주신 장순

복 교수님과 잊어버리고 있었던 배움의 열정과 새로운 시각에서의 간호학을 일깨

워주신 교육대학원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걸음 늦게 시작한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짜임새 있게 손

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게 살펴주시고 먼나라 몽골에서도 세심한 지도를 해 주

신 오가실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웃음과 힘찬 격려로 오늘을 

이끌어주신 신현숙 교수님과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관심을 갖게 후 좋은 기회와 

지지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소아과학교실의 김흥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병동생활에서 학업의 기회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논문의 주제에 관심을 

갖게 해주신 문경희 선생님과 논문을 쓰는 동안 내내 짜증과 투정을 너그럽게 봐

주시고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웃음과 격려를 해주신 34병동 가족들에게 사랑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제게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며 항상 함께하고 이끌어주신 대학원 동

기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같이 논문을 쓰면서 격려해 주신 권은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배움에 있어 항상 함께하고 그 방향을 잃지 않게 힘이 되어준 친구 길계숙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내색 한번 없어도 변함없이 큰딸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아버지, 약해

지는 마음을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엄마, 소리없는 지원군 오빠와 하영. 그리고 

옆에서 도울 일 없냐며 항상 언니를 살피고 아껴준 막내 은영에게 그 동안 표현

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을 보

내주신 예비신랑 재민씨와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0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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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소아간질 환아 어머니들의 경

험을 통하여 어머니의 요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조사함으로써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환아 어머니의 간호교육프로그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환아 간호의 방향을 제시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심층 면접법을 통한 서술적 사례연구로 시

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Y대학 부속병원 아동진료센터 외래에 등록된 소아신경과 

환자 중에서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아동으로 자유식을 먹는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작한지 1개월에서 6개월 경과된 환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 받은 6명이었

다. 

  자료는 2006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하였

고, 면접은 준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형태의 면접 지침서를 사용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시 대화내용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양해 하

에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대화내용은 가능한 한 면담 후 즉시 직접기록하

고 참여자의 말로써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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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은 심층면접을 통해 참여자의 말로써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들은 식이요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식이요법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케톤생성 식이

요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정기검진시 시행하는 검사와 검사의 내용, 

목적,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약물과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은 주로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다른 어머니들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 정보의 정확성은 검증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

스러워하였다.

  2.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기 위한 식이교육에서도 음식 조리하는 

방법과 보관방법, 사용가능한 재료나 대체 가능한 자료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한 상태였으며 정확한 비율을 지키기 위해 재료를 계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3.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아동의 경우 식이를 시작할 때 음식섭

취의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적응 후 컨디션의 큰 변화 없이는 식이를 잘 먹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아동은 심리적인 변화에 있어서 

식이요법을 시행하기 전보다 신경질적이며 불만스러워하며 자주 짜증을 내

고 있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도 관찰되고 있었으며 주로 원인이 배

고픔과 연관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의 심리적인 변화

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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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아동은 전반적으로 정해진 양만 

먹어야하는 규제로 인한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정해진 

칼로리 안에서 식사 횟수를 늘리거나 야채양의 조절 그리고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다. 

  6.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의 경우 식이요법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식이요법을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머

니의 심적 부담과 자식에 대한 연민이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 가 있었다.  

  7.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면서 일상적인 식이를 철저한 차단함으로 

어머니와 아이가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가족관계의 현상을 볼 수 있었고 가

족생활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개념이 없어진 상태로 식이의 변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연구들

을 보다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기초 자료를 통하여 포괄적인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무

에 적용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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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간질은 전체 인구의 0.5~1%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며, 이 중 전체의 

75%가 소아기에 발병하며 그 중 25~30%가 난치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난치성 간질이란 기존의 약제들로 적절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한다(Wilder, 1921). 우리나라의 경우 약 40만명 

정도가 간질환자이며 매년 약 3만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난치성인 경우가 20%(약 8만명)로 추정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3).

  최근에 들어 이러한 난치성 간질을 치료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

거나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지금까지 조절되지 않는 간질 환자들에게 

완치의 길이 열리고 있다(Beghi 외, 1986). 새로 개발되고 있거나 광범위

하게 적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으로는 여러 종류의 새로 개발된 약물의 적

용, 소아에서 특히 많이 적용되고 있는 케톤생성 식이요법, 수술적 치료방

법, 그리고 미주신경 자극요법 등으로 난치성 간질 환자들의 일부에서 매

우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법들이 최근 활

발하게 적용됨으로써 많은 난치성 간질 환자에서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

지고 있다(강훈철 외, 2005; 김흥동, 1998). 

  케톤생성 식이요법은 고지방, 저탄수화물, 저단백식이요법으로 금식이 

일으키는 생화학적 효과를 모방하여 1920년대에 개발되었다. 이후 간질의 

효과가 있음이 보고 되면서 1930년대까지 비교적 널리 사용되었던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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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phenytoin을 시작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항경련제들로 인해 그 

가치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적절한 약물 치

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간질에서 케톤생성식이요법

의 치료효과가 여러 가지 임상연구를 통해 재확인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고경남 외, 2004).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환아는 특별한 합병증이나 병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치료 계획에 따라 가정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되며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서 간호를 받게 된다. 특히 환자가 소아인 경

우 그의 일차적인 양육과 책임이 부모에게 있으므로,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는 환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더불어 환아 

및 그 부모의 간호요구에 민감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케톤생성 식이요법은 환아나 가족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식이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며 실제 식단을 작성하고 음식

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환아와 가족에 대한 교

육이 중요하다(이소연 외, 2002).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려면 환자가 알기 

원하는 것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

호사는 건강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그 내용을 수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환자의 지식수준, 인식 및 태도, 건강에 관한 정보의 요구도, 요구의 우

선순위, 사회적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문미혜, 1989). 따라서,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는 대상자가 관련 정보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대상자가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 그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된다(김은경, 

1993; 남혜숙,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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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병동 간호사로서 본 연구자가 임상에서 관찰해 보았을때 1995년부

터 케톤생성 식이요법이 국내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꾸준히 시행하는 

환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케톤생성 식이요법

을 시행하는 어머니들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

움이 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들 요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사한 

연구는 시행되지 않았고 체계적인 교육 또한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소아간질 환아 어머니의 

경험을 통하여 어머니들의 지식정도가 어떠한지, 어머니의 요구가 무엇인

지를 조사함으로써 케톤생성식이요법을 시행하는 환아 어머니의 교육프로

그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을 물론 케톤생성식이요법을 시행하는 환아 

간호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연구의 목적은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소아간질 환아 어머니와의 

면접을 통해 경험을 통한 어머니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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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문헌고찰문헌고찰문헌고찰문헌고찰

1. 1. 1. 1.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식이요법식이요법식이요법

  케톤생성 식이요법은 과거에 금식기도에 의해 발작이 감소한다는 경험적

인 사실을 바탕으로, Geyelin(1921)이 26명의 간질환자들에게 주기적 금

식을 시행하여 발작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하였고, Wilder가 고지방 

저탄수화물의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이의 항간질효과를 

증명하였다(Nodli 외, 1997). 이러한 케톤생성 식이요법은 방법상의 어려

움 때문에, 항경련제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0년 중반에 난치성 간질 환자에 대한 항경련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다시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

다(김동욱, 2002). 

  케톤생성 식이요법은 난치성 간질환자에서 약물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

한 상태에서 발작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케톤생성 식이요법은 크게 나누어서 고전적 4:1 케톤생성 식이와 중쇄 

중성지방(medium chain triglyceride, MCT)를 사용하는 식이의 두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전적 4:1 케톤생성 식이는 열량을 약 75㎈/㎏로 약

간 제한하는 가운데 지방질 4g 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합한 음식 1g의 

비율로 유지하는 방법이고, MCT 식이는 섭취 열량을 일반 권장량으로 유

지하고 전체 섭취열량의 60%를 MCT로 보충하는 방법이다. MCT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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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고 위장 장애가 좀더 흔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

면, 식이 중에 칼로리 당 케톤을 좀 더 많이 형성할 수 있는 octanoic산과 

decanoic산의 함유량이 많고, 좀 더 많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허용되며, 

혈청 콜레스테롤의 상승이 적은 장점이 있다. 두 식이 방법의 항경련 효과

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uttenlocher 외, 1971). 

  Hassan (1999)의 연구에서는 52명의 소아 난치성 간질 환자들 고전적 

4:1의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한 연구에서 6명(11.5%)에서 발작이 완

전히 조절되었고 67.3%에서 호전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항경련 작용에 대한 기전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케톤체 형성에 따른 케토시스 자체와, 케토시스와 동반되는 산성

화, 체액과 전해질 균형의 변화, 지방질의 변화 및 뇌세포의 대사상태 변

화에 따른 적응 등이 그 작용기전으로 설명되고 있다(Sheth 외, 2002).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대상 환아는 기본적으로 모든 난치성 간질 환아라

고 할 수 있으며(Hemingway 외, 2001; Vining 외, 1998), 일반적으로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할 경우 우선 환자를 입원 시킨 상태에서 강한 

케토시스가 형성될 때까지 금식을 시행하는 방법을 그동안 많이 이용해 왔

다. 그러나 고경남 외(2004)의 연구에서 초기 금식을 시행하지 않은 18명

읜 환자 중에서 경련이 완전히 억제된 경우가 8명(44.4%), 50-90%가 

억제된 경우가 2명(11.1%), 50%이하 억제된 경우가 5명(27.8%), 식이

요법을 중단한 경우가 3명으로 나타나 초기금식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55.5%로 초기금식을 시행한 경우 66.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최초 금식을 하지 않고 바로 식

이를 시작하여도 효과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고, 환자의 고통과 초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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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케톤생성 식이를 시행하기에 앞

서 일반적인 환자 상태와 혈중 지질치를 포함한 기본 검사가 필수적이며, 

금식을 시행할 경우에는 심한 산혈증, 저혈당증, 그리도 구토 등의 합병증

들이 나타날 수 있다. 환자는 식이요법에 충분히 적응할 때까지 입원 관찰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기간 동안 영양사와의 충분한 접촉을 통해 가정

에서 지속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흥동 외, 

2003). 

  항경련 효과는 식이요법 시작 후 2-3일 이내에 관찰되는 경우도 있지

만, 일주일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항경련 효과가 첫 3

개월 이내에 관찰되지 않는 경우 케톤생성 식이가 도움이 안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지만 지방 대 비지방의 비율을 올렸을 때 일부에서 항경련 효과

를 보이기도 한다. 식이요법 중 단백질의 양은 환아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

해 최소 1g/kg 이상 유지해야하고, 비지방 성분 중에서 탄수화물은 나머지 

양만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과거에는 소변내의 케톤농도를 높이기 위해 

물의 섭취 역시 약간 제한하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수분섭취를 늘릴 경우 

소변내 케톤 농도는 감소하지만, 혈중 케톤 수치와 항경련 작용에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요산의 비정상적인 증가 등 여러 합

병증의 동반시에는 수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을 권유한다. 항경련제 또는 

다른 약제는 당분이 함유되지 않는 제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김흥동 

외, 2002).

  케토시스가 형성된 이후에 당분을 섭취할 경우 케토시스는 급격히 감소

되거나 소실되고, 이에 따라 항경련 작용도 급격히 저하된다. 즉 케톤생성 

식이의 실패는 지속적 케토시스 유지 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식이요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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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항경련 효과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발작

이 재발된다. 그러므로 케톤생성 식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호자와 주변 

사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케톤생성 식이요법은 

환자의 체중, 영양상태, 기타 검사결과 및 합병증의 동반 여부 등을 관찰

하면서 열량과 비율 등의 지속적인 조절을 받아야 한다. 일상적인 섭취 음

식 또는 약물 등에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비타

민 B, C 및 칼슘을 투여해 주는 것이 권장된다. 또 최근 L-카니틴의 보충 

역시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케톤식이의 항경련 효과가 확실한 경우 

다른 항경련제를 줄이거나 끊는 것이 가능하다. 케톤생성 식이 유지 중에 

케토시스가 감소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교정해 주어야 지속적인 항

경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계산 및 계량 잘못, 다른 

음식의 추가 섭취, 당분 함유 약제 및 보조제 등의 복용 등이 대부분이며, 

케톤식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다시 유지시키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다(김흥

동, 2002).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항경련 효과는 보고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

으로 약 20-50%에서 발작을 완전히 억제하거나 발작 횟수를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환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항경련 효

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간대성 발작, 영아 연축, 무강직성(탈

력)발작 등의 전신성 발작과 전신성 간질 증후군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Sheth 외, 2002; Hemingway, 2001; Vining 외, 1998). 그

러나 최근의 보고는 항경련제 복용 중에 케톤 식이를 함께 유지하면서, 좀

더 정확한 계량과 식단 준수가 유지되면서 항경련 효과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김흥동, 1998). 국내에서도 난치성 간질 환자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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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의 환자들에서 케톤생성 식이요법으로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거나 

90%이상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소연 외 2002).

  케톤생성 식이요법은 항경련 효과뿐만 아니라 행동 이상이나 인지 기능

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의 보고에 따르면 약 25%의 

환자에서 집중력 결핍, 과잉 행동 등의 행동 이상이 호전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33%에서 인지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Kinsman 외, 1992). 또 인지기능의 저하가 적을수록 케톤생성 식이요법

에 잘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instock 외, 1998).이러한 행동이나 

인지 기능의 향상이 케톤생성 식이요법 자체에 의해 나타나는지, 사용하는 

약물의 감량에 의한 것인지, 또는 경련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등은 확실치 

않지만, 경련의 횟수나 약물 사용의 변화 없이도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예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케톤생성 식이요법 자체가 주된 작용을 하고 있다

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임상 예에서 경련 횟수에는 차이가 없이 동반된 

공격성 행동이 매우 호전되어 행동 치료의 목적으로 식이요법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김흥동, 1998).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합병증으로는 식욕저하, 음식 거부, 구토, 변비 및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흔히 동반될 수 있으며, 식사 구성의 조절 또는 

약물 투여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 약간의 성장 장애나 골밀

도의 저하 등이 동반되기도 하나, 식이요법 중지 후에는 정상화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고, 비타민 D의 보조요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일부에서 요로 

결석의 발생, 또는 혈중 요산의 증가에 의한 통풍의 발생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Herzberg 외, 1990), 혈중 요산 증가는 대부분 일과성으로 나타

난다. 간혹 혈중 요산이 계속 증가되어 있을 때 수분의 섭취를 늘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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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도 요로 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allopurinol 

같은 약제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또한 중성 과립 백혈구의 기능이 실험에

서는 약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Woody 외, 1989), 실제 임상에서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보고는 없다. 혈중 alanine의 감소로 일부에서 

케톤성 저혈당증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소아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Schwart 외, 1989). 고지방식이의 장기간 유지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의 

동반 여부는 현재까지의 장기간 추적 조사결과 아직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중 지질의 변화도 혈중 콜레스테롤과 

HDL-콜레스테롤의 농도가 함께 증가하여 지질 증가에 의한 합병증의 위

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강훈철, 2002). 그러나 일부 선천

적으로 지질대사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지질농도가 극단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김흥동, 1998).

  김영래 외(2000)의 연구에서는 케톤생성 식이요법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증상이 전체 96명의 환자 중에 48명에서 동

반되었으나 이러한 부작용으로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중단하지는 않았고 대

증적 치료로 호전이 되었다. 4명은 지방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중 1

명은 동반된 바이러스성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증에 의해 사망하였다. 요산 

혈증이 지속된 경우는 5명에서 관찰되었으며 allpourinol의 일시적 투여로 

호전되었고 금식기간 중에 저혈당증이 나타났던 경우는 4명에 있었으나 

모두 일시적이었고 후유증은 동반되지 않았다.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의해 발작이 완전히 조절될 경우, 다른 항경련제에 

의해 발작이 억제되었을 때와 같이, 2년 이후에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정상 식이로 환원시키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 즉 첫 6개월 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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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율의 식이를 유지하고,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2:1 식이를 유지하며, 

이후 정상 식이로 바꾸는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환자의 여러 상태에 따라 

감량 기간이나 속도는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흥동, 1998).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지속하는 동안 환자는 정기적으로 외래에 방문하여 

경련에 대한 경과, 소변내 케톤농도변화, 합병증의 동반여부 및 기타 일상

생활의 변화 등에 대해 관찰하여야 한다. 소화장애, 설사 등이 동반될 때 

약물을 이용한 일시적 대증요법들이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감염증 등이 있을때 가급적 세심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음식에 대한 거부가 심할 때는 같은 지방식이라 하더라도 향료 등의 차이

에 따라 다른 종류로 바꾸어 주면 거부감을 훨씬 줄일 수 있으므로 영양사

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식사 성분에 대한 조절을 세심하게 해주어야한다

(김흥동, 1998).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중단 원인은 식이요법의 항경련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환자가 식이요법을 잘 견디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경남 

외, 2004). 

  이소연(2002)등의 연구에서도 항경련 효과가 없어서 중단한 경우가 

47%, 환자가 잘 먹지 않아서 중단한 경우가 26%이었다. 따라서 환자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식이에 대한 연구나, 식이요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

한 시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보호자 및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고경남 외, 200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케톤생성 식이요법은 소아의 난치성 간질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이에 따른 관심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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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성공적인 케톤생석 식이요법을 

위해서 케톤식이요법에 대하여 부모나 보호자가 구체적인 지식을 교육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

직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관한 부모의 교육이나 정보제공의 기회가 실제적

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지식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없으며, 교

육적 프로그램이나 부모의 요구에 대한 연구 또한 시행되지 않은 실정이

다. 그로 인해 현재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 식

이요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제한된 정보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의 경험을 통

한 요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2. 2. 2. 만성질환아 만성질환아 만성질환아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경험경험경험경험

  장애아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이유 때문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특별

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이 부적절시 그들의 잠재능력 보다 훨씬 이하

의 수준에서 살게 될 아이들을 말한다(Hallahan & Kauffiman, 1994). 일

반적으로 장애아 분류는 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의사소통

장애, 지체 및 복합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행동 등으로 알려져 있

다.

  Johnson과 Marder(1994)는 만성 질환아 질병의 종류가 무엇이든 환아

의 부모가 보이는 정서적 반응은 비슷하며 대표적이 반응으로는 부정,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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픔, 죄의식, 분노, 공포 그리고 소외감 등이 있다고 하였다. 자녀가 만성질

환이라는 사실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나, 특히 부

모들에게는 많은 고통과 인지적, 정서적, 행위적 스트레스로 위기감을 초

래하며 복잡한 과제와 책임이 부여된다(이군자 외, 1996). 자녀의 만성질

환은 부모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에는 질환과 치료

에 대한 모니터링, 돌봄, 가족관계의 유지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Krulik, 1999).

  Martinson(1982)은 중국의 만성질환아 어머니 75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꼈고 34명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가족관계, 직업, 감

정의 변화가 있다고 하였으며 31명의 어머니들은 환아를 돌봐야하기 때문

에 외출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65명의 어머니들은 스트레스, 죄

책감, 우울, 두려움을 표현하였고 신체적 피곤함, 수면장애, 그 외 저혈압, 

심계항진, 감기, 인후통, 두통, 식욕부진, 호흡곤란 등의 신체적 변화를 보

고하였다. 신증후군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녀가 만성

질환이라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과 불안감을 항상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환아를 일차적으로 옆에서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과 역할 부담감이 

커지게 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대인관계도 점차 감소하

게 된다고 하였다(노난이 외, 1996). 만성질환아를 가진 가족들은 어린이 

간호에 대해 부담감, 재정적 압박, 사회적 고립, 비통 및 환아의 예후와 미

래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불안, 걱정 등이 있다. 지체아 어머니는 자녀

의 미래에 암담함, 사회적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위축, 자녀 양육의 부담

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느끼고 양육의 힘겨움을 모성과 장애 자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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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민을 바탕으로 감당하면서 희생적인 삶을 경험한다고 하였다(장효순, 

1998). 당뇨병 환아 어머니의 경험도 힘겨움을 중심으로 다시 정도가 심

해지는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소진에 이른다고 한다(최미혜, 1998). 암 

환아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어머니들은 장기적인 환아의 간호로 

인해 정서적으로 긴장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며 신체적 안녕감의 상

실을 경험한다고 한다(조영숙 외, 1992). 백혈병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신체적, 가족관계, 경제적,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서종숙, 1993). 신경계 질환아동의 어머

니들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들의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좌절감과 함께 불

신, 무능력, 희망 없음을 느끼고 또한 필요한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 좌절

의 경험이 심화된다고 하였다(Gibson, 1999).

  환아를 돌보는 가장 최일선에 있는 어머니의 경우 아동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아동을 돌보는 육체적 부담 뿐 아니라 기존에 수행

해오던 가사일과 다른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

적, 심리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문진하, 1995).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다른 요인 중의 하나로 Hatton, Canam, 

Thorn, 및 Hughes(1995)는 조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은 환아 돌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전적으로 부모에게만 양육의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환아의 양육과 간호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아 어

머니의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신체적 변화 및 심리적 위기와 더불어 가족 

기능에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어머니의 스트레스 심화는 간호시 복

잡한 어머니의 정서 및 감정이 환아에게 전이 될 수 있으므로 환아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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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경애, 1992; 이현성, 1988).

  이상의 문헌을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진행된 장애아나 만성질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다방면에 걸친 문제

들이 발생할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을 초래함을 알 수 

있다. 케톤생성 식이요법 또한 환아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역할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

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연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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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1. 1. 1. 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설계설계설계설계

 

  본 연구는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소아간질 환아 어머니의 경험

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준구조화(semistructured)된 면접지침서를 이

용한 서술적 사례연구이다. 

2. 2. 2. 2.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연구의 대상은 Y대학 부속병원 아동진료센터 외래에 등록된 소아신경과 

환자 중에서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환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총 6명을 선정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1~6개월째 시행중인 환아의 어머니로 하였

다. 6개월 이내로 선정한 이유는 예비 면접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서 이미 경험을 통한 지식습득으로 교육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6개월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중이며 자유식을 먹는 유아기 환아의 어

머니로 하였다. 유동식인 케토니아와 우유를 섞어서 섭취하는 경우 식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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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거나 섭취거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하였다.  

  셋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

  다섯째, 어머니와 떨어져 조부모와 생활하는 아동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Y대학 부속병원 간호부의 허락을 받은 후 소아 신경과 전문의의 

협조 요청을 구하였으며, 면접시 연구대상자에게 모든 내용은 연구의 목적

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연구 대상자가 구두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면접과 녹음에 응하도록 함

으로서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였다.

    

3. 3. 3. 3.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도구도구도구도구

  케톤생성 식이요법 시행하는 어머니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다음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케톤생성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아동의 연령, 성별, 출생

순위, 진단명, 진단 후 경과기간, 입원경험, 치료방법과 어머니의 연령, 교

육정도, 직업, 경제수준과 종교를 포함하였다.

  면접지는 케톤생성식이요법 관련 지식과 요구는 현재 케톤생성 식이요법

과 관련되어 개발되어진 연구도구가 없는 상황으로 기존의 지식과 교육요

구도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질병에 관한 일반적 지식과 초기관리, 일상생활

과 정기관리에 관한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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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조사의 면담을 실시하기 전 3명의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

머니에게 예비 면담을 하였다. 예비 면담 결과 연구에 필요하지 않은 항목

은 삭제하고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여 재 작성하였으며 내용의 타당성은 소

아과 5년.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와 석사 간호사 2명과 아동병동 

수간호사 1인에게 자문을 얻어 면접지를 완성하였다. 면담은 연구자의 안

내 질문에 대한 부모들의 자유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용 지침서는 크게 4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

  둘째,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관한 일반적 지식 7문항

  셋째, 케톤생석 식이요법의 관리 초기의 경험에 관한 5문항

  넷째,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일상생활에 관한 4문항

4. 4. 4. 4. 자료수집 자료수집 자료수집 자료수집 절차절차절차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6년 5월 1부터 6월 10일까지 심층면접 방

법으로 시행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Y대학 부속병원 간호부의 허락을 받은 

후,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아동에 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한 후, 대

상자 선정에 부합되는 아동의 어머니에게 면담을 실시하기 전 미리 전화나 

면접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알려 준 후 연구의 동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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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실시하였다.

  모든 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준구조화된 면접지침서를 사용하여 실시하였

으며 장소와 시간은 어머님이 평안한 시간과 대화가 가능한 장소를 택해 

약속을 정하였다. 면접은 40분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대상자와의 

면접 자료의 누락 및 오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양해 하에 면접내

용은 녹음을 하였으며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의 움직임, 표정, 연구

자와의 상호작용 등은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면서 기록하였다. 면담내용은 

가능한 면담 후 즉시 필사하고 대상자의 말로써 기술, 정리하였다. 중요 

부분의 내용을 발췌, 메모하였다가 표현된 내용 중 미흡한 상황이나 의미

가 모호한 부분은 다시 질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나올 경우

라도 대상자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으며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핵심 내용을 

유도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5. 5. 5. 5. 자료 자료 자료 자료 분석분석분석분석

 

  본 연구는 서술적 사례연구로 자료분석은 내용분석법 절차에 따라 연구

자는 전사된 면담내용을 읽으면서 내용의 단위를 주제(theme)를 찾아 분

석의 단위로 하였고 분석된 주제를 묶어 범주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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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아동과 아동과 아동과 아동과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특성특성특성특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아동과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아동의 나이는 최저 2세에서 최고 8세로 평균 2.8세였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4명, 둘째가 2명이였으며 진단명은 영아 연축 2명, 간

질 1명, 복잡부분발작 2명, Lennox-Gastant syndrome 1명이었다. 진단 

후 경과기간은 최저 5개월에서 최고 75개월까지였으며 입원 경험은 발작

으로 인해 2회에서 수회로 케톤생성 식이시행을 위한 것과 경련치료를 위

해 재 입원하였다. 치료방법으로는 모두가 약물치료와 케톤생성 식이요법

을 시행하고 있었다. 케톤생성 식이를 시행한 기간은 평균 3.5개월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3세였고, 자녀수는 평균 1.2명이였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 학력이 3명이었고, 3명은 대졸학력이며 전업주부가 5명

이고 한사람만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는 4명은 무교이고 기독교가 2

명이었다.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모두 중간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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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아동과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

2. 2. 2. 2.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경험경험경험경험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의 경험을 통하여 지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병에 관한 일반적 지식과 관리 초기에 관한 경험, 정기

관리에 관한 문항을 토대로 실시한 면접내용에서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관

      대상자 
특성

1 2 3 4 5 6

아 동 

    성별 남 남 남 남 남 남

나이 2세 3세 4세 5세 5세 8세

출생순위 첫째 둘째 첫째 둘째 첫째 첫째

진단명
복잡부분

발작
영아연축

복잡부분
발작

영아연축 간질
Lennox-
Gastant

syndrome

진단 후 경과 5개월 9개월 20개월 39개월 38개월 75개월

케톤식이
기간

2개월 5개월 5개월 1개월 4개월 4개월

어머니

    나이 31세 35세 35세 29세 34세 34세

종교 무 기독교 기독교 무 무 무

교육정도 대졸 대졸 대졸 고졸 고졸 고졸

직업 무 무 무 회사원 무 무

자녀수 1 2 1 2 2 2

경제상태 중 중 중 중 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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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요구와 식이요법의 시행시 문제,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와 가

족의 어려움으로 범주화하여 수집된 각 자료를 분석하였다.

 

        1. 1. 1. 1.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식이요법에 식이요법에 식이요법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정보요구정보요구정보요구정보요구

            1) 1) 1) 1)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식이요법에 식이요법에 식이요법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지식지식지식지식

  케톤생성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의료진을 통하여 케톤생

성 식이요법에 대한 원리나 시작 전에 시행되는 검사에 대해 구체적인 교

육이나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었고 주로 회진

시나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검사 시행여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들은 

정도이며 식이의 원리나 목적. 필요성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

니들은 필요한 주로 지식을 인터넷, 관련서적 등의 개별차원에서 찾아보는 

실정이었다.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권유를 받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회진시에 들었어요. 그 외는 아빠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서 보

고 있어요.

(#1. 케톤식이 2개월)

케톤을 시작해서 성장이 안되면 어떻하나...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4. 케톤식이 1개월)

  케톤식이를 시작한지 3개월 이전의 어머니의 경우 정보요구에 있어서 

지식에 대한 명확하지 않고 대략적인 사항에 궁금증을 갖고 있었으나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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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진시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상황과 이론적

인 면에서 좀더 구체화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엄마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왜 이런 기전으로 생기는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궁금한데 선생님께 물어봐도 자세히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원리를 잘 

알면 꼭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텐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

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잖아요.

증상이라는게 대체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2. 케톤식이 5개월)

대략적인 것들만 들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자세한 설명은 못 들었어

요. 다들 알아서 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어떤 검사를 하는지.. 또 왜 하는지.. 결

과는 어떻게 되는지.. 탈수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수치

로도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3. 케톤식이 5개월)

사용가능한 약도 알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없어요. 여기는 서울도 아니고 ##는 

감기를 달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요. 항생제가 젤 

찝찝하더라구요. 혹시나 그런거 때문에 경기를 하는 것도 같고...

(#5. 케톤식이 4개월)

우리 ##는 만 4개월째인데 언제까지 케톤을 해야 해요?  케톤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전 궁금하거든요. 한지 얼마 안되서 교수님께 여쭤보기도 그래서... 인터

넷으로 대충 봤는데... 교수님 책도 읽고...정말로 음식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

해요.

(#6. 케톤식이 4개월)

  2) 2) 2) 2)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식이요법에 식이요법에 식이요법에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지식 지식 지식 지식 제공원제공원제공원제공원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케톤식이를 시행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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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복용하는 약의 필요성과 작용, 케톤식이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케톤

생성 식이요법의 시행기간, 정기검진시 시행하는 검사와 검사의 필요성, 

아동의 이상 증상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궁금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로 같이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다른 어머니들과 인터넷을 통한 정

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 정보의 정확성은 검증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

워하고 있었다.

작용은 잘 모르겠는데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신체에 미치는 작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게 있어요? 거의 옆에 물어물어 정보

를 얻으니까...

(# 1. 케톤식이 2개월)

약 설명서 보고 알았어요. 구입해서 먹어야 한다고 들었지 따로 설명은 듣지 않

았어요.

주로 엄마들이랑 이야기해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데 그냥 보고 싶은 

내용만 발취해서 보는게 많아요.

(#3. 케톤식이 5개월)

필요한 검사에 대해서는 저는 못 들었어요. 뭐 이렇게 병실에 엄마들에게 물어보

고 들어보고 들은 거지... 이게 왜 찍어야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건 모르죠.

왜 먹어야 되는지는 말씀 안하시고 이약 구입해서 먹이세요 라고만 말씀하시더라

구요.

엄마들 말도 틀린게 많더라구요.. 첨에는 엄마들 말을 믿었다가 다음에 틀려서 믿

어도 되나 안되나 그래요.

(#4. 케톤식이 1개월)

선생님께는 들은게 없고요. 주로 같이 식이요법하는 엄마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탈수증상은 잘 파악이 안되죠.. 잘 모르겠더라구요. ##는 열이 나려구하면 안 좋

더라구요. 

그래서 안 좋구나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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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케톤식이 4개월)

인터넷으로 대충 봤는데.. 선생님 책도 읽고... 교육 받았다기 보단 그냥 주위에

서 들은 것 같아요. 

따로 증상이라고 해도 애가 기운없어 하는 것 말곤 알 수 있는게 있나요?

(#6. 케톤식이 4개월)

        3) 3) 3) 3)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식이요법의 식이요법의 식이요법의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시기시기시기시기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케톤식이 시작 후 경기

가 멈추지 않거나 재발 되었을때 식이요법 유지의 흔들림을 보였고 케톤생

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시작전과 식이요법을 진행하는 중간에 중간점검 

형태의 교육을 받고자 하였다. 일정기간의 경과 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

한 대응책 등을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통해 경험

적 정보공유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케톤식을 시작하기 전과 3개월경의 

중간시점에서 교육의 실시와 정보공유나 정서지지를 위한 자조모임을 원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은 입원시에 해 주는게 좋은 것 같아요. 서면으로 보여주는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1. 케톤식이 2개월)

3-6개월이 되어도 경기가 안 멈추고 있을때 엄마들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이럴때 

한번 더 교육을 해주시면 기운이 나지 않을까요.

(#2. 케톤식이 5개월)

자세하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간점검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보교환의... 연령별루 데이터가 있으면 뽑아줬으면 좋

겠어요. 정보교환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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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톤식이 5개월)

 

입원 전에는 모르는 상태니까 입원하기 전에 한번 받고 케톤 시작하고 한 중간정

도에 받았으면 좋겠어요. 퇴원하고 나서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건 내가 생각

하는게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4. 케톤식이 1개월)

2. 2. 2. 2.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식이요법의 식이요법의 식이요법의 시행상의 시행상의 시행상의 시행상의 어려움어려움어려움어려움

        1)  1)  1)  1)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준비와 식이준비와 식이준비와 식이준비와 관리관리관리관리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기 위한 식이교육에서도 음식을 조리하는 방

법과 보관방법, 사용 가능한 재료나 대체 가능한 자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한 상태였으며 정확한 비율을 지키기 위해 재료를 계량하는 것에 대한 부

담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식단이나 음식조리

방법에 자료제공을 원하고 있었다.

연령별루도 설명을 좀더 세심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케이스별루다 사례를 들

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유동식을 먹이니까.. 앞으로 이유식으로 

넘어가면 그게 걱정이에요. 나물은 이렇게 만들어라. 채소는 이렇게 조리해라. 반

찬 만들기 식단을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1.케톤식이 2개월)

1:4의 비율은 지키지만 끼니때마다 유동성 있게 조절해요. 이런 설명은 안 해줘

요. 내가 더 많이 했지. 이런 재료에 따라 많이 차이나지 않느냐..뭐 그런거..

(#2. 케톤식이 5개월) 

과일은 전혀 안 쓰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확실히 줄어요. 집에서는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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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해요. 토마토에 한해서지만..

(#3. 케톤식이 5개월)

 

올리브유나 우유, 견과류를 믹서로 갈아주는건 얼마나 보관을 해야 하나요? ##가 

유치원을 가거든요. 그걸 해서 싸서 보내거든요.

식단같은거 어떻게 음식을 맛나게 만들까 그런게 걱정이죠...

(#4. 케톤식이 5개월)

저울에 달아서 정해진 양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드네요. 

과일 종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는 사람은 토마토를 먹이시더라구요. 

(#6. 케톤식이 4개월)

        2) 2) 2) 2)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에 식이에 식이에 식이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아동의 아동의 아동의 아동의 적응과정적응과정적응과정적응과정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아동의 경우 식이를 시작할 때 음식섭취

의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적응 후 컨디션의 큰 변화 없이는 식이를 잘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디션이 떨어지면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먹여요.

(#1. 케톤식이 2개월)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로 해서 억지로라도 다 먹여요. 아프지 않으면 다 먹여요. 

그걸로 컨디션도 확인할 수 있죠. 

(#2. 케톤식이 5개월)

3개월 동안은 잘 먹었어요. 3개월 지나서는 익숙해지니까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간식도 마카다미아 1/4등분해서 8개정도 줬어요. 첨에는 너무 잘 먹었는데 지금

은 안 먹어요. 억지로 먹이지는 않아요. 헛구역질을 하니까... 기름을 좀더 먹인

다 생각하고 먹이고 있어요.

(#3. 케톤식이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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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그냥 먹기 싫어라하는데 보통 그냥 몇 수저 입으로 넣어주면 먹어요. 그래

서 싫어하거나 남기거나 하지는 않아요.

(#4. 케톤식이 1개월)

초기에는 안 먹으려고 하더니 적응되니까 잘 먹어요. 올리브유 같은건 잘 먹어요. 

그냥 나물, 호박, 김치, 버섯 종류로 해주는데 지금은 잘 먹는 것 같아요.

(#5. 케톤식이 4개월)

애가 엄마 몰래 소량의 음식을 먹었을때 대처방법을 혹시 아세요? 다른 분은 올

리브유를 먹이신다고 하시데요.. 한번씩 우리아이는 냉장고 열어서 반찬종류를 몰

래 꺼내먹는 것 봤거든요.

(#6. 케톤식이 4개월)

3. 3. 3. 3.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가족의 경험경험경험경험

        1) 1) 1) 1)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아동의 아동의 아동의 아동의 감정변화와 감정변화와 감정변화와 감정변화와 대응대응대응대응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식이요법을 시행하기 

전보다 신경질적이며 불만스러워하며 자주 짜증을 내고 있었다. 심리적으

로 불안한 모습도 관찰되고 있었으며 주로 원인이 배고픔과 연관되어진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감정조절은 주위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것에 한해 조절되고 있었으며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로 어머

니들은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고파하거나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그런 점은 있어요.

(#1. 2세/케톤식이 2개월)

활발하지 못하고 예전보다는 기력이 떨어지긴 하는데 예전과는 달라요.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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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하고 짜증 불만이 가득해요. 뭐든지 우는걸로 해결하려고해요. 책 읽으면 스

티커를 모두 입에다가 붙여놔요. 자기가 못 먹으니까 그런지..그러다가 책 펼쳐놓

고 잠들었다가가 깨서 그 페이지가 안 펴져 있으면 막 울어요. 불만, 짜증이 커졌

어요. 단 것을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때는 신경을 다른대로 돌려요. 책

보자.. 노래하자.. 다른걸루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인터넷에서도 감정을 돌려주는 방법은 없더라구요.

(#3. 4세/케톤식이 5개월)

짜증을 많이 내요. 쉬운 일에도 징징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에요. 자

기가 좋아하는 걸 주는데 잘 놀다가도 5-10분되면 또 짜증을 내요. ##는 나가있

는걸 좋아해요. 그렇다고 맨날 나가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해 해야하

나... 아직까지는 유치원을 가면 좋아해요. 거기서는 짜증을 덜 내고 또래 애들이

랑 잘 논다고 하더라구요. 

(#4. 5세/케톤식이 1개월)

배고프면 울고불고 하는데 밖에 잠깐 나갔다 오기도하고 주위를 다른대로 돌리려

고 해요.

(#5. 5세/케톤식이 4개월)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그래요. 장소에 대한 거부도 있고, 기존에 교육하는 것도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거든요. 

(#6. 8세/케톤식이 4개월)

        2) 2) 2) 2)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아동의 아동의 아동의 아동의 배고픔에 배고픔에 배고픔에 배고픔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대응대응대응대응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아동은 전반적으로 정해진 양으로 

인한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식이 외의 음식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로 

대체적으로 정해진 칼로리 안에서 식사횟수를 늘리거나 야채양의 조절 그

리고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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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많이 배고파한다면 그 양을 늘리죠. 하루에 네 번을 주거든요. 야채를 많이 

넣어서.. 계산외의 음식은 절대로 안줘요.

(#2. 2세/케톤식이 5개월)

다른 건 못 주니까 배고파하면 젖병에다가 물 담아서 주고 그래요. 그럼... 물로 

배가 차서 그런지 덜 보채요. 처음에는 친구들 먹는거 탐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봐도 손을 가려고 안 한데요..

(#4. 5세/케톤식이 1개월)

안 먹을땐 내버려두고 그랬는데... 배고프면 울고불고 하는데 밖에 잠깐 나갔다 

오기도하고 주위를 다른대로 돌리려고 해요.

(#5. 5세/케톤식이 4개월)

정말로 말로 표현 못 할 정도로 배고파해요. 정해진 양만 먹어야 되니까..간식도 

전혀 없으니까 야채위주로 식단을 짜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단을 짜서 

해주는 편이예요. 요즘은 얼음을 주기도 하고 좋아하니까.. 밖에 생활하고 나면 

배고픔이 더 하니까 정말 말로 표현 못 할 정도로 배고파해요.. 세끼 먹고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네요.. 배고픔이 힘들면 자해 행동도 한답니다. 정말 음식에 대

해 집착이 강한 건지...

(#6. 8세/케톤식이 4개월)

        3) 3) 3) 3)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부담감부담감부담감부담감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의 경우 식이요법을 유지함에 있어

서 어머니가 식이요법을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머니의 심적 

부담과 자식에 대한 연민이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 가 있었다. 그러나 정

서적인 지지나 가족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를 해결할 

자조모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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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먹고 퇴원하기가 싫었는데.. ‘가서 잘 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니까 또 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갈 길이 멀어요.

(#1. 케톤식이 2개월)

제가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버텨주는게 문제죠.

식이요법을 하다보면 진짜 힘들어요. 주위에서 어른들이 중간에 그냥 먹여버리자 

하고 애들이 너무 안됐다 하고... 

(#2. 케톤식이 5개월)

항상 같이 있어요. 내가 먹여야 하고 식단을 짜도 내가 짜고 먹여야하고 내가 다 

해야해요. 아파도 내가 식단 짜놓고 아파야하고 쉬고 싶어도 먹이고 쉬어야 하고 

아파도 아플 수가 없어요. 

(#3. 케톤식이 5개월)

밖에 생활하고 나면 배고픔이 더하니까 정말 말로 표현 못 할 정도로 배고파해

요. 그럴 때마다 엄마인 저로선 너무 힘들답니다. 다들 힘들게 시작했으니까 나중

엔 꼭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텐데... 저 역시 케톤 시작할 때 내 눈에 눈물이 마

를 날이 없었는데요.

(#6. 케톤식이 4개월)

        4) 4) 4) 4)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가족과정의 가족과정의 가족과정의 가족과정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면서 식이와 관련된 철저한 차단으로 고립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가족생활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개념이 없

어진 상태로 식이의 변화로 인한 가정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과정의 변화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밖에 모르시죠. 다른 친척들에게는 말 안죠. 따로 찾거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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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죠.

(#1. 케톤식이 2개월)

형아도 많이 계속 교육을 해요. 몰래 먹으라하고 들어가서 먹으라하고. 과자 부스

러기도 못 떨어지게 교육을 하죠. 사람들도 철저히 차단을 하죠. 우리아이는 특이

체질이라서 아무거나 못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절대 차단하죠. 

(#2. 케톤식이 5개월)

우리가 먹을 때도 돌아가면서 숨어서 먹어요. 안방으로 베란다로 나가서 서서 얼

른 먹고 교대하고... 가정생활 자체가 변해요. 밖에 나들이를 나갈 때도 우리는 

생수가 전부니까 사람이 할 짓인가...해요. 경기만 멈춘다면... 독하게 하죠. 친지

방문도 없고 안와요.

(#3. 케톤식이 5개월)

## 먼저 먹이고 아빠먹고 나먹고 그래요. 자기가 먼저 먹고 나서인지 우리 먹을 

때는 탐을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 친구들 먹는거 탐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봐도 손을 가려고 안한데요. 제가 주지 말라고 이야기 했어요.

(#4. 케톤식이 1개월)

  이상으로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의 경험을 통하여 케톤생

성 식이요법에 관한 정보요구, 케톤생성 식이요법 시행상의 어려움,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가족의 경험 등으로 범주화하여 연구결과를 기

술해 보았다.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들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은 다음

<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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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의 경험

범  주 주       제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관한 

정보요구

․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관한 지식

․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관한 지식 제공원

․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정보제공 시기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시행상의 어려움

․ 케톤생성 식이준비와 관리

․ 케톤생성 식이에 대한 아동의 적응과정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가족의 경험

․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아동의 감정변화와 대응

․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아동의 배고픔에 대한 대응

․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의 부담감

․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가족과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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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 결론 결론 결론 및 및 및 및 제언제언제언제언

1. 1. 1. 1.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연구는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의 경험을 통하여 지식과 교육요구를 

파악하고 그 의미구조를 확인. 기술하여 직접적인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심층 면접법을 통한 서술적 사례연구로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Y대학 부속병원 아동진료센터 외래에 등록된 소아신경과 

환자 중에서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아동으로 자유식을 먹는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작한지 1개월에서 6개월 경과된 환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 받은 6명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면담시 질문은 준

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형태의 면접 지침서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와의 

면담시 대화내용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양해 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대화내용은 가능한 한 면담 후 즉시 직접기록하고 참여자의 

말로써 기술하였다.

  자료분석은 심층면접을 통해 대상자의 말로써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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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케톤생성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의료진을 통

하여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대한 원리나 시작 전에 케톤식이의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주로 

회진시나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검사 시행여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으

며 검사의 목적,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 케톤식이를 시행하는 

동안 복용하는 약의 필요성과 작용, 케톤식이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케

톤생성 식이요법의 시행기간, 정기검진시 시행하는 검사와 검사의 필요성, 

아동의 이상 증상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로 

같이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다른 어머니들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공유하

고 있었으며 그 정보의 정확성은 검증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

다.

  어머니들은 일반적인 케톤생성 식이의 관한 지식외 음식 만들기와 일상

생활에서 정기검진시 필요한 검사의 내용과 목적,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약물과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궁금해 하고 있었으며, 케톤식이 

시작 후 경기가 멈추지 않거나 재발되었을 때 식이요법을 유지함에 있어 

흔들림을 보였고, 식이요법을 진행하는 동안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또 다

른 궁금증이 발생되고 있었다. 그로인해 식이요법 시작전과 일정기간의 경

과 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 등을 교육받고자 하였고, 현재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경험을 통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모임을 원하고 있었다.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기 위한 식이교육에서도 음식을 조리하는 방

법과 보관방법, 사용가능한 재료나 대체 가능한 재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한 상태였으며 연령별로 좀더 상세한 식단이나 조리법의 정보를 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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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정확한 비율을 지키기 위해 재료를 계량하는 것에 대한 부담

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아동의 경우 식이를 시작할 때 음식섭취

의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적응 후 컨디션의 큰 변화 없이는 식이를 잘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이요법을 시행하기 전보다 신경질적이며 

불만스러워하며 자주 짜증을 내고 있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도 관찰

되고 있었으며 주로 원인이 배고픔과 연관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아동의 감정조절은 주위를 다른 곳

으로 돌리는 정도에서 조절되고 있었으며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로 어머니들은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아동은 전반적으로 정해진 양으로 

인한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식이 외의 음식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로 

대체적으로 정해진 칼로리 안에서 식사 횟수를 늘리거나 야채양의 조절 그

리고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다.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의 경우 식이요법을 유지함에 있어

서 어머니가 식이요법을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머니의 심적 

부담과 자식에 대한 연민이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 가 있었다. 그러나 이

러한 어머니의 부담감을 해소 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나 지지체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면서 식이와 관련된 철저한 차단으로 고립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가족생활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개념이 없

어진 상태로 식이의 변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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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고 있었다.

 

2. 2. 2. 2.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의의의의의의의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간호실무 및 연구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들의 

경험과 요구를 문헌을 통해 도출하고 직접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들의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인식, 확대되었으며 이를 토

대로 케톤생성 식이요법 시행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케톤생성 식이요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고려되어야 교육

내용 구성으로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기본원리, 목적, 필요성과 시

행기간, 시행 전과 정기검진시의 검사, 목적과 필요성, 식이요법 

중에 복용하는 약물의 중요성과 필요성, 아동의 이상증상과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법, 식단 작성 이외 음식 만

들기와 보관, 대체식품, 그리고 아동의 감정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과 배고픔에 대한 대응방안, 어머니의 부담감과 가족과정의 변화



- 37 -

에 대응법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교육적 프로그램 외의 경험적 정보공유를 위한‘케톤생성 식이요

법을 시행하는 어머니의 모임’인 정보공유와 정서적 지지의 자조

모임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넷째,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어머니의 모임을 주도 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면담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

로 추후 관리 영역의 상담과 교육까지 다양한 간호사의 역할을 확인하였

다.

3. 3. 3. 3. 제 제 제 제 언언언언

  만성질환자의 지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의 지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

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연구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기초 자료를 통하여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

화되고 신빙성 있는 도구 개발 연구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실무 및 연구에 대해 추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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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간호 간호 간호 간호 실무에의 실무에의 실무에의 실무에의 적용적용적용적용

  첫째,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부모를 위한 식이요법 시행 전 교

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부모들의 경험적 정보공유를 위한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어머니의 모임’을 제언한다.

 셋째,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어머니의 모임과 가족

의 정서적 지지를 주도 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의 육성을 제언한

다.

 넷째,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소아신경과의사, 전문 간호사, 영양사, 약사, 

사회사업사 등 다학제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언한다.

 

        2) 2) 2) 2) 간호 간호 간호 간호 연구에의 연구에의 연구에의 연구에의 적용적용적용적용

  첫째, 대상자의 정확한 지식 정도 및 요구 사정 도구 개발 연구를 제언

한다.

  둘째, 대상자의 지식정도와 관련된 다른 요구들을 찾아내는 연구를 제언

한다.

  셋째, 대상자의 지식정도와 간호 수행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대상자의 교육 요구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교육효과를 검증해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다섯째,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적응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기간동안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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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부록1)1)1)1)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시행하는 

소아간질 소아간질 소아간질 소아간질 환아 환아 환아 환아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경험과 경험과 경험과 경험과 요구요구요구요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과에서 근무하면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케톤생성 식이요법 관련 지식정도와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을 통하여 바람직한 질적 간

호의 소중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이오니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더

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어 순수하게 연

구에만 사용 될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교육

                                                박 가 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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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아동의 아동의 아동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1. 아동의 연령은?  _____ 년____ 개월

2. 아동의 성별은?  남________    여_______

3. 아동의 출생순위는?  ___________________

4. 아동의 진단명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아동의 진단이후 경과기간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아동의 치료방법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아동의 입원경험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문항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_세

2. 귀하의 자녀수는? _________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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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교육정도는?

  □1) 초등 졸      □2) 중 졸     □3) 고 졸     □4) 대 졸     □

5)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1)무                           □2) 유___________________

5. 귀하의 종교는?

  □1) 불교     □2) 기독교      □3) 천주교      □4) 없슴      □

5) 기타________

6. 귀하의 경제적인 정도는?

  □1) 하              □2) 중              □3) 상            □4) 

기타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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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지침서면접지침서면접지침서면접지침서

1. 1. 1. 1.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식이요법의 식이요법의 식이요법의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지식지식지식지식

 1.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원리에 관하여 어떠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2.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시행기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3. 케톤생성 식이요법 시행전 시행하는 검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4. 케톤생성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신체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6.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행할 때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

까?

 7. 하루 수분섭취량은 얼마나 됩니까?

2. 2. 2. 2.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식이요법의 식이요법의 식이요법의 초기관리초기관리초기관리초기관리

    1. 케톤생성 식이요법을 시작할 때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2. 음식의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 아동의 배고픔이나 간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 아동이 케톤식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5. 초기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저혈당이나 탈수증상에 대해 알고 있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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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케톤생성 식이요법의 식이요법의 식이요법의 식이요법의 일상생활과 일상생활과 일상생활과 일상생활과 정기검진정기검진정기검진정기검진

 1. 외래 방문이나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증상을 알고 있습니까?

 2. 정기 검진시 시행하는 검사나 검사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3. 아동의 감정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 가족이나 친지에게 필요한 협조사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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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Experience Experience Experience Experience and and and and Demand Demand Demand Demand of of of of the the the the Mothers Mothers Mothers Mothers of of of of the the the the 

Childhood Childhood Childhood Childhood Epilepsy Epilepsy Epilepsy Epilepsy Patients Patients Patients Patients Treated Treated Treated Treated 

with with with with Ketogenic Ketogenic Ketogenic Ketogenic DietDietDietDiet

                                                                                                                                            Park, Park, Park, Park, Ga Ga Ga Ga YoungYoungYoungYoung

                                                                                                                                            Dept. Dept. Dept. Dept. of of of of Nursing Nursing Nursing Nursing EducationEducationEducationEducation

                                                                                                                                            The The The The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Education Graduate Graduate Graduate Graduate schoolschoolschoolschool

                                                                                                                                            of of of of Yonsei Yonsei Yonsei Yonsei UniversityUniversityUniversity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demands of the mothers 

of the childhood epilepsy patients treated with ketogenic diet 

through their experiences so that this study could provide such 

mothers with useful data for their nursing educational programs 

and provide them with basic data for their nursing direction 

through narrative case studies based on intensive interviews. 

  The interview for this study was done with 6 mothers under 

their agreement whose children had been being treated with 

dietary therapy for ketogenic diet for 6 months ~ a year among 

those who were registered as childhood neurology patient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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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Medical Center, Y University Hospital.  

  The data of this study had been collected through the intensive 

interviews done from May 1 to June 10, 2006. Such interviews 

were done with the interview paper that was semi-constructive 

and open-type. A recorder was used at each interview in order to 

prevent any conversation content from being omitted while 

interviewing such mothers. All conversation content was recorded 

containing such mothers' words as they were immediately after 

interview if possible.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method 

based on such mothers' words collected through the intensive 

interviews. This study result indicated:

 

  1. The mothers who treated their children with ketogenic diet  

carried out such dietary therapy without being educated 

particularly on the dietary therapy. They said that they needed the 

general knowledge of ketogenic diet and the information about the 

test/test-content/purpose/ necessity for/of regular examination, the 

drugs for daily use, what actions to take for any actual situation 

and etc.

  The mothers shared the information usually with the other 

mothers who also treated their children with dietary therapy by 

internet. However, they were confused about such 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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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because its authenticity was not verified. 

  2. They did no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dietary 

therapy including how to cook the food, how to keep the food, 

which ingredients could be used for the food or which ingredients 

could be alternative. They were afraid about also the material 

measurement for exact ratio. 

  3. The children treated with ketogenic diet showed rejection 

against the food for such therapy when the therapy began. 

However, they ate well such food after adaptation unless their 

condition changed. 

  4. The children treated with ketogenic diet  got nervous, 

uncomfortable and irritated more frequently than they got before 

they began the dietary therapy in terms of their mental change. 

They showed mentally anxiety, which was found usually to be 

caused by their feeling of hunger. The mothers, however, did not 

find any effective action to take for such mental change of their 

children.  

  5. The children treated with ketogenic diet complained about 

their feeling of hunger because they were regulated to ea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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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amount of food usually. They filled their empty-belly mostly 

by increasing frequency of meals or adjusting the quantity of 

vegetables within the fixed calorie and drinking water.

  6. The mothers who treated their children with ketogenic diet  

felt uneasy themselves and sorry for their children more than they 

were before they began such therapy because they should maintain 

such dietary therapy by themselves.

  7. The mothers and their children were isolated from their 

family because they should strictly block themselves from the 

normal diet while carrying out the ketogenic diet .

 They complained about their hardship on the change of their 

family relationship caused by the change of diet without thought 

that they could have meals with their family.

  Based on such results set forth above, I think that it is 

indispensable to make more and intensive studies on the patients 

treated with ketogenic diet and their families and I suggest that the 

basic data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should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comprehensively constructive 

educa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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