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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지지 간호중재는 중요하고 고유한 간호 기능의 하나로

서 그동안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지의 개념‘ ’

적 속성을 분석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간호활동으로 그,

중재효과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왔다. Gardner

는 간호사들이 간호수행 중에 지지한다는 말을(1979) ‘ ’

빈번히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지지의 의미를 확인한 결' '

과 간호사들은 지지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지에 대해' '

서 보편적이면서도 일관성있는 행위를 제시하지는 못하

나 포괄적인 의미로는 전인간호와 혼용하고 있음을 보,

고하였다 국내 간호문헌에도 지지가 간호의 중요한 기.

능중 하나라는 생각에는 모두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

음이 보고되어왔다최 박 김( , 1983; , 1984; , 1985;

김 김, 1988; , 1989).

국내에서는 년 이후 지지의 개념적 속성을 확1980 ‘ ’

인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지 개념을 간호중재로 적용하

여 그 효과를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들 연구에서 지지 는 지지간호 지지적 간호중재“ ” “ ”, “ ”,

또는 사회적 지지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며 이“ ” ,

다양한 용어적 표현만큼 다양한 개념적 정의와 이에따

른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여왔다 따라서 지난 여 년. 20

간 국내 연구에서 지지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어 간호‘ ’

중재로 적용되어왔으며 이러한 지지 개념을 간호중재, ‘ ’

로 적용하였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측정되었고 잠정,

적으로 그 효과는 어떠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지간호중재를 지지 개념을‘ ’

간호중재의 주요 개념으로 명명하고 수행한 간호활동으

로 총칭적으로 정의하고 년대 이후 국내에서 지지, 1980

개념을 간호중재로 적용한 실험연구를 대상으로 첫째, ,

지지간호중재의 개념적 정의를 검토하고 둘째 지지간호, ,

중재를 어떻게 조작화하여 측정하였으며 셋째 지지간호, ,

중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들은 무엇이었으며,

넷째 지지간호중재의 결과로 이들 개념들에 나타난 유,

효크기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각 실험 연구의 특성과, ,

유효크기 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에서 지지간

호중재 실험 연구의 현 상태를 제시하고 향후 지지 간‘ ’

호중재와 관련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 연구회 회원들에 의해 수행되었음* .ΣΘΤ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1)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5)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2)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6)

한국방송대학 간호학과 교수3)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7)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4) 동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8)

주요개념 지지 간호중재 사회적지지 메타분석: , ,

지지 간호중재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박영주1)오가실2)이선옥3)오경옥4)김정아5)

김희순2)최상순6)이숙자1)이성은7)정추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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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설계1.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지지간호중재 실험 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이다.

연구 대상논문 및 자료수집방법2.

연구대상 논문은 제목에 지지가 포함된 지지간호중재‘ ’

실험논문 중에서 년 월 이후부터 년 월까, 1980 1 1997 6

지 대한간호학회지와 분과학회지정신 지역사회 아동( , , ,

성인 행정 기본 여성건강에 게재된 논문과 전국 대학, , , )

의 간호학 석 박사학위 논문 편을 차 대상으로 하였. 19 1

다 차 대상논문 중에서 메타분석이 가능하도록 대조군. 1

이 있는 실험 논문으로서 대상자 수가 실험군 대조군, .

각각 명 이상이며 지지간호중재만을 적용하고 서술10 , ,

통계와 추론통계의 사용이 가능한 연구 편을 최종 분14

석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외된 논문은 총 편. 5

으로 대상자수가 명 미만인 논문 편 단일군 전후설, 10 1 ,

계인 논문 편 그리고 지지간호중재 이외에 다른 중재를2

병행한 논문 편이었다2 .

자료분석3.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지지간호중재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분석을 위한 지지간호중재의 내용분석 단

계와 지지간호중재의 효과 검정을 위한 메타분석의 단2

계로 구성되었다.

단계 지지간호중재의 내용분석1 : :

지지간호중재의 내용분석은 지지간호중재의 개념적 정

의 및 조작적 정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이를. ,

위하여 지지간호중재의 용어적 표현에 따른 개념적 정의

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구별하였다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명명은 가능한 한 논문에서 표현된 용어를 그대로

표현하면서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표현 즉, , “

지지 로 표현하였다 이어서 구성요소에 대한 조작....... ” .

적 정의간의 논리적 관계를 분석하였고 조작적 정의에,

서 이용된 측정을 위한 용어의 빈도산출은 유사성

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산출하였다(similarities) .

단계 지지간호중재의 효과에 대한 유효크기 분석2 : :

분석에 이용될 추론 통계치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후(

평균치를 비교한 값 또는 값와 자유도를 취하였으며t F ) ,

추론 통계치가 없는 논문의 경우는 실험군 대조군의 평,

균 표준편차 및 대상자 수를 이용하여 필요한 통계치를,

계산하였다 연구결과의 방향은 지지간호중재 후 종속변.

수의 측정값이 도구의 측정기준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경우 로 그 반대의 경우는 로 결정하였다(+) , (-) .

자료 처리된 연구논문의 결과는 메타분석 프로그램송혜(

양 과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1992) PC-SAS program

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연구의 유효크기 를 추정하였고 지지 간(d) , ‘ ’

호중재의 효과를 종속변수별로 동질성을 검증하였으며,

동질성 검증후 통계적으로 동질적으로 확인된 연구결과

는 단순 평균한 유효크기와 표본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을 추정하였다 여러 연구로부터 제시된 중재효과를 비.

교하기 위해 표준화된 평균차이(standardized mean

에 의해 산출된 유효크기송혜양 를difference) ( , 1992)

가지고 해석하였다 산출된 유효크기가 양 의 값이면. (+)

중재효과가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큰 측정값을 가짐을

의미하여 간호중재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음,

의 값이면 간호중재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하였다(-) .,

유효크기의 정도는 의 기준에 준하여 유효Cohen(1988)

크기 값이 이상은 큰 효과 값이 는 보통 효과 그d .8 , d .5

리고 값이 는 작은 효과로 해석하였다d .2 .

Ⅲ 연구 결과.

지지 간호중재의 내용분석1.

지지 간호중재의 내용분석 결과는 표 과 같다 먼< 1> .

저 독립변인으로서 지지간호중재는 지지적 간호중재“ ,”

지지간호 사회적지지 지지적간호 등으로다양하게“ ,” “ ,” “ ”

사용하였으나 이를 본 연구에서는 세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첫째 지지간호중재를 지지간호 의 개념으로 적용. , “ ”

한 경우 둘째 사회적지지 개념으로 정의한 경우 셋, , “ ” ,

째 정서적지지나 정보적지지 등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 “ ”

중 일부분을 적용한 경우였다 그러나 대상 논문의 이론.

적 정의는 모두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정서적지지 정보, ,

적지지 신체적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변인을 사회적 지지개념으로 명

확하게 사용한 편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논문의 독립변4

인과 이론적 정의간에는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즉 지. ,

지간호중재를 위한 독립변인은 지지간호 지지적 간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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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분석대상연구의 특성 개요< 1>

연구자연도( ) 중재 내용 대상자
대상자수

실험군대조군/
횟수 간격

회1

중재시간
측정개념

박오장(1984) 사회적지지 당뇨환자와 가족 50/52 2 주2 분60-90 역할행위이행1)

주관적 역할행위이행①

객관적 역할행위이행②

건강신념2)

당뇨지식3)

김희순(1988) 정서정보적

지지모임

만성질환아 어머니 32/32 3 주 회1 분60 스트레스

홍성경(1994) 정보적지지 암환자 20/19 1 해당없음 분40-90 무력감

최영희(1983) 지지적

간호중재

결핵환자 40/47 3 주간격2 분30-60 환자역할행위1)

주관적 이행행위ⓛ

객관적 이행행위②

가족지지행위2)

채현주(1985) 정서적지지 고혈압환자 30/30 3 매일 분40-60 자가간호이행1)

건강신념2)

고혈압 관련 지식3)

김명자(1985) 지지간호 입원환자 33/33 2 오전,

오후

미제시 스트레스1)

생리반응(Na),①

불안②

행동변화③

불확실성2)

김정아(1989) 지지간호 요통환자 35+36/39+40* 3 격일 분30 우울1)

기분2)

만족3)

차영자(1994) 지지간호 자궁암환자 14/10 2 주 회1 분20-30 불안1)

우울2)

박점희(1996) 지지적

간호중재

유방암환자 16/16 6 주 회1 미제시 불안1)

절망감2)

생리스트레스 반응3)

불안행동반응4)

권경남(1993) 정보적

지지간호

관상동맥

성형술환자

30/30 1 시술전날 분60 스트레스 반응1)

불안,①

혈압 맥박 호흡, ,②

행동적 스트레스 반응③

통증2)

왕임순(1985) 지지적 간호 고위험신생아

어머니

40/40 1 해당없음 미제시 1)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신생아에 대한 애착행위2)

이숙자(1993) 지지적

간호행위

혈액투석환자 43/52 4 주 회2 분30 우울1)

삶의 질2)

김선아(1994) 지지모임 정신질환자 가족 24/14 4 주 회1 분90 조절감1)

부담감2)

안녕3)

신체상태①

우울②

최연희(1994) 집단지지중재 만성신부전환자 23/27 6 주 회1 분90 자존감1)

절망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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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지지적간호행위 지지적간호 등으로표현하였,” “ ,” “ ”

으나 이들 개념의 이론적 정의는 사회적지지 개념을 총,

칭적으로 표현하거나 정서정보도구신체적 지지,

등의 사회적지지 하위 구성요소 일부를 표현하는 등 사

회적지지 개념을 혼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 14

편 중 편에서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중심으로12

정의하고 있어서 지지간호중재의 주된 구성요소가 정서, ,

정보적 차원인 것으로 정의되고 있었으며 그 외 소수,

연구에서 도구적 지지 신체적 지지나 물질적 조력 등이,

포함되었다.

조작적 정의는 대상 논문 편 모두에서 정서적 지지14

를 경청으로 표현하였다 그 외 소수가 감정이입 공감. , ,

격려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보적 지지 또한 모든 연.

구에서 교육과 정보제공으로 조작화하고 있었으며 그,

매개체는 유인물이나 소책자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

보적 지지를 환자교육 상징적 물질적 조력 도구적 지, , ,

지라는 용어로 표현하여 사회적 지지개념의 물질적 지지

개념과 혼용하고 있었다 특기할만한 내용은 사회적 지.

지에 신체적인 지지를 포함시킨 연구가 편이나 있었으4

며 이 경우 조작적인 정의는 아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간호행위로서 진술하고 있었다.

지지간호중재의 방법은 표 와 같다 지지간호중재< 2> .

의 대상자는 환자가 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를 주11 ,

로 돌보는 가족 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편(caregiver) 3

으로 고위험 신생아 어머니 만성질환아 어머니 정신질, ,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었다 연구대상자 단위는 개인으로.

접근한 연구가 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편이11 , 3

었다 지지간호중재방법은 주로 회에 걸쳐 제공한 연. 1-3

표 지지간호중재 실험연구 유효크기 비교< 2>

연구자년도( ) 종속변수 통계량 df 방향 z r d 연구별 평균d

최영희(83) 환자역할행위1) 2.117

주관적 이행① t 4.19 85 + 3.983 .414 .898

객관적 이행② t 16.74 85 + 11.099 .876 3.589

가족지지행위2) t 8.70 85 + 7.336 .686 1.865

박오장(84) 역할 이행 행위1) t 15.55 101 + 11.082 .840 3.064 1.467

혈당① t 1.99 101 + 1.967 .194 .392

뇨당② t 3.57 101 + 3.456 .335 .703

건강신념2) t 6.80 101 + 6.155 .560 1.340

당뇨지식3) t 9.36 101 + 7.923 .682 1.845

김명자(85) 스트레스1) .518

생리반응(Na)① t 5.82 64 + 5.194 .588 1.432

불안② t .30 64 + .299 .037 .074

행동변화③ t .53 64 + .527 .066 .130

불확실성2) t 1.74 64 + 1.713 .213 .435

왕임순(85)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1) t 6.78 78 + 5.992 .609 1.516 1.636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행위2) t 7.85 78 + 6.717 .664 1.775

채현주(85) 자가간호 이행1) t .81 58 + .804 .106 .213 .387

건강신념2)

민감성심각성/① t .81 58 + .804 .106 .209

장애성② t 1.63 58 + 1.605 .209 .421

이익성③ t 1.38 58 + 1.363 .178 .356

고혈압 관련지식3) t 2.86 58 + 2.754 .352 .738

김희순(88) 스트레스 t 2.62 62 + 2.541 .316 .655 .655

김정아(89) 우울1) F 8.489 146 + 2.868 .234 .479 .453

기분2) F 2.708 146 + 1.635 .135 .271

만족3) F 13.667 146 + 3.608 .293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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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각각 편 회가 편 회와 회 제공이 각각 편3 , 3 4 , 4 6 2

이었으며 중재 간격은 주 회가 편 주 간격이 편, 1 5 , 2 2 ,

주 회가 편이었다 그외에도 하루에 오전 오후로 제공2 2 . ,

하거나 매일 제공한 논문은 각각 편이 있었다 지지 간1 .

호중재 수행시간은 회에 분에서 분까지였으며 시1 30 90 ,

간이 기술되지 않은 논문도 편이 있었다 지지간호중재3 .

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종속변인는 크게 자가보고와

생리적 측정으로 분류되며 자가보고의 경우 변인이 다,

양하여 주된 종속변인의 도출이 불가능하였다 이를 구.

체적으로 보면 종류의 변인으로 연구되어 불안 우23 , ,

울이 각각 편 역할 행위이행 편이었으며 그 외에는4 , 3

각각 다른 변인들이었다 생리적 변인으로 측정된 종속.

변인도 같은 현상으로 당 뇨중 혈압 맥박 호흡, Na, , ,

등이 각각 편이었다1 .

지지간호중재 효과의 유효크기2.

실험논문의 유효크기 분석 결과를 표 에 제시하였< 2>

다 각 연구결과의 유효크기는 측정된 지지간호중재 효.

과의 유효크기 평균을 이용하였다 유효크기는 최소.

에서 최고 로 모든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243 2.745

으로 나타났다 총 편의 대상 논문중 편의 논문이. 14 6

이상의 유효크기를 보여 중재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0.8

나타났고 편의 논문의 유효크기가 로 중간정도인, 4 0.5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 논문 편의 지지간호중재의 효과를 검증14

하기 위한 결과변인을 행위이행 건강신념 지식 불안, , , ,

우울 절망감 스트레스 행동반응 등 종류로 분류하, , 17

고 각 종속변수별 지지간호중재의 효과를 동질성 검증,

과 유효크기로 비교하였다 동질성 검증 결과 후에 동질.

표 지지간호중재 실험연구 유효크기 비교 계속< 2> ( )

연구자년도( ) 종속변수 통계량 df 방향 z r d 연구별 평균d

권경남(93) 스트레스 반응1) .840

불안① F 4.23 56 + 2.010 .265 .540

수축기 혈압② F 4.61 56 + 2.095 .276 .564

이완기 혈압 F 9.49 56 + 2.948 .381 .809

맥박 F 13.46 56 + 3.458 .440 .963

호흡 F 12.37 56 + 3.328 .425 .924

행동반응③ F 16.38 56 + 3.773 .476 1.063

통증2) F 14.91 56 + 3.620 .459 1.014

이숙자(93) 우울1) F 2.86 90 + 1.673 .175 .352 .271

삶의 질2) F .83 90 + .908 .096 .190

차영자(94) 불안1) F 2.80 20 + 1.598 .350 .714 1.179

우울2) F 14.87 20 + 3.292 .653 1.644

홍성경(94) 무력감 t .76 37 + .752 .124 .243 .243

최연희(94) 자존감1) F 76.026 47 + 6.689 .786 2.491 2.745

절망감2) F 110.075 47 + 7.490 .837 2.998

김선아(95) 조절감1) t .63 66 - .627 .077 .153 .262

부담감2) t .48 66 + .478 .059 .116

안녕3)

신체상태① t 2.5 66 + 2.434 .294 .606

우울② t .71 66 + .706 .087 .172

박점희(96) 불안1) F .74 25 + .845 .170 .331 .512

절망감2) F 8.10 25 + 2.622 .495 1.095

생리 스트레스반응주관적3) ( ) F .18 25 - .419 .085 .163

스트레스불안 행동반응4) ( ) F 1.42 25 + 1.163 .232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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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종속변수별 지지 간호중재 효과에 대한 유효크기 및 동질성 검증< 3>

종속변수 연구자년도( ) 측정도구도구 개발자 명( )
유효

크기

대상

연구수

유효크기 동질성

검증

유효크기

최소 최대 평균 가중평균

행위이행 최영희(83) 폐결핵 환자 역할행위 이행도구최영희( ) 2.24 3 .21 3.06 .00

박오장(84) 당뇨환자 역할행위 이행도구박오장( ) 3.064

채현주(85) 고혈압환자 자가간호이행도구최영희( , 1983) 0.213

건강신념 박오장(84) 당뇨환자 건강신념 측정도구박오장( ) 1.34 2 .33 1.34 .003

채현주(85) 고혈압환자 건강신념 측정도구채현주( ) 0.33

지식 박오장(84) 당뇨병 지식측정도구박오장( ) 1.85 2 .74 1.85 .005

채현주(85) 고혈압 지식측정도구채현주( ) 0.74

불안 김명자(85) 상태불안 측정도구(Spielberger, 1975) 0.07 4 .07 .71 .91 .41 .58

권경남(93) 상태불안 측정도구(Spielberger, 1970) 0.54

차영자(94) 상태불안 측정도구(Spielberger, 1972) 0.71

박점희(96) 상태불안 측정도구(Spielberger, 1966) 0.33

우울 김정아(89) Self-rating depression scale(Zung, 1965) 0.48 4 .17 1.64 .06 .66 .46

이숙자(93) Depression scale(Beck, 1967) 0.35

차영자(94) Self-rating depression scale(Zung, 1965) 1.64

김선아(95)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to

depression(Radlooff, 1977)
0.17

절망감 최연희(94) Hopeless scale(Beck, 1967) 2.99 2 1.10 2.99 .008

박점희(96) Hopeless scale(Beck, 1967) 1.10

스트레스 행동반응 권경남(93) 행동반응 측정도구(Davitz, 1990) 1.06 2 .46 1.06 .25 1.52 .86

박점희(96)
스트레스불안 행동반응 도구( )

김조자(Ruth, 1974; , 1982)
0.46

가족지지행위 최영희(83) 가족지지행위 측정도구최영희( ) 1 1.87

자존감 최연희(94) 자존감 측정도구(Rosenberg, 1962) 1 2.49

삶의 질 이숙자(93)
혈액투석 환자용 삶의 질 측정도구

(Ferrans & Power, )
1 .19

불확실성 김명자(85) 불확실성 측정도구(Mishel, 1982) 1 .44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황임순(85) 신생아 지각목록(Broussard, 1963) 1 1.52

스트레스 김희순(88) 스트레스 측정도구김희순( , 1988) 1 .66

기분 김정아(89)
기분척도

(Ryman, Biersner & Larocco, 1974)
1 .27

만족 김정아(89)
환자만족척도

(Laminica, Oberst, Madex & Wolf, 1986)
1 .61

무력감 홍성경(94) 무력감 측정도구(Miller, 1983) 1 .24

조절감 김선아(95)
개인적 조절감 측정도구

(Pearlin & Schooler, 1978)
1 2.49

질병에 대한 조절감 측정도구(Reinhard, 1994)

부담감 김선아(95) 부담감 사정도구(Reunhatrd, 1884) 1 .12

신체상태 김선아(95) 가족 전반적 상태에 대한 문항1 1 .61

통증 권경남(93) 통증 측정도구(Melzack & Torgerdson, ) 1 1.01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행위
왕임순(85) 신생아 애착행위 측정도구(Hale, 1977) 1 1.78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박점희(96) 주관적 생리적 반응 측정도구( ) 1 0.16

행동변화 김명자(85) 입원화자 행동변화 측정도구김명자( , 1985) 1 0.13

생리적 측정

박오장(84) 혈당 뇨당, 0.55 5 .16 1.43 .12 .40 .58

김명자(85) 뇨중 농도(Na) 1.43

권경남(93) 혈압 맥박 호흡, ,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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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평균 유효크기 및 표본 수를 가

중치로 두어 가중 평균 유효크기를 산출하였다 표< 3>.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한 편의 연구는 유효크기가4

에서 로 동질성을 보였고 메타분석0.07 0.71 (p=.91)

의 평균 유효크기는 가중 평균 유효크기는0.41, 0.58

이었다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연구한 논문은 편으로서. 4

유효크기는 최소 최대 로 동질적이었으며0.17 1.64 (p=

메타분석의 평균 유효크기는 가중 평균0.06), 0.66,

유효크기는 이었다 스트레스 행동반응을 측정한0.46 . 2

편 연구의 유효크기는 최소 최대 으로 동질적0.46 1.06

이었으며 평균 유효크기는 가중 평균(p= 0.25), 0.76,

유효크기는 이었다 생리적 상태를 측정한 편 연구0.86 . 3

의 최소 유효크기가 최대는 이며 동질성이0.55, 1.43 ,

있었고 평균 유효크기는 가중 평균(p= 0.12), 0.40,

유효크기는 이었다0.58 .

그 외에 편에 제한된 역할행위이행 건강신념 지2-3 , ,

식 절망감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동질성을 보이지 않아 평균 유효크기 추정이 불가

능하였으며 가족지지행위 자존감 삶의 질 등 종류, , , 15

의 지지간호중재 효과도 논문이 각각 편뿐 이어서 평균1

유효크기 추정이 불가능하였다 즉 본 연구대상 논문에. ,

서 지지중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종속변수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행동반응 및 스트레스 생리 반응이었다, .

Ⅳ 논 의.

지지 간호중재의 내용분석1.

지지 간호중재의 내용분석결과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

행된 지지 간호중재 실험연구들은 지지간호중재를 사회

적지지 개념차원에서 적용하거나 간호사가 간호대상자,

에게 제공하는 지지적 간호행위로 또는 지지 간호중재의

한 차원으로 사회적지지 개념을 포함시켜 연구를 시도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지지 개념을 독립변인으로. ,

하는 지지간호중재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의 개념 틀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구성요소 도출에 대한 근

거가 미약하며 실제 내용분석 결과에 의하면 표면적으,

로는 각 연구에 포함된 사회적지지의 차원이 다른 것으

로 보이나 조작적 정의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의 두차원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다 과 은 사회적 지지의 이론적. Cohen Syme(1985)

기틀에 일관성이 없으며 실험연구로서 적용될 경우 조작

적 정의가 어렵고 또한 조작적정의를 내린다 해도 자연,

스럽지 못하다는 제한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용어도 대. ,

부분의 연구가 이론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간의 논리적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소수 연구에서는 이론적 정,

의도 없거나 조작적 정의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지지

간호중재의 실험처치의 구체적 조작화의 근거가 미약하

다 다시말해서 지지간호중재의 이론적 기틀이 불명확하. ,

고 이론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논리적 관계가 부족하,

며 이의 효과를 측정하기위하여 선정된 종속변수들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성이 취약한 연구설계가 실행되었

음을 뜻한다 따라서 지지 간호중재 개념의 분명하고 명. ,

확한 이론적 정의 이론적 기틀에서의 개념 정의 선택, , ,

된 이론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논리적 연결성의 문제

에 대한 지속적인 간호연구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총 편의 지지간호중재의 구성요소를 보14

면 지지 간호중재에 대한 용어 표현의 다양성에도 불구‘ ’

하고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신체적 지지 로 분류‘ ’, ‘ ’, ‘ ’

될 수 있는데 정서적 지지는 모든 연구에서 구성요소로,

포함되고 있으나 이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경청,

공감 감정이입 관심 상호공유정서 경험및 현실감 등( ), , ( ,

의 상호공유 격려 긍정 칭찬 수용 감정표현 존중), , , , , ,

감 온정 시선맞춤 친근거리 유지 자기평가 자기계획, , , , , ,

인정 미소 욕구인지 등 다양했으며 조작적 정의의 일, , ,

부 개념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정보적 지지 역시 편을 제외한 편의 연구에서 제1 13

공되었는데 질병 치료 진단및 검사 질병과 관련된 의, , , ,

학적 간호학적 지시 또는 스트레스 감소 방안등의 내용

을 유인물 소책자나 지침서를 이용하여 시범 및 교육을,

통하여 제공하는 중재였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소책자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정도로 물질적 조력 도구적 지지로,

정의하고 있어서 정보적 지지 도구적지지 개념에 대한,

혼돈의 문제가 제기된다.

신체적 지지는 간호사가 대상자와의 대화중 친근감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적 접촉이나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

공하는 신체적 보살핌이나 간호행위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작화 하였으나 지지간호의 한 차원이 신체적 접촉 보,

살핌 간호행위라면 간호는 무엇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그 속성은 무엇이며 지지간호와 간호는 어떻게 구별되어

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

한편 지지 간호중재의 실시 측면에서 볼 때 대상자 단

위 횟수 간격 및 기간이 연구마다 다양했고 이의 결정, ,

은 지지 간호중재의 구성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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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사회적지지 개념은 상호 연.

결망에 의한 상호호혜성의 특성을 갖는 개념이니 만큼

중재단위는 개인보다는 집단적 접근이 더 적절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는 이러한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경험적 검정 결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

한 결론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연.

구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지지간호중재 효과의 유효크기2.

국내 지지간호중재 실험연구는 간호중재방안의 일환으

로 만성질환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불안,

우울 무력감 불확실성 스트레스 건강신념 역할이행, , , , , ,

자존감 삶의 질 및 안녕감 등의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로 시도되었다 와. Stewart Archbold

는 간호중재 효과를 통해 간호중재에 민감한 결(1992)

과변수를 규명해 내는 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에서 이은옥 등 은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1992)

간호중재 효과를 분석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지적 간호

제공이 불안 및 스트레스에 효과를 미치는 유효한 결과

변인임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시도.

된 다양한 지지간호중재와 다양한 결과변인과의 연관성

을 분석하는 연구가 간호실무에 의의있는 시도라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국내에서 시도된 본 연구대상 논

문의 지지 간호중재가 유효한 결과변인으로는 불안 우,

울 스트레스 행동반응 및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으로 규,

명되었다 이 결과는 사회적지지 개념이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거나 완충시켜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효과 완충효과와 일치하는 연구결과라 하,

겠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지지간호중재와 논리적.

관계를 가지면서 실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민감성이,

높은 개념을 선택하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

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 논문의 경우 불안을 종속변수로. ,

측정한 편의 연구가 모두 불안을 의 불안4 Spielberger

측정도구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반해 우울은 편의 연. 4

구중 편은 의 우울 측정도구를 이용하고 있고 나2 Zung ,

머지 편의 연구는 의 우울측정도구2 Beck , Radloff

의 를 각각 이용하고 있어서 메타분석에(1977) CES-D

서 주의를 요하는 문제점의 하나인 개념들이 서로 속하

지 않는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의 문제fruit problem (Polit & Hungler, 1995)

가 제기될 수 있어 병합된 유효크기를 제시하고 이를 해

석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이외에 스트레스 행동반응.

도 각 연구에서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다르게 접근

하고 있어서 병합된 유효크기를 현 시점에서 제시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고 사료된다.

그 외에 행위이행 건강신념 지식 절망감에서는 동, , ,

질성 검증 결과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

히 절망감의 경우에는 편의 연구에서 이용된 측정도구2

가 의 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측정Beck hopeless scale

하고 있음에도 지지 간호중재의 효과에 대한 유효크기는

동일한 범위에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지지 중재.

전략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즉 상,

대적으로 낮은 유효크기를 보인 박점희 의 연구는(1996)

지지 간호중재가 간호사와 간호대상자와의 개인적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 신체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였던 반, ,

면에 최연희 연구는 집단 지지중재로 환자가 경(1994)

험한 정서적 느낌과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연구자의 전문

적인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상호관계 과

정이었다 지지단위가 개인인 경우는 개별적인 지지가.

간호사에서 대상자에게로의 일방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

이 큰 데 비해 집단을 통한 지지는 간호사로부터의 지지

뿐 아니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타인들로부터 실제적

인 경험을 나누고 그들과 정서를 공유하는 양방향적 지

지가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으로 사료되나 좀더 추후연구

를 통한 경험적 결과가 축적되어야 한다 건강신념과 지.

식에서는 박오장 은 당뇨환자 건강신념 측정도구(1984) ,

당뇨지식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채현주 는 박, (1985)

오장의 도구를 이용하여 고혈압환자의 건강신념과 지식

을 측정하고 있었다 또한 이 편의 연구는 이론적 정의. 2

가 동일하고 이에 따른 조작적 정의가 유사한 것으로 간

주될 수 있으며 단지 지지 간호중재 대상이 당뇨환자, ,

고혈압환자로 다르다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지지간호중재를 지지 개념을 간호중, ‘ ’

재의 주요 개념으로 명명하고 수행한 간호활동으로 총칭

적으로 정의하고 지지간호중재의 효과를 메타분석하였,

다 그러나 지지 를 주요개념으로 하되 다양한 간호중재. “ ”

의 표현에 따른 지지간호중재의 적용 이의 효과를 규명,

하기위하여 선택된 종속변수가 동일 개념이어도 조작적

정의가 다른 상황에서 메타분석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제한점이 있으므로 해석에 좀더 주의가 요구

된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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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서 지지를 간호중재로 수행한 실험연

구를 대상으로 지지중재의 내용을 분석하고 간호중재의

효과를 분석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 논.

문은 년 월 이후부터 년 월까지 지지를 간1980 1 1997 6

호중재로 하여 수행된 연구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편을14

연구 자료로 사용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지간호중재를 표현하는 용어는 다양했으나 지지 간1.

호중재의 다양한 용어 표현에 따른 분명하고 명확히

구별되는 이론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져 있

지 않았고 이론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논리적 연결

성이 결여되어있다.

지지간호중재 실험연구들은 지지간호중재를 순수하게2.

사회적지지 개념만을 적용하거나 간호사가 간호대상,

자에게 제공하는 지지적 간호행위를 적용하거나 또는

지지 간호중재의 한 차원으로 사회적지지 개념을 포

함시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지간호중재의 구성요소를 보면 정서적3. ,

지지는 편의 연구 모두에서 직접 간접으로 구성요14 ,

소로 포함되었으며 정서적 지지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측정용어의 수준은 추상성이 높은 개념이었

다 정보적 지지는 주로 유인물 소책자 지침서 등을. , ,

이용하여 시범 및 교육을 통하여 제공하였는데 일부,

연구는 소책자나 유인물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물

질적 조력 도구적 지지로 정의하고 있었다 신체적, .

지지는 신체적 접촉이나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하

는 신체적 보살핌과 같은 기본적 간호행위로 정의하

여 시행하였다.

각 연구결과의 유효크기는 각 연구에서 측정된 종속4.

변수의 유효크기의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지

지간호 중재에 의한 연구결과의 유효크기는 최소

에서 최고 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지.218 2.745

지 중재효과가 다양한 종속변수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규명되었다.

지지 간호중재의 종속변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5.

으로 자가보고와 생리적 측정방법에 의했으며 치료, ,

행위이행 불안 우울 건강신념 가족지지행위 지, , , , ,

식 절망감 스트레스 행동반응 불확실성 신생아에, , , ,

대한 산모의 지각 애착행위 행동변화 스트레스 기, , , ,

분 만족 자존감 삶의 질 무력감 조절감 부담감, , , , , , ,

신체상태 통증이었고 생리적 측정변인은 혈압 맥, , ,

박 혈당 뇨당으로 지지간호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 ,

한 종속변수의 유형은 가지였다 이중 회이상 지23 . 2

지 간호중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이용된

개념은 행위이행 불안 우울 건강신념 가족지지행, , , , 위,

지식 절망감 스트레스 행동반응으로 이중에서도 불, ,

안 우울은 회로 비교적 다른 개념에 비해 많이 지, 4

지 간호중재의 효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이용되었다.

종속변수별 지지간호 중재 효과의 유효크기 및 동질6.

성 검증 결과에서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행동반응, ,

에서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본수를 기준으로

한 가중평균 유효크기 가 불안 우울(d) 0.41 , 0.66,

그리고 스트레스 행동반응 으로 중정도의 유효0.86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서 그동안 수행된 지지 간호중재의 효과

를 검증한 연구는 지지 간호중재의 내용이 다양하고 모

호한 점 이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영향 변인 또한,

주된 흐름 없이 다양하며 지지 간호중재와 측정된 종속,

변수와의 논리적 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

겠다 또한 동일한 결과변수에 대한 조작화가 다른 현.

시점에서 지지 간호중재의 효과에 대한 결론 유도는 이

른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지지 간호중재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화 이론화의 정립이 시급한1. ,

과제이다.

과학적 연구의 특성인 반복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2.

지 간호중재의 조작화를 표준화하는 연구 지지 간호,

중재와 결과변수간의 논리적 관련성을 설명하려는 연

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규명된 결과3.

변수에 대해 동일한 척도로 반복연구를 통해 누적된

결과를 유도해 낼 수 있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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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Supportive nursing intervention,

Meta-analysis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Supportive Nurisng

Intervention*

Park, Young-Joo1)Oh, Ka-Sil2)Lee, Sun-Ok3)

Oh, Kyung-Ok4)Kim, Jung-Ah5)Kim, Hee-Soon2)

Choi, Sang-Soon6)Lee, Sook-Ja1)Lee, Sung-Eun7)

Chung, Choo-Ja8)

This meta-analysi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supportive nursing inter-

vention and analyze its components in 14

studies carried out from Jan. 1980 to Jun.

1997. The supportive nursing intervention

studies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components of conceptual definitons.; (1)supportive

nursing behavior, (2)social support, and

(3)combination of social support and supportive

nursing behavior. The various terms referred to

the supportive nursing intervention didn't have

the clear differentiating conceptual and

operational definitions and the logical relationship

among them. The effects of supportive nursing

intervention were measured by the 23 dependent

variables using self-report and the 5 dependent

variables using physiological indices.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measured more than

two were role behavior compliance, anxiety,

depression, health belief, knowledge about the

disease, helplessness and stressful behavior

response. The average effects of the supportive

nursing intervention ranged from 0.218 to 2.745

for the d index. The three variables of them,

which were anxiety, depression and stressful

behavior response, were homogeneous statistically

by homogeniety test. Results of the meta-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upportive nursing

intervention had moderate to large effects on

anxiety(d=0.41), depression (d=0.66) and stressful

behavior response (d=0.86).

* This study was completed by the members of Social

Support Interest Group of Lambda Alpha Chapter-

At-Large,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Honor Society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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