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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parents partnership 

         and anxiety of hospitalized children's parents

  Son, Jeong-hwa

   Advisor: Prof. Ryu, So Yeon, M.D,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criptive survey research that investigate to 

partnership between nurses and parents of hospitalized children, to anxiety 

among parents of hospitalized children, that conducted to confirm to have an 

effect on anxiety, for example, parents of hospitalized children 

partnership. 

Methods: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this data, from 2018.7.30. to 

2018.9.30. ,"H" hospital located in Gwang-Ju, was gathered, targeting to 

parents of hospitalized children(research condition : children's parents of 

6 years old and under and hospitalization period of 1 days or longer, 150 

people). It was collected data analys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alysis of variance, regression analysis(IBM SPSS 24.0). 

Results: Partnership's average score between nurses and parents of 

hospitalized children, was recorded at 3.86±0.45 points. If you observe 

seven factor including reciprocity, technical skill, sensitivity, 

cooperation, communication, information sharing, prudence, prudence scored 

the hightest to 4.01±0.53 points, also communication scored the lowest to 

3.57±0.59 points. Average score of anxiety was 2.14±0.41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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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o confirm partnership between nurses and 

parents of hospitalized children and anxiety showed that partnership between 

nurses and parents of hospitalized children have relation to the negative 

correlation(r=-.333, p<.001).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saw if parent's anxiety 

factor of hospitalized children was related, as partnership increased, 

parent's anxiety significantly decreased(b=-0.268, p=0.001). In case of 

parent's fair health(b=0.171, p=0.014) and poor health(b=0.256, p=0.098) 

than subjective parent's good health, there was a increase in parent's 

anxiety.

Conclusion: Based on research results, lowering parent's anxiety of 

hospitalized children, I think I need a study for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partnership between nurses and parents of hospitalized children 

and study for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positive partnership with 

parent as children's protector.

Key words: Anxiety ,Children, Nurse, Parents,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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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에게 가족은 중요한 성장 환경의 하나로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하는 것은 

가족에게는 놀랍고 고통스러운 일이며(신경숙, 2017), 그 대상자가 아동 뿐 아니

라 아동의 가족까지 포함되는 상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조은주와, 방경숙 

2013). 입원은 낯선 환경 하에 정맥주사와 같이 일상적으로 처치하는 침습적인 치

료적 중재가 더해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염려와 불안을 야기시킨다(Lloyd et 

al, 2008). 또한 가족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함께 병실에서 생활하는 등 

가족기능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며, 아동의 빈자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족 모

두에게 걱정과 화목을 이탈시키거나 가정의 일상적인 평형상태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 가족 모두는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 한다. 가족 중에서도 부모는 자식에 대

한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로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우리 아

이가 질병을 앓게 되었다는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집에 남아있는 다른 아이들 걱

정,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검사와 치료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불안을 느끼게 

된다(김미경, 2011). 

  불안이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지만 불쾌감이나 흥분을 느끼고, 불쾌하고 고

통을 예상하는 상태 등이 포함되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경숙, 1997). Spielberger(1972)는 불안을 일련의 정서적 과정으로 염려와 긴

장감 그리고 증대된 자율 신경계통의 활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조건이나 정서 상태

라고 정의하였다. 소아청소년과 입원 아동 중 영유아기 아동이 70~80% 정도 인데 

영유아의 입원 생활에서 부모는 부정확한 정보나 진단 검사 등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한다(유경희, 2016). 또한 부모는 아동의 입원생활에 돌봄 역할 수행에 있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면서(정소영, 2014), 입원으로 인해 느끼

는 낯선 병원 환경과 사람들, 익숙하지 않는 장면과 소리를 경험하고 아동의 증상

이나 다양한 검사, 처치 및 치료를 지켜봄으로서 아동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괴로

움과 불편함을 느끼고 아동에 대해 걱정스러워하며, 아동 질병의 경과와 예후에 

대해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으로 가중한 불안을 나타내는 등의 부모에 돌봄 능력을 

저해시킨다(성미혜 등, 2003).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부모에 불안이 증가되면 질병

을 앓고 있는 아동에게도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부정

적인 정서적 경험은 부모의 역할을 방해할 뿐 아니라(박보배, 2017), 아동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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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스트레스 원인으로서 전달되기 때문에 아동의 두려움, 불안을 가중시키고 

치료 및 회복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행동 장애, 발달 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입원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Chambers et al. 2002; 

성미혜 등, 2003). 그러므로 부모의 불안은 간호임상 실무에서 중재해야 되는 중

요한 간호문제 중 하나이다. 

  아동병원의 간호사는 아동의 신체적 안위를 위한 직접적인 간호뿐만 아니라 부

모의 아동 입원으로 인한 긴장이나 불안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경험에 잘 적응하도

록 간호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정선, 2008; 김인자, 2012). 이러한 간

호 중재를 위해 간호사는 아동의 부모와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Rennick, 1995), 간호사와 부모

는 서로 협력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간호를 제공하면서 아동의 건강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공동 목표를 세우고, 아동에 대한 정보와 책임을 공유하며 서로 간의 

이해와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지닌다(최미영과 방경숙, 

2010). 

  파트너십(Partnership)이란 특정 목적 달성과 관련한 책임감과 상호협력이 특징

인 개인 또는 그룹 간의 관계로, 간호사와 부모와의 파트너십은 아동의 치료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최미영과 방경숙, 2013; Corelett & Twycross, 

2006). 부모를 간호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아동간호에 있어서 부모와의 파트너십은 

간호사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최적의 간호를 아동에게 제공하

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해야 하며(최미영과 방경숙, 2013)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간호사는 치료과정에서 아동과 부모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비언어적, 언어적

으로 미숙한 아동의 정서나 정보를 부모에게 얻어 아동의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

게 된다. 또한 아동과 부모에게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기 쉽고 아동과 부모 중심 

간호를 지향하면서 부모의 불안을 낮추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회복과 성장발달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강군생과 김정희, 2014; 최미영과 방경숙, 2010).

  아동간호실무 영역에서 부모와 간호사의 파트너십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파트너십을 통한 부모와 간호사와의 긍정적, 신뢰적 관계 형성은 아동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최미영과 방경숙, 2013). 아동에게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부모는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에(최미영과 방경숙, 2010; Mendes, 2016), 부모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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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Coyne, 1995; Newton, 2000), 아동간호 실

무에서 부모와 간호사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는지 고찰해 보는 것도 필요

하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간호사 입장에서 간호사가 인지하는 파트너십 관련 특성으로 

아동간호사의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개념(조은주와 방경숙, 2013), 파트

너십과 관련 있는 일부 변수인 임파워먼트, 자기 효능감, 임상 의사 결정능력, 간

호전문직관 연구(조은주와 방경숙, 2013; 최미영과 김지수, 2014)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입원 아동의 부모가 인지하는 간호사의 파트너십이 환아

나 부모가 인지하는 불안 등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

다. 입원이라는 배경만으로도 아동은 물론, 부모에게는 큰 불안을 느끼게 되고 질

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적응문제와 염려 등으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문영임

과 박호란, 1995). 따라서 불안은 간호임상 실무에서 중재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간호사는 아동 부모와 함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불안을 감소시

키고 또한 파트너십이 불안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입원 아동의 부모가 

입원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간호중재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입원 아동 환아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과 불안에 대해 알

아 보고 불안과 파트너십이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과 부모의 불안을 파악한다.

둘째. 입원 아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 관련 특성에 따른 부모와 간호사의 

파트너십과 불안을 비교한다.

셋째. 입원 아동 부모가 인지하는 간호사와의 파트너십과 불안의 관련성을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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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아동전문병원인 H아동병원에 입원한 아동의 부

모로 재원기간이 1일 이상으로 만 6세 이하의 학령전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7월 30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총

230명의 입원 아동 중 159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무응답 항목이 있거

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9명을 제외하고 총 15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G-Power ver. 3.1.7 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0, predictors 4개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150명

이 산출되었다. 자료 수집 전 연구자가 해당병원 간호부에 직접 방문하여 간호과

장에게 연구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서를 얻어 설문지는 연구대상자가 자기 보고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설문에 참

여하는 도중 또는 설문지 제출 이후라도 언제든 연구 참여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

음을 설명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설문자료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

며 회수된 설문지는 바로 연구 참여 동의서와 분리되어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

록 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 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018-07-012)

을 받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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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16문항, 

부모-간호사 파트너십 측정 34문항, 불안 측정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입원 아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 관련 특성은 대상자의 성별, 나이(20~29세 미만,

30~39세 미만, 40~49세 미만), 종교여부(있음, 없음), 최종학력(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이상), 배우자 동거 상태(동거, 주말 부부), 가정의 월 소득(300만원 미

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업여부(있음, 없음), 간병하는 시간대,

(오전, 오후, 하루 종일), 건강상태(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자녀 수(한명, 두

명, 세명), 자녀 성별, 자녀 출생시 상태(미숙아, 만삭아), 자녀 출생 순위(첫 

째, 둘째, 셋째), 자녀 나이(12개월 미만, 1~3세 미만, 3~6세 미만), 자녀의 총 

입원 횟수(1회, 2회, 3회 이상), 자녀의 현재 입원 기간(2~3일, 4~5일, 6일 이

상), 자녀 질환 갯수(1개 질환, 2개 질환 이상), 등을 조사하였다.

2.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

  입원 아동 부모와 간호사의 파트너십은 (최미영과 방경숙, 2013)이 개발한 부모

-간호사 파트너십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4문항으로 상호성, 전문

적 지식과 기술, 민감성, 협력, 의사소통, 정보공유, 조심성의 7가지 하부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하여‘매우 그렇다’5점에서‘전혀 그렇지 않다’1

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입원 아동 부모와 간호사의 파트너십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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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

  불안은 Spielberger(1972)의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 도구를 김정

택(1978)이 번안한 것을 김귀옥(2003)이 입원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그렇다’ 4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C.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입원 아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 관련 특성,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

와의 파트너십과 불안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입원 아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 관련 특성에 따른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과 불안은 t-검정과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과 불안의 관련성은 피어슨의 상관분

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검정을 위한 유의 수준은 α=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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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연구결과

            

A. 입원아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관련 특성

1. 입원아동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입원 아동의 주 보호자인 부모의 성별은 어머니가 118명(78.7%)이며 아버지 32

명(21.3%)이었다. 평균연령은 34.79세(±4.65)이며 20~29세 22명(14.7%)이고 

30~39세가 104명(69.3%), 40~49세 24명(16.0%)이었다. 종교는 없다가 86명(57.3%)

이며, 있다는 64명(42.7%)이었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이하가 45명(30.0%)이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105명(70%)이었다. 배우자 동거 상태는 동거가 129명(86.0%)

이며, 주말부부가 21명(14.0%)이었다. 직업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84명(56.0%)이

고, 직업이 없다고 한 사람이 66명(44.0%)이었다. 경제상태는 한 달에 300만원 이

상에서 500만원 미만의 수입상태가 63명(42.0%)이며,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이 51명(34.0%)이였고, 500만원 이상은 36명(24%)이였다. 간병시간대는 하루 종일

이 104명(69.3%)이며, 오후가 40명(26.7%)이고, 오전은 6명(4.0%)이었다. 건강상

태는 보통에 답한 사람이 92명(61.3%)이고, 좋다는 51명(34.0%), 나쁘다는 7명

(4.7%)이었다.  자녀수는 한명이 57명(38.0%)이고, 두명이 78명(52.0%)이며, 세명 

이상은 15명(10.0%)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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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32(21.3)

Female 118(78.7)
Age (year)    

Mean±SD                           34.7±4.6 
20~29   22(14.7)
30~39 104(69.3)

40~49   24(16.0)
Religion

Yes   64(42.7)
No    86(57.3)

Education
Below high school   45(30.0)
Above college 105(70.0)

Living with partner
Every day 129(86.0)

Weeked couple   21(14.0)
Having job
Yes   84(56.0)

No   66(44.0)
Monthly income (10⁴won)

100~299   51(34.0)
300~499   63(42.0)
≥500   36(24.0)

Care time
Before noon     6(4.0)

After noon   40(26.7)
All day 104(69.3)

Self-rated health
Good   51(34.0)
Fair   92(61.3)

Poor     7(4.7)

Number of children

   1   57(38.0)

   2   78(52.0)

≥3   15(10.0)

Total 150(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ized Child's parents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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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아동 관련된 특성

  입원 아동의 성별은 남자 69명(46.0%), 여자가 81명(54.0%)이었고, 출생 시 상

태는 미숙아가 19명(12.7%)이고 만삭아가 131명(87.3%)이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90명(60.0%), 둘째 47(31.3%), 셋째 13명(8.7%)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연령은 

12개월 미만은 13명(8.7%), 1~3세 미만이 111명(74.0%)이며 3~6세 미만은 26명

(17.3%)이었다. 총 입원횟수는 1회 21명(14.0%), 2회 31명(20.7%), 3회 이상이 98

명(65.3%)으로 나타났고, 입원기간은 2~3일 73명(48.7%), 4~5일 59명(39.3%), 6일 

이상은 18명(12.0%)이었으며, 질환은 한 가지 질환일 때 113명(75.3%), 2개 이상

의 질환은 37명(24.7%)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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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Gender of the child    
Male   69(46.0)

Female   81(54.0)
Birth state of the child   

Premature infant   19(12.7)
Full-term infant 131(87.3)

Birth order of child

First-born   90(60.0)
Second-born   47(31.3)

Third-born    13(8.7)
Age of child (months)
≤12    13(8.7)

12~36 111(74.0)
37~72   26(17.3)

Hospitalization frequency of the child   
   1   21(14.0)
   2   31(20.7) 

≥3   98(65.3)
Length of stay of the child (day)   

2~3   73(48.7)
4~5   59(39.3) 

≥6   18(12.0)
Disease number 
1   113(75.3)

2+    37(24.7)

Total 150(100.0)

Table 2. Hospitalized children related characteristics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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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ains   Mean±SD Range

Nurse-parents partnership     3.86±0.45   1~5

   Reciprocity     3.82±0.47   1~5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3.93±0.55   1~5

   Sensitivity     3.80±0.55   1~5

   Collaboration     3.93±0.58   1~5

   Communication     3.57±0.59   1~5

   hared information     3.95±0.54   1~5

   Cautiousness     4.01±0.53   1~5

Anxiety     2.14±0.41   1~4

B.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 불안정도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의 평균점수는 3.86±0.45점이었다. 하위

항목의 평균점수는 조심성이 4.01±0.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보공유 

3.95±0.54점, 협력 3.93±0.58점, 전문적 지식과 측정이 3.93±0.55점, 상호성 

3.82±0.47점, 민감성 3.80±0.55점, 의사소통 3.57±0.59점 순이었다. 불안의 평

균점수는 2.14±0.41점이었다(Table 3).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nurse-parents partnership and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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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입원 아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 관련 특성에 따른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불안 

1. 입원아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사와의 불안

  입원아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사와의 불안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경제상

태(F=3.992, р=.020), 건강 상태(F=5.689, р=.004)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성별(t=-0.463, р=.644), 나이(F=0.091, р=.913), 종교

(t=-1.051, р=.295), 교육정도(t=-0.368, р=.713), 배우자 동거상태(t=-1.363, р

=.181), 직업(t=-0.224, р=.823), 간병시간대(F=0.173, р=.841), 자녀수(F=0.060, 

р=.94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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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Anxiety  

Mean±SD
t/F

(р)

Gender

Father 2.11±0.46 -0.463

(.644)Mother 2.15±0.40

Old

20~29 2.15±0.51
0.091

(.913)
30~39 2.15±0.40

40~49 2.11±0.35

Religion

Yes 2.18±0.38 -1.051

(.295)No 2.11±0.43

Education

Below high school 2.12±0.40 -0.368

(.713)Above collage 2.15±0.41

Living with partner

Every day 2.13±0.42 -1.363

(.181)Weeked couple 2.23±0.28

Having job

Yes 2.15±0.42 -0.224

(.823)No 2.13±0.40

Monthly income(104won)

100~299 2.14±0.39
3.992

(.020)
300~499 2.23±0.38

≥500 1.99±0.45

Care time

Before noon 2.05±0.50
0.173

(.841)
After noon 2.15±0.39

All day 2.14±0.41

Self-rated health

Good 1.99±0.36
5.689

(.004)
Fair 2.22±0.40

Poor 2.20±0.53

Number of children

Single 2.15±0.38
0.060

(.941)
Two people 2.13±0.41

Three or more 2.17±0.49

Table 4. Comparisons of anxie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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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관련 특성에 따른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불안

  아동 관련 특성에 따른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불안에 차이를 검증한 결

과, 자녀 성별(t=0.933, р=.352), 출생시 상태(t=0.256, р=.798), 출생 순위

(F=0.920, р=.401), 자녀 나이(F=1.556, р=.214), 총 입원 횟수(F=0.135, р=.874)

입원 기간(F=0.260, р=.771), 질환 갯수(t=0.728, р=.468)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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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acteristic

Anxiety  

Mean±SD
t/F

(р)

Gender- child

Male 2.17±0.34 0.933

(.352)Female 2.11±0.46

Birth stat of child

Premature infant 2.16±0.45 0.256

(.798)Full-term infant 2.14±0.40

Birth order of child

First-born 2.10±0.41

0.920

(.401)
Second-born 2.20±0.37

Third-born 2.20±0.50

Age of child (months)

≤12 2.11±0.41

1.556

(.214)
12~36 2.11±0.39

37~72 2.27±0.46

Number of hospitalization

   1 2.18±0.39

0.135

(.874)
   2 2.13±0.52

≥3 2.14±0.38

Length of stay of child(day)

2~3 2.17±0.40

0.260

(.771)
4~5 2.12±0.39

≥6 2.11±0.49

Disease number

1 2.15±0.41 0.728

(.468)2⁺ 2.10±0.39

Table 5. Comparisons of anxiety according to child-relat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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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rse-parents partnership Anxiety  

r (р) r (р)

Nurse-parents partnership 1

Anxiety  -.333 (〈.001) 1

D.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과, 불안과의 상관

관계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과 불안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33, р〈.001)(Table 6).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nurse-parents partnership and 

anxiety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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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입원 아동 부모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원아동 부모의 불안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입원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은 부모 불안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ｂ

=-0.268, ｐ=0.001), 파트너십이 증가할수록 부모 불안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외에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비해 보통인 경우(ｂ=0.171, ｐ

=0.014), 나쁜 경우(ｂ=0.256, ｐ=0.098)에 부모 불안은 증가하였다. 모형에 포함

된 독립변수에 의한 부모 불안의 설명력은 15.8%이었다(Tab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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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B S.E β t P-value

(constant) 3.032 0.280 10.838 0.001

Nurse-parents partnership -0.268 0.070 -0.298 -3.847 0.001

Monthly income(104won)(/100~299) 

      300~499 0.102 0.071 0.122

  

1.423 0.157

      ≥500 -0.048 0.086 -0.050 -0.559 0.577

Self-rated health (/Good)

      Fair 0.171 0.069 0.202

  

2.475 0.014

      Poor 0.256 0.154 0.131 1.665 0.098

Table 7. Factors influencing anxiety                               (n=150)

     F=6.578(р〈.001), R²=.186, Adusted R²=.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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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입원 아동 환아 부모와 간호사의 긍정적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환아 

부모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또한 파트너십이 불안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

고 입원 아동의 부모가 입원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간호중재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을 묻는 7개 항목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점수는 3.86점으로 나타나 입원 아동 부모는 간호사와의 파트너십에 대

해 보통수준 이상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소아중

환자실에 입원한 아동 부모의 파트너십을 조사한 선행연구(조인영과, 이혜정, 

2013)에서 입원 아동 부모의 파트너십이 3.96점인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인영과 이혜정(2013)은 면회횟수가 매우 제한적인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동 부모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반면, 본 연구는 간호사와 접촉이 비교적 더 잦

은 일반 아동병동에 입원한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파트너십 평균값이 다소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배선영과 이

인숙(2017)의 연구에서도 아동병원 입원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와 파트너

십 평균이 4.06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아

동병원의 간호사 자질 및 병원 체계에 의해 간호사와 파트너십의 다른 결과가 나

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시 상호성, 전문적 지식과 기술, 민감성, 협력, 의사소통, 정보공유, 조심성

의 7가지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조심성이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이 가장 낮게 나

타났으며 하부요인 7개 모두 보통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 조심성은 아동 

어머니와 간호사가 서로 배려하며 말과 행동을 조심함을 의미하는데 상대에게 피

해를 주고받지 않으려는 국내 문화를 반영한 결과의 하위 영역으로(최미영과 방경

숙, 2013), 본 연구에서는 조심성이 4.01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또한 파트너십 하위 영역 중 의사소통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

데, 부모를 대상으로 간호사와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결과(유미옥, 2016)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간호사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를 간호에 참여시켜 협력

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으나 아동의 정맥로 확보 및 관리, 아동의 

개개인에 따른 약물 용량 계산과 수액 주입 등과 같은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



- 20 -

여, 아동과  부모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채 필요한 간호행위에만 그친 현실

적 상황을 방영한 결과이다(윤수진, 2017). 조인영과 이혜정(2013)의 연구에서는 

정보공유의 영역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역시 병원 관리 체계에 의해 정

보공유의 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대상의 아동병원은 정

보공유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아, 정보공유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입원 아동 부모의 불안의 평균은 2.14점으로 불안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재우와 문영숙(2012)의 연구에서는 한국인 어머니의 불안은 2.11점이었고, 

유경희(2016)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입원 환자 어머니의 불안은 2.02점으로 나타

나, 본 연구에서의 환아 어머니의 불안이 선행연구 결과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선영과 이인숙(2017)의 연구에서는 불안이 2.20점으로 본 연

구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입원 아동의 중증 정도가 서로 다

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입원 아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 관련 특성에 따른 불안의 차이를 검증

한 결과, 경제상태, 주호보자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득수준이 높을 때 불안이 낮았으며, 건강상태가 좋았을 때도 불안이 낮았다. 즉, 

소득수준이 높아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양호한 건강상태로 스트레스를 발

현하는 요인들이 적은 입원 아동 부모는 불안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양호한 건강상태는 불안 이외에 간호사와 파트너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과 불안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파트너십이 증가할수록 

불안은 유의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인영과 이혜정(2013)의 연구에서

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입원 아동 부모가 간호사와 파트너십이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낮아졌는데, 이는 간호사와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수록 입원 아동 부모가 

간호사와 파트너십이 높아지고 불안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불

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즉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이 높아질수록 불안은 

낮아지고 건강상태가 보통일 경우에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파트너십 향상을 위해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적 관

계를 형성하고, 간호사가 입원 아동 부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배려와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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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통하여 부모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이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나, 아동 병동에서 주 간호제공자인 부모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아동 부모와 

간호사의 파트너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특히 아동간호사는 부모와 공통된 상호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모가 간호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공통된 상호 목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에(유미옥, 2016), 간호사는 입원아동 부모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 부모의 심리적 지지를 위한 언행을 유지하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며, 간호사는 강압적인 태도로 병원 처방을 지시하는 지시자가 아

닌 입원 아동 부모와 같이 간호를 해 나가는 동반자 마음으로 업무를 한다면 신뢰

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과 부모의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 곳의 아동병원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어졌고, 2

차병원의 아동병원으로 인해 심각한 아동 질환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불안에 대한 

하위항목을 제시하지 못하여 불안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 및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

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되며 입원 아동 부모의 파트너십과 불안에 관련

한 연구가 초기 단계임에 따라 결과를 비교할 만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파트너십은 입원 아동 부모가 지각하는 불안에 중요

한 변수로 고려 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는데, 입원 아동 부모의 불안을 감소 시

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증진시켜주는 다양한 간호 전략이 필요하며,  

또한 입원 아동 부모의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건강상태 지지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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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병원에 입원한 환아 부모와 간호사의 파트너십이 불안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성을 알아보며 이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

여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환아 부모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향상된 간호서비스를 공

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서술적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8년 7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아동전문병원

인 H아동병원에 입원한 아동의 부모로 재원기간이 1일 이상으로 만 6세 이하의 학

령전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4.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검정, ANOVA,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입원아동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사와의 불안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경제상

태(F=3.992, р=.020), 건강 상태(F=5.689, р=.004)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과 불안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33, р〈.001). 즉 입원 아동 

부모의 간호사와의 파트너십이 높아질수록 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

원아동 부모의 불안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파트

너십이 증가할수록 부모 불안은 유의하게 감소(ｂ=-0.268, ｐ=0.001)하며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비해 보통인 경우(ｂ=0.171, ｐ=0.014)와 나쁜 경

우(ｂ=0.256, ｐ=0.098)에 부모 불안은 증가하였다. 

  아동간호 임상에서 아동의 주 보호자인 부모와의 긍정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통

해 부모의 불안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아동 실무에서 

간호사와 부모의 긍정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 개발과 지원이 필요

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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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입원과 관련된 불안을 아동을 간호하면서 경험한 간호사와의 파트너십(협력관계)관련성

을 파악하여 향후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연구방법

귀하는 연구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설문지 작성에 동의하면 본 연구에 참여 하시게 됩니다. 귀하

가 작성한 동의서를 연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연구 담당자는 귀하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참여소요시간:10분내외).

* 연구의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혹은 불편사항

본 연구는 설문조사 연구이므로 피험자에게 어떠한 위험요소가 없고 단, 일정 시간동안 설문지 작성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 불편감을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 정보제공 동의 및 비밀보장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는 기간은 정보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입니다. 귀하는 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수락여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귀하의 익명을 보장하고 귀하의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를 철회할 권리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귀하에게 달려 있으며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연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연구를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 연구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연구책임자: 손 정화                전화번호: 010-8625-6006

연구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에 관해 궁금점이 있을 시 조선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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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입원아동 환아부모와 관련된 불안으로 아동을 간호하면서 경험한 

간호사와의 파트너십(협력적 관계)에 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오직 학술적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이

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원치 

않았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문장 빠짐없이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며 귀여운 자녀

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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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해당란 ‘V’ 표시하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자녀의 어머니 (   ) / 아버지 (   )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없음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   )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교 이상

5.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어떤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① 결혼       ② 이혼     ③ 주말부부       ④ 별거     ⑤ 사별

6. 귀하의 현재 직업 유‧무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무         ② 유

7. 귀하 가족의 총 월수입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8. 귀하의 주로 간병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오전     ② 오후      ③ 야간      ④ 하루종일       ⑤ 기타 (   )

9. 귀하의 자녀를 간병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은?

① 배우자    ② 조부모    ③ 친 척      ④ 전문 간병인      ⑤기타 (    )

10. 귀하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 합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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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신뢰하지 않는다.    ③ 신뢰하는 편이다.

④ 많이 신뢰한다.            ⑤ 매우 신뢰 한다.

12. 귀하의 자녀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13. 귀하의 자녀 출생시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숙아       ② 만삭아

14. 귀하의 자녀는 몇 명 입니까?

① 외동    ② 두 명     ③ 세 명     ④ 네 명    ⑤ 다섯명이상 

15. 귀하의 자녀는 형제. 자매 가운데 몇 째입니까?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⑤ 기타 (         )

16. 귀하의 자녀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 년 (     ) 개월  

    

17. 귀하의 자녀는 출생후 현재를 포함한 자녀의 입원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이상

18. 현재 입원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일째

19. 귀하 자녀의 입원 진단명은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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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은편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후회스럽고 서운하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마음이 놓인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편안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짜증스럽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 하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15.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푸근하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걱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르겠어.   ①   ②   ③ ④

19. 나는 즐겁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자녀 입원과 관련하여 귀하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현재 느끼는 바와 가장 일치하는 칸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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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와 간호사는 서로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간호사는 서로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간호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간호사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와 간호사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와 간호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와 간호사는 서로 말을 조심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와 간호사는 서로 행동을 조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와 간호사는 동등한 관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와 간호사는 내 아이의 간호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와 간호사는 서로에게 협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와 간호사는 서로에게 기본적인 믿음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와 간호사는 서로 친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와 간호사는 내 아이 간호에 대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역할범위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 아이의 간호사는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내 아이의 간호사가 내 아이를 진심을 다해 보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아이의 간호사는 나에게 내 아이의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약물이상 반응,알레르기 등).
① ② ③ ④ ⑤

18. 내 아이의 간호사는 내 아이의 상태변화에 민감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 아아의 상태변화가 있을 때 내 아이의 간호사에게 알린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내 아이의 간호사에게 내 아이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약 먹는방법,식이습관 등).
① ② ③ ④ ⑤

21. 간호사는 내 아이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내 아이를 가장 우선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입원생활 중 좋지 않은 점에 대해 내 아이의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 아이의 간호사는 아이의 상태 및 정보에 대해 다른 구성원들(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과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내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 아이의 간호사와 그질문에 대해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내 아이를 돌볼 때 내 아이의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6. 내 아이의 간호사는 때때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내 아이의 간호사가 내 아이를 담당하면 안심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내 아이의 간호사는 내가 미처 내 아이에게 해 주지 못한 일을 잘 챙

겨서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9. 간호사가 내 아이를 간호할 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즉시 도와준

다.
① ② ③ ④ ⑤

30. 내 아이의 간호사는 내 아이의 불편한 곳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

다.
① ② ③ ④ ⑤

31. 내 아이의 간호사는 내 아이를 간호할 때 세심하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내 아이의 간호사는 나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내 아이의 간호사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를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내 아이의 간호사는 내가 아이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

다.
① ② ③ ④ ⑤

최근 자녀를 담당한 간호사와의 전반적인 느낌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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