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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research was done to analyze the internal consistencies between Conceptual
Model Concept-Theoretical Concept-Empirical indicators(C-T-E) in Han's paper(1998)
by Fawcett's C-T-E structured 999).
The result was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step: The concepts of Han's paper(1998) was induced from the Self
Care Model of Orem(1995), and Han used only two theories of three in it ' the
'health deviation self-care requisites' deducted from self-care theory and 'supportive
education system' ded니cted from n니rsing system theory. The s니pportive education
system of the Orem's model was integrated with the interactive role theory of
Dracup and Meleise(1982) before applying it to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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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step: Three concepts of middle-range theory within the Han's paper
(1998) are self-care performance, family support activities, and patient education
participated with family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orders.
The third step'. Hand 998) 니sed 8 prepositions(5 existence and 3 relaional
statments) deducted from Orem's self care model and the interactive role theory of
Dracup and Meleis(1982).，and 12 propositions(3 existence and 9 relational statments)
in the middle range theory of the Han's paper(1998).
The fourth step* Propositions were classified by the level of abstractness into
abstract propositions, somewhat concrete propositions, more concrete propositions,
and most concrete propositions.
The fifth step: Han did not show the diagram of C-T-E structure. The researchers
presented Han's paper as the diagram of Fawcett's C-T-E stmct니re(see figure 1).
Finaly, Han's paper(1998) was showed well its internal consistencies between
concepts of conceptual model, middle range theory and empirical indicators despite
that it did not showed the diagram of C-T-E structure.
During this analysis of the paper onthe C-T-E struct니re, the hierarchical structures
of research concepts could be clearly grasped between the each concepts in each
theories deduced from the conceptual model.
The researchers agreed to suggest as follows:
1. The research errors could be reduced by using the diagram of C-T-E
structure before collecting research data.
2. The theory evaluation on logical adequacy could be more convenient by using
the diagram of C-T-E structure.
3. The diagram of C-T-E structure could help understanding nursing theory or
nursing science between nursing scientists or those of multi-disciplinary.

I ■서

나의 영역에 존재하는 사상들을 기술(descri
ption) 하고, 설명 (explanation)하며，예즉(pre

론

diction), 통제 (control)하는 것이다(Dickoff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이론 개발의 목적은 간호지식체를 생
성하고 검증하며 축적함으로써 간호학이 하
나의 실무학문(practice science)으로 정립되
고，간호가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그 정체성
을 확립하기 위함이다(Tomey，1998；Walker

& Avant, 1995). 학문 혹은 과학의 목적은

James,1997). 즉 현상을 조직하고 분류하여
묘사해 주며，개념들간의 관계 정도와 방향
을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높이고，상황과 상
황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여 표상황 후에는 Y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하여，바람직한 상황
이 오도록 현상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는 간호실무를 향상시켜 인간의 건강에 유익

이론을 발달시키는 것이고，이론의 목적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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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게 하는 것이다.

델에서 유도된 것이며 이론을 유도하기 위해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

사용된 방법이 타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

학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따라서 연구는 이론

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Fawcett(2001)

개발을 위 한 방법이 되며, 연구가 수반되지 않

은 이론개발이란 그 참고문헌들에 대한 개념

은 이론은 이론이 될 수 없다(Dickoff, James
& Widenbach, 1997). 개념모델 혹은 이론은

구에서 개념적 맥락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

적 틀을 고려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모든 연

연구를 유도하고 연구를 통해서 이론이 형성

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 Batey(1971, 1997)

되며 이를 반복하여 검증함으로써 지식이 생

는 개념모델，이론, 연구의 관계에 대해，개

성되므로 과학적 지식체의 축적을 위해서는

념모델은 연구를 통하여 이론생성과 검증을

연구를 통한 이론개발이 필수적이다(Fawcett,

안내함으로써

1999).

다.

1980년대 이후 간호학의 주요 메타 파라다
임에 대한 재정립과 인식론적 논의가 활발히

이론발달에

기여한다고 하였

Moody 등(1988)은 1977년부터 1986년까지
6개의 학술지에 발표된 720개의 연구를 분석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최근 간호연구 동향

한 결과，오직 3%만이 개념모델이나 이론적

은 간호이론과 연구의 기본이 되는 철학적

틀을 가지고 이론, 개념，가설을 검증하였음

전제, 간호지식의 본질과 연구방법론간의 일

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경숙 둥

치성, 간호지식 개발을 위한 인식론적 논쟁

(2000)이 대한간호학회지 창간호(1권 1호)부

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간호학은

터 1999년도 12월말까지(29권 6호)에 게재된

초기 과학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Meleis,

총 95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국내 간호연구

1991). 간호학은 실무에 근거를 둔 실무학문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론적 기틀이 제시된

으로 , 간호실무와 과학적 지식체를 어떻게 연

논문의 비율은 70년대에는 8편，80년대에는

결하고 또 얼마나 활용하고 축적시켜 하나의

82편, 90년대에는 256편으로 42.8%가 이론적

전문 학문으로 정립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Dickoff, James & Widenbach,

기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오늘
날 간호연구에서 이론적 기틀의 제시가 필수

1997).

적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

따라서 간호학의 명확한 이론구축 방법이

부분의 국내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론적

필요하며, 이론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기틀은 실증적 연구방법과는 연결되어 있으
나 이론을 유도한 개념모델과의 체계적인 연

접근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Batey(1971,

1997)는 간호연구는 항상 개념모델(conceptual
model)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고, Walker &

결구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Avant(1995)는 간호이론개발을 위해 이론들

화 하는데 문제점이 되고, 타 학문과의 의사

의 수준을 meta-theory, grand theory, middle-

소통 뿐만 아니라，간호학자 간에도 간호학

range theory, practice theory로 제시하였다.
Fawcett(1999)은 개념모델의 개념(Conceptual

비효율적 이라고 판단되 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간호학의 지식체를 구조

의 발전된 윤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에

model concept)-이론적 개념(Theoretical concept)

이에 간호학 논문을 계획할 때 Fawcett

-실증적 방법(Empirical indices)의 틀을 제

(1999)이 제시한 개념모델(C)- 이론(T)- 실

시함으로써 상위 개념과 하위개념간의 연결

증적 방법 (E)의 구조를 적용하여 추상성이

성 검토를 주장하였다. 그가 제시한 CᅳT-E

높은 상위 개념에서부터 측정가능한 구체적

구조는 이론에서 사용한 개념이 어떤 개념모

개념에

-

119

-

이르기까지의

연결성을 구조화하여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제7권 1호, 2002년

시각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초점들이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간호과학적 지식개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명확해지고 상• 하위

개념들간의

발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게 되고 간호이론

1단계: 개념모델(Conceptual Model)과 중

개발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며, 논문의

간범위 이론 (middle-range theory)

논리성 검증 뿐만 아니라 논문의 이해를 높

의 개념 확인

이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일 박사학
위 논문을 C-T-E 구조에 의해 분석하게 되

2단계: 중간범위 이론의 개념 분류
3단계: 개념모델과 중간범위 이론의 명제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 일 연구논문의
분석을 통해 그 연구논문을 구성하고 있는

확인과 분류

4단계: 명제의 위계
5단계: C-T-E 구조의 도해

C-T-E 간의 내적 일관성을 체계적으로 확
인해보고 개념의 포괄적 연결방법을 형식화

n. 본

함으로써 간호실무와 과학적 간호지식체 정

론

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1. 대상 논문의 개요
2. 연구 목적
본 연구팀은 국내에서 발표된 일 박사학위

본 연구에서는 대상 논문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논문을 Fawcett(1999)이 제시한 C-T_E(Con-

핵심적인 부분만 축약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ceptual model concept-Theoretical conceptEmpirical indicators) 구조에 의해 분석함으

한 논문은 한애경 (1998)의 “가족참여 환자
교육이 가족지지 행위와 자가간호수행에 미

로써 대상 논문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의 포

치는 효과 - 관상동맥 질환자를 중심으로-”

괄적 형식과 연역과정의 논리성을 평가해 보

이다.

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한(1998) 의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필요성
관상동맥질환은 적절한 의료처치

후에도

본 연구팀은 국내 박사학위논문 중 Fawcett

질병의 재발감소를 위해 꾸준히 자가간호행

(1999)이 제시한 C-T-E 구조에 적합한 개념

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퇴원 전에 환자를 대

모델과 중간범위 이론 및 실증적 연구방법이

상으로 자가간호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제시된 논문(한애경, 1998)을 선정하여 저자

관상동맥질환자는 생명을 위협받은 극적인
경험으로 인해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의 승인 하에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상논문
은 Fawcett의 C-T-E 구조에 의해 개념도해

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자만을 대상으로

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내적 일관성이 잘

하는 교육방법은 효과적인 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가족중심주의 문화

제시된 논문이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선
정하였으며，우선 단계별로 분석한 후에 C-

이기 때문에 환자의 자가간호수행을 위해서

T-E 구조로 도해하였다.

는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Fawcett (1999)이 제시한 OT-E 구조분

제시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강관리체계

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C-T-E 구조분석은

에 가족을 포함시켜 대상자의 자가간호수행

이러한 단계를 거침으로써 연구에서의 주요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드문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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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가족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간호중

를 받고 퇴원한지 4-6주 내에 수행하여

재방법도 개발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질환자와 가족을 대

야 하는 활동으로, 김인자 (1991)의 관상
동맥질환 환자의 치료지시 이행도구와

상으로 환자교육 시 가족을 참여시키는 간호

문헌을 기초로 연구자가 개발한 자가간

중재방법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지행위와 환

호 수행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자의 자가간호수행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

4) 연구설계(Design)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가설

비동등성 통제군 사후 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Design) 를 이

제 1가설: 환자교육시 가족이 참여하는 실

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험군은 가족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군에 비해

5) 표본(Sample)

가족지지 행위정도가 높을 것이다.
제 2가설: 환자교육시 가족이 참여하는 실
험군은 가족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군에 비해
자가간호 수행정도가 높을 것이다.

서울시내 2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
자를 유한모집단으로 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에 따라 62명을 편의표출 하여 실험군 31명，
통제군 31명으로 배정하였다.

3) 용어의 정의

6) 연구도구(equipment)

(1) 관상동맥질환자: 협심증, 심근경색증 진
단을 받거나 경피적 관상동맥성형술 또
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2개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환자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질환자의 자가 간
호교육을 위한 교육책자， 가족을 참여시킨
환자교육 프 로 그램,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
한 가족지지행위 즉정도구, 자가간호수행 즉
정도구, 매개변수 측정을 위한 자가간호지식

(2) 가족: 관상동맥질환자와 같은 공간에 함
께 거주하는 친족으로，환자의 회복을 위
해 직접적으로 간호행위를 수행하는 주

측정도구，건강통제위 성격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7) 연구결과

돌봄 제공자(Primary Care giver)를 말
한다.
(3) 가족 참여 환자교육: 관상동맥질환자와

(1) “환자교육 시 가족이 참여하는 실험군은

환자의 가족중 주 간호제공자 각각 1인

족지지 행위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제

이 환자교육시 참여하여, 퇴원 후 환자

1가설과 “환자교육 시 가족이 참여하는

가 수행하여야 하는 자가간호에 대한 교

실험군은 가족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군
에 비해 자가간호 수행정도가 높을 것이

가족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군에 비해 가

육을 함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4) 가족지지행위: 최영희(1983)가 결핵환자

다”라는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를 대상으로 개발한 가족지지행위 측정

(2) 가족지지행위와 관련된 변수로 자가간호

도구의 틀과 관상동맥 질환자가 수행하

에 대한 가족지식만 가족지지행위에 영

여야 하는 자가간호 내용에 대한 문헌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3) 자가간호수행과 관련된 변수로 가족지지

점수이 다.

행위가 자가간호수행에 가장 큰 독립적

(5) 자가 간호 수행: 관상동맥 질환으로 치료

~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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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wcett의 C-T-E 구조분석에 의한
논문분석

구에 적용되었다.

(2) Concept of Middle-Range Theory

1) 제 1단계 : 개념확인(Identification of
Concepts)

한(1998)의 연구논문 분석에서 분석된 중
간범위 이론(middle-range theory)의 개념은

C-T-E 구조 형식화의 제1단계는 개념을

관상동맥 질환자의 자가간호수 행, 관상동 맥질

확인하는 것이다. 개념모델과 이론 모두 개

환자의 가족지지행위，관상동맥질환자의 가

념을 포함하므로 생성하거나 검증한 중간범

족참여 환자교육 등 3가지 개념이다. 자가간

위 이론의 개념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것은

호 수행은 4개의 영역(금연，식이조절, 활동，

물론 이론개발을 이끄는 개념모델의 개념을

위험조절요인)을 가지고 있으며，가족지지 행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념확인은 연구를
이끄는 개념모델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부터

위는 3개의 영역( 정보적지지，실제적 도움,
정서적 지지)을 가진다.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 연구에 사용된 특별
한 개념모델의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다. 많

2) 제 2단계 : 중간범위 이론의 개념분류
(Classification of Concept in the Middle

은 문헌들은 그 연구를 이끄는 개념모델의
이름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개념모델을

Range Theory)

확인하지 못하면 그 논문의 지적, 사회 역사

C-T-E 구조 형식화의 두번 째 단계는 중

적 정보를 독자에게 완전하게 주지 못하고

간범위 이론(Middle-range theory)의 개념을

이러한 누락은 연구가 부적절하다는 비평을

분류하는 것이다. 중간범위 이론을 구성하는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문헌고찰을 통해 개

개념은 관찰 가능성과 측정의 특징들을 기초

념모델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연구팀은 한(1998)의 논문 중 문헌고찰로부

로 분류한다. 관찰 가능성에 의한 분류는
Kaplan's continum에서 관찰가능한 것과 상
징적인 것으로, Wilier와 Webstei•의 이분법

터 개념모델과 그 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

에서는 설명적 용어(ex: 남자, 여자)와 구성

을 찾아 분석하였다.

개념(직접관찰은 불가능하나 실증적으로 관

분석되어야 한다(Fawcett, 1999). 따라서 본

찰가능한 현상과 연결)으로 나눈다. 중간범위
(1) Concept of Conceptual Model

이론의 개념은 관찰가능하지 않은 개념일지

한(1998)의 연구논문은 Orem의 Self Care
Model에 의해 유도되었다. Self Care Model

위 이론의 개념이 된다(Fawcett, 1999). 즉정

의 개념은 자가간호(self-care), 자가간호 결

특성에 의한 분류는 Dubin의 nonvariable과

핍(self care deficit), 간호체계 (nursing sys

variable로 나눈다. 중간범위 이론의 개념들은
대부분 측정이 가능한 variable이다(Fawcett^

tem)S. 구성되었고(Orem, 1995) 그 중 한
(1998)은 자가간호이론과 간호체계이론을 사
용하였다.

라도 관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때 중간범

1999).
한(1998)의 논문에서 관상동맥질환자의 자

또한 자가간호 이론의 하부영역으로는 건

가간호수행과 가족지지 행위는 Kaplan's con

강이탈시 자가간호만을 선택하였고, 간호체

tinum 과 Wilier와 Webster의 이분법에서 말

계이론은 지지교육체계만을 하부영역으로 구

한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관찰로 즉각 접근할

성하였다. 지지교육체계는 Dracup과 Meleise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관찰이 가능한 방

(1982)의 상호작용 역할이론과 합성되어 연

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범위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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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이다. 또한 중간범위 이론 개념의 측

이론의 개념이 된다(Table 1).

정 특성을 나타내는 Dubin의 schema에 의하
면

합계단위 (summative

unit)로서의

3) 제3단계: 명제의 확인과 분류(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Propositions)

변수

(variable)이다. 다시 말하면 관상동맥질환자
의 자가간호 수행，가족지지 행위, 가족참여
환자교육은

Kaplan의 기준에서

관찰가능

(observable)하고，Wilier & Webster의 기준
에서는 구성개념(construct)으로 분류되나 관
찰가능하며，또한 Dubin에 의한 associative

unit로서 variable이 되기 때문에 중간범위

C-T-E 구조 형식화의 제3단계는 명제의
확인

및 분류이다.명제란 하나

상의

개념에 대한 진술문이고，진술이란 사

실로

증명되었거나

혹은 둘 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을 주장하는 것이다( 정범모，1976).

Table 1. Comparison of schemata for concept classification
샤
-^^schem e
concepts
수

Kaplan

Wilier & Webster

Dubin

self-care performance

indirect observable

construct

variable, summative unit

family support activities

indirect observable

construct

variable, summative unit

patient education
participated with family

observable

construct

variable, associative unit

Table 2. Conceptual model propositions in Han (1998)'s research report
Propositions

Classification

i. 자가간호는 자신의 생명, 건강,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각 개인이 일

Existence statement
(Definition)

상생활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는 실제행위이다.
2. 자가간호는 자가간호 이론，자가간호결핍이론, 간호체제 이론의 3가

Existence statement

지 관련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개인에게 기대되는 자가간호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요구를 충족시키

Relational Statement

지 못할 때 자가간호결핍이 초래된다.
4. 간호체계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자가간호를 스스로 수행할 수 없

는 사람에게 신체적 제한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가간호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대상자의 자가간호 결핍정
도에 따라 완전보상체제, 부분보상체제，지지-교육체제의 3가지로
구성된다.
5. 상호작용 역할이론에서 행동은 의미 있는 타인과 환경과의 상호작

Relational Statement

Relational Statement

용의 결과이다.
6. 상호작용 역할이론은 상호작용과 역할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istence statement

7. 환자역 할은 환자역할(sick-role)과 고위 험 역할(at-risk role)로 구분

Existence statement

되며 의미 있는 타인은 상대역할(counter-role)을 담당한다.
8. 상대역할이란 환자의 위험행동을 낮추기 위해 수행하는 역할로써,

환자의 부족한 행위를 대신 충족해 주는 보충적 역할과 환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는 상호호혜의 역할로 구성된다.

Existenc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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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개념모델 명제(Propositions of Con

■ 자가간호와 자가간호 결핍의 관계, 간호
체계와 자가간호의 관계진술이다.

ceptual Model)

■ 행위，인간, 환경, 상호작용의 관계진술이다.

한(1998)은 ᄋrem의 Self-Care Model로부
터 관상동맥질환자를 중심으로 가족참여 환
자교육이 가족지지 행위와 자가간호수행에 미
치는 효과의 중간범위

(2) 중간범위 이론 명 제(Propositions of
Middle Range Theory)

예측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재성과 관계성 명제들을 사용하였고，
그 명제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Table 2).
개념모델 명제 1, 2, 6, 7，8은 비 관계성 ■

한(1998)의 논문에 대한 고찰로부터 관상
동맥 질환자의 가족참여 환자교육이 가족지
지 행위와 자가간호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관
한 중간범위 예측이론을 형성하는 존재성 •

존재명제로 형식화할 수 있다.

관계성 명제들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명제들

■ 자가간호에 대한 현상이 있다.
■ 역할에 대한 현상이 있다.
개념모델 명제 3, 4，5는 관계성 명제로
형식화할 수 있다.

과 그 명제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Table 3).
① Existence Propositions :
중간범위 이론 명제 1, 2, 3은 존재성 정의

Table 3. Middle -Range Theory Propositions in Han (1998)'s research report
Propositions

Classification

1. 가족지지 행위란 가족성원으로 구성되는 가족체제가 가족구성원들간
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환자에게 격려와 칭찬 등의 정서적 지지와 직
접 돕는 행위를 제공하는 직접적 도움，문제에 대처하도록 정보를 알
려주는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족참여 환자 교육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 함께 살면서 상

호 인정된 역할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사회단위가 환자의 자가간호에
필요한 교육을 함께 제공받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간호수행은 주관적 자가간호수행，객관적 자가간호수행으로 정의

된다.

Existence statement
(Definition)

Existence statement
(Definition)
Existence statement
(Definition)

4. 자가간호수행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지지가 요구된다

Relational statement

5. 자가간호수행 내용에서 가족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Relational statement

6. 자가간호수행에 관련된 변수로는 가족지지행위, 자가간호에 대한 가

족지식과 상관이 있다.

Relational statement

7. 적절한 가족 지지를 위해서는 지지방법에 대한 가족교육이 필요하다.

Relational statement

8. 가족지지 행위는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Relational statement

9. 가족참여 환자교육은 높은 가족지지행위와 상관이 있다.

Relational statement

10. 가족교육은 환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행위에 대한 지식을 높여 환자

로 하여금 자가간호를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과 관련된다.
11. 가족참여 환자교육은 높은 자가간호행위와 상관이 있다.
12. 가족을 참여시키는 간호중재는 자가간호에 대한 가족의 지식을 증

가시켜 환자에 대한 적절한 가족지지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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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로 분류할 수 있다.
■ 가족지지행위의 현상을 정의하고 있다.

위가 연역되었다. 간호체계이론에서 지지-교
육체계로 연역되었고，Dracup & Meleise의

■ 가족참여 환자교육의 현상을 정의하고 있다.
■ 자가간호수행의 현상을 정의하고 있다.

상호작용이론에서

상대역 할로

연역되 었다.

따라서 건강이탈시의 자가간호행위, 지지교
육체계, 그리고 상대역할에 대한 명제들이

(2) Relational Propositions ：

여기에 속한다고 분류할 수 있다.

중간범위 이론 명제 4，5，6，7, 8, 9，10，
11, 12는 관계성 명제들로 분류할 수 있다.

■ 자가간호 수행의 지속과 가족지지의 필요
성의 관계

■ 자가간호 수행의 내용과 가족교육의 필요
성의 관계

(3) More concrete Proposition

건강이탈시의 자가간호행위가 관상동맥질
환자의 자가간호수행으로 구체화되고，지지
교육체계가 관상동맥질환자의 가족지지 행위
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상대역할에서 관상동

■ 자가간호수행，가족지지, 가족지식의 관계

맥질환자의 가족참여 환자교육으로 구체화하

■ 가족지지와 가족교육의 관계
■ 가족지지 행위와 자가간호 수행의 관계

였다. 따라서 관상동맥질환자의 자가간호 수

■ 가족참여 환자교육과 가족지지 행위의 관계
■ 가족교육, 가족지식, 자가간호의 관계

관상동맥질환자의 가족참여 환자교육에 대한

행，관상동맥질환자의 가족지지 행위，그리고
명제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분류할 수 있다.

■ 가족참여 환자교육과 자가간호 수행의 관계
■ 가족참여 환자교육，가족지식, 가족지지 행위
의 관계

(4) Most concrete Proposition

관상동맥질환자의 자가간호수행을 다시 금
연, 식이 조절, 활동, 위험요인 조절행위로

4) 제 4단계 : 명제의 위계(Hierarchy of Pro
position)

국한하고 측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관상

한(1998)의 연구논문에서

개념적

한다. 마찬가지로 관상동맥 질환자의 가족지

이론의 자가간호

지행위를 다시 정보적지지, 실제적 도움, 정
서적 지지로 측정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지

모델의

명제들， 중간범위

수행，가족지지

사용된

행위，가족참여 환자교육에

대한 명제들을 Fawcett(1999)이 제시한 그

동맥 질환자의 자가간호 수행 측정도구로 정

추상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계를 배열하

지행위 측정도구를 설정한다. 또한 가족참여
환자교육은 관상동맥질환자의 자가간호교육

였다.

을 위한 교육책자, 가족을 참여시킨 환자교
육 프로그램 등의 절차와 방법, 횟수 등이

(1) Abstract Proposition

가장 구체적인 실증적 연구 지침이 된다. 따

자가간호는 자가간호이론, 자가간호 결핍

라서 중간범위 이론의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
에 의해 측정된 점수 혹은 프로그램의 방법

이론，간호체계이론 3영역으로 분류되며 그
중 자가간호 결핍이론은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가간호이론과 간호체계이론 그리고

과 정도에 대한 진술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면 가설이나 가설을 검증한 결과진술이 여

상호작용 이론에서 사용된 명제들이 여기에

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속한다고 분류할 수 있다(Table 2).

또한 연역적 추론에 기초한 명제의 위계는

(2) Somewhat concrete Proposition

주요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자가간호이론에서 건강이탈시 자가간호 행

공리 1 : 환자교육이 가족지지와 상관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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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

1. 가족참여 환자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가족

2 ：가족지지가 자가간호와 상관이 있다

이 참여하지 않는 통제군에 비해 자가간

면，
정리 1 ：환자교육은 자가간호와 상관이 있다.

호 수행점수가 높을 것이다.
2. 가족참여 환자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가족

공리 3 ：환자교육이 자가간호와 상관이 있고,

이 참여하지 않는 통제군에 비해 가족지

4 ：자가간호가 가족지지와 상관이 있다

지 행위점수가 높을 것이다.

면,
정리 2 ：환자교육은 가족지지와 상관이 있다.

5) 제 5단계 : 도해 (Diagram)

공리

한(1998)의 연구논문을 Fawcett(1999)가 제
시한 C-T-E 구조의 5단계에 의해 분석한
결과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연역적 추론에 의해 도출되는 주요
연구가설 (hypotheses)은
ᄋrem의
Self-Care Model

Conceptual
Model
Concept

Self-Care

Dimension

Subdimension

건강이 탈시
자가간호 행위

상대역할

가족참여
환자교육

Middle-Range

자가간호

가족지 지

수행

행위

금연，식이조절，

Empincai
Research
Method

활동
위험요인 조절

상호작용이론

지지-교육체계

；
Theory Concept

：
Dimension

Dracup & Meleis의

간호체계이론

자가간호이론

정보적

실제적

정서적

지지

도움

지지

자가간호수행

가족지지 행위

가족참여 환자교육

측정도구

측정도구

프로그램

Fig. 1. Diagram of C-T-E structure in Han's Repor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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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단계: 명제의 추상정도에 따라 명제를

ID. 결론 및 제언

추상적 명제 (abstract proposition), 다소 구체
구조에

적인 명제 (somewhat concrete proposition),

의해 일 간호학 논문의 개념적모델-중간범위

더 구체적인 명제(more concrete proposition),

이론-실증적 지침들간의 연역적 논리성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여, 개념의 포괄적 형식과

가장 구체적인 명제 (most concrete proposition)로 분류하여 위계적으로 정리하여 제5단
계에서 도해하였다.

Fawcett(1999)이 제시한 OT-E

논리적 연결성을 도해하여 봄으로써 간호실

제5단계: 도해 (figure. 1)

무와 간호의 과학적 지식체 정립에 작은 기

결론적으로 본 연구팀이 분석한 한(1998)

여를 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정한 논문은 한 (1998)의 ‘가

의 논문은 Fawcett(1999)이 제시한 개념모델

족참여 환자교육이 가족지지 행위와 자가 간

의 개념 (C), 중간범위 이론의 개념 (T)과 실

호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박사학위

증적 연구방법 (E)에 관한 구조를 도해하지는

논문이었다. 이 논문은 비교적 개념간의 내

않았으나 C-T-E 간의 연역적 연결성은 잘

적 일관성이 있었고 저자의 동의를 얻을 수

설명되어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이 되었다.
제언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제1단계: 한(1998)의 논문은 Orem의 Self
Care Model에 의해 유도되었고, 그 개념모델

1. C-T-E 구조는 이론의 논리적 적의성을

중에서 자가간호이론과 간호체계이론을 사용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이론을
유도하는 개념모델과 연구방법과의 연결

하였다. 자가간호이론의

성 여부를 도해하기 때문이다.

하부영역으로는 건

강이탈시의 자가간호를 택하였고，간호체계

2. C-T-E 구조를 연구계획시에 사용한다면

이론으로는 지지교육체계를 하부영역으로 선
택하였다. 지지교육체계는 Dracup과 Meleise

연구를 완성한 후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주제에 대한 문헌고찰을

(1982)의 상호작용 역할이론과 합성하여 사

충분히 하고, 개념의 상하 연결관계를 C-

용하였다.

T-E 구조로 작성한 후에 자료수집을 하

제2단계: 한(1998)의 논문 중 중간범위 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조는 수준 높

론(middle-range theory)의 개념으로는 관상

은 연구를 유도할 것이다.

동맥 질환자의 자가간호수행，관상동맥 질환자

3. C-T-E 구조는 간호학문과 간호연구에 대

의 가족지지행위，관상동맥질환자의 가족참
여 환자교육의 3가지이다.

한 이해를 신속 • 정확하게 하는데 기여할

제3단계:

한(1998)은

것이다: 이론의 개념구조를 기계적이고 시

Orem의 Self-Care

각적으로 도해하기 때문이다.

Model로 부터 관상동맥질환자를 중심으로 가
족참여 환자교육이 가족지지 행위와 자가간
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의 중간범위 예측이론

참 고 문 헌

을 개발하기 위하여 8개의 명제들을 사용하
였으며, 관상동맥질환자의

정범모(1976). 교육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가족참여 환자교

pp.244-245.

육이 가족지지 행위와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
는 효과에 관한 중간범위 예측이론을 형성하

최경숙，송미순, 황애란，김경희，정명실，신
성례, 김남초 (2000). 대한간호학회지

는 12개의 명제들을 사용하였다.

-

127

-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제7권 1호，2002년

논문 분석을 통한 국내 간호연구 동향
-창간호에서

Model. Nursing Science Quarterly,

1999년도까지. 대한간호

14(4), 339-345.

학회지，30(5), 1207-1218.

Fawcett, J (1999). The State of Nursing
Science- Hallmarks of the 20th and
1st Centuries. Nursing Science Quar

한 애 경 (1998). 가족참여 환자교육이 가족지지
행위오ᅡ 자가간호수행에

미치는

효고h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 사 학 위 논 문 .

terly, 12(4), 311-318.

Batey, M. V. (1997). Conceptualizing the re
search process. In Nicoll, L. H.(Ed.)，

Frederickson, K (2000). Nursing Knowledge

pline part n : Practice oriented re

Development Through Research*
Using the Roy Adaptation Model. Nursing
Science Quarterly, 13(1), 12-17.
Kahn, R.L. & Autonucci, T.(1980). Conve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Baltes,

search, In Nicoll, L. H.(Ed.)， Per

P.B. & Brim, O.(ed) Life

spectives on nursing theory(3rd ed),

development and behavior(vol.3),

Perspectives on nursing theory(3rd
ed), Philadelphia- Lippincott.

Dickoff, J., James, P. & Widenbach, E.
(1997).Theory in

a practice disci

Philadelphia- Lippincott, pp.665-678.

span

Boston- Lexington press

Dickoff, J.& James, P.(1997). A theory of

Kaplan, A.(1964). The conduct of inquiry,

theories- a position paper, In Nicoll,

Sanfransisco: Chandler.
Lancaster, W & Lancaster, J (1981). Model
and Building in Nursing. Advanced

L. H.(Ed.)，Perspectives on nursing
theory(3rd ed), Philadelphia* Lip
pincott, pp.103-116.

in Nursing Science, 3(3)，31ᅳ42.

Dubin, R.(1978). Theory building(rev. ed),

Orem. D. E. (1995). Nursing: Concepts of

New York: The free press.
Dracup, K. A., & Meleise, A. I. (1982).

practice(5th ed), St. Louis- Mosby

Compliance an Interactionist Approach.
N ursing Research，3J(1), 31-36.

year book.
Pilkington, FB

(2000). Critique of The

Relationship of Theory and Research.

Fawcett, J (1993). The structure of con
temporary nursing knowledge. In J.

N ursing Science Quarterly, 13(2),

Fawcett, Analysis and evaluation of

Walker, L. O & Avant, K. O (1995). Stra

nursing theories, Philadelphia: F.A.

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Davis Company, pp.1-3.

Nursing(3rd ed), Appleton & Lange,

Fawcett, J (1999). The Relationship of Theory
and Research!3rd ed)., Philadelphia:

172-176.

3-21.
Willwe, D. & Webster, M. Jr.(1970). The
oretical concepts and observables,

F.A.Davis Company, pp.27-30.
Fawcett, J (2001). Using Conceptual Mode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of Nursing to Guide Nursing ResearchThe Case of the Neuman Systems

-

748-757.

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