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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암은 환경조건 유전성 질환 등과 관련이 있다virus, ,

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도 그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서 진단과 동시에 죽음이 연상되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아 사망의 제 위를2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 통계연보 현재는 암치( , 1999).

료의 비약적 발전으로 암환아의 생존율은 증가되어 만성

질환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며유철주 홍창의( , 1999; ,

이로인해 암환아의 가족은 이제까지의 일상적인1997),

생활양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질병의 심각성 갑작스럽,

고 낯선 입원 환경 불충분한 정보와 이해 등으로 혼란,

을 겪게 되고오원옥 가족 기( , 1998; Mishel, 1988),

능이나 가족 적응에 변화가 초래된다김수지 양순옥( , ,

백소희 박인숙 서종숙Martinson, 1993; , , 1996; ,

전영신1993; , 1999; Board, Ryan-Wenger, 2000;

Grootenhuis, Last, 1997).

과 은 가McCubbin McCubbin(1991, 1993, 1996)

족 스트레스 조정 적응의 복원모델에서 가족관을 복원, ,

인자로 설명하고 있고 는 뇌손상환자, Kosciulek(1997)

가족의 연구에서 가족 적응에 가족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가치관은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인생 목표

또는 인간 행동의 기준이며 한 인간의 태도 및 신념 체계

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이다차배근( , 1992).

가족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이끌어 나

가기 위한 규범과 가치관이 있으며 각 구성원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박부진 그러므로 심각한( , 1996).

위기 상황을 맞는 암환아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 가치관

은 가족 스트레스 가족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

료되며 가족 구성원이 인지하고 있는 가족 가치관을 연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McCubbin(1991, 1993, 1996)

의 가족 스트레스 조정 적응의 복원모델을 이용한 선행, ,

연구에서 상황에 대한 인지평가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 ,

및 대응 전략 가족 강인성 인자는 검증되었으나 가족,

가치관을 환자가족에 적용한 보고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암환아 가족의 가족 가치관

과 가족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암환아 가족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 중재법 개발에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2.

가족 가치관이 암환아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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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함이며 의 가족 스트레스 조정, McCubbin , ,

적응의 복원 모델에서 가족 가치관이 복원인자임을 검증

하기 위함이다.

Ⅱ 문헌 고찰.

가치관은 문화적으로 전승된 사회생활의 규범적 원리

와 선악 시비를 판단하는 평가적 표준이나 구성원 개인

의 학습 과정을 통하여 내면화 된 심리적 특성이다 이.

것은 사회적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규정해주는 동기적

기능을 한다.

가치관은 인간의 행동 이면에 작용하는 일종의 철학이

며 사회생활을 통하여 습득되는 문화현상으로 인간의 생

활 시대 가족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한다엄윤상, , ( ,

1996).

이러한 가치관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행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기

초를 형성해주므로 인간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

념이다.

이동원 은 최재석이 한국 가족의 전통적 가치관(1987)

을 연구하기 위하여 , , , ,敬 鑑 童

등의 문헌에 나오는 내용을 분석하여, ,記 論

정리한 전통적 가족 가치관을 의식 친자관계 부부관, ,家

계 등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개의 문항들을 개, 31 4

의 인자로 분류하여 인자은 의식 인자 는 친자 관I , II家

계 영역 인자 은 부부관계 인자 는 부부의 역할, III , IV

분담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하였으며 신수진(1998),

옥선화 등도 가계의 영속성 친척간 사회 경제적(1989) ,

유대의식 등으로 분류하였다.

는 뇌손상 환자의 일차간호자 명Kosciulek(1997) 87

을 대상으로 한 가족관과 가족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

구에서 가족 적응에 관한 가족관을 측정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가족 적응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따라서 가족 적응은 가족관을 측정하는 변수들에서 예측

될 수 있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고 보고했다.

과 은 정신분열증환자 가족에Weisman Lopez(1996)

서 가족 결속력가족관은 환자들의 긍정적인 정서와 연( )

관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과 도 문Noblel Gibson(1994)

제아동을 위한 거주 치료 센터의 부모 훈련 프로그램에

서 아동과 가족과의 긍정적인 태도변화에 가족가치가 유

용함을 설명하고 있다. Chia(1989), Chia, Wuensch,

Childers, Chuang(1994), Ching, McDermott,

는 가족 가치관에 있어서Fukunage, Yanagida(1995)

문화적인 차이 환경적 종교적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 , , ,

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Rodriguez, Ramirez, Korman

도 가족 가치관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1999)

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의 가족 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김송애 와 한. , (1990)

은주 가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1993)

연구를 하였을 뿐이며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가치,

관과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암환아 가족의 스트레스를 연구한 김수지 등(1993),

백소희와 박인숙 서종숙 조영숙 등(1996), (1993),

한정석과 오가실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1992), (1990)

암환아 가족들은 두통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신체적, ,

부담감과 수면 장애 악몽 막막함 등의 심리적 부담감, , ,

건강한 자녀와의 관계 소홀 모성 역할 부담감 치료비로, ,

인한 경제적 부담감 대인관계 단절 등의 사회적 관계,

부담감 등을 보고했다.

발달장애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

기능을 연구한 와 은 가족 강인Faillas Jones(1991)

성 기능적지지 가족 스트레스원 부모의 나이에 의해서, , ,

가족 기능이 설명되었다고 하며 가족 내의 강인성42%

은 지속적인 조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는 발달장애아동 가족의 가족 스트레스Cindy(1996) ,

대처 가족 기능과 인과적 관련이 있는 가족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구조적 모델 검증에서 가족 강인성

은 사회적 지지보다도 가족 스트레스 대처 가족기능의, ,

강력한 예측인자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 아. ,

동의 수 아동 장애의 심각도 아동의 진단은 가족 강인, ,

성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와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 , ,

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는 만성질병이 있Johnson(1994)

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환아간호요구 개인60 ,

적 긴장 가족적사회적 충격 그리고 스트레스와 사회적, / ,

지지와 강인성간에는 유의하게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었고 사회적 지지와 강인성은 만성질병을 앓는 환아의

가족 간호자들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하였다.

는Donelly(1994) Resiliency model of Family

을 적용한 연구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

에서 가족 강인성 가족 스트레스 가족 기능간의 상관관, ,

계가 유의함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 만성 신부전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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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스트레스 조정 적응의 복원모델을 적용한 이영애, ,

는 가족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족 강인(1995)

성 사회적지지 가족 일관성 친척 및 친지 지지로 측정, , ,

된 가족 지지라고 하였으며 전미영 도 사별가족, (1996)

의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복원인자가 가족의 강

인성이라고 하였다.

오원옥 은 암환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1998)

서 막막함을 중심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암환아 부‘ ’

모의 가치관 환아가 반드시 완치될 수있다는 강한 의지, ,

의료진에 대한 신뢰감등의 신념이 암환아 부모가 경험하

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기위한 전략설정에 중요한 영향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고찰결과 가족 가치관과 환자가족의 적응

과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는 외국문헌이 몇 편 있을 뿐이

며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가치관 가족 스트레스 가족 강, ,

인성과 가족 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설계1.

본 연구는 일반적 가족 가치관도구와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도구를 암환아 가족에게 적용하여 의McCubbin

복원모델을 이론적 기틀로 하여 가족 스트레스 가족 가,

치관 가족 강인성이 가족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기간 및 대상2.

자료 수집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2000 7 18 2000 8

월 일까지였으며 서울시 소재 개 대학병원과 대전시30 2

소재 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악성림프종 신경모세포1 , ,

종 뇌종양 골육종 등의 암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이나, ,

통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세 이하의 소아암 환아 아버지와 어머니 명을 대18 309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환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의,

이해를 돕기위해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훈련

받은 연구보조원을 활용하였다.

연구 도구3.

일반적 가족 가치관 측정도구1)

이동원 의 가족 가치관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1987)

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것박인숙 으로 전혀18 ( , 2000) ‘

그렇지 않다 점에서 매우 그렇다 점까지 점척도이며’ 1 ‘ ’ 5 5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졌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전체의 평균은 였고2.85 Cronbach

는 이었으며 아버지의 는alpha 0.78 , Cronbach alpha

어머니의 는 이었다0.80, Cronbach alpha 0.76 .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측정도구2)

본 연구자가 암환아 가족을 심층 면담하여 개발한 것

으로 가족의 신념이나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12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점에서 매우 그렇다 점‘ ’ 1 ‘ ’ 5

까지 점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환아 중심으5

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이었다Cronbach alpha = 0.73 .

가족 스트레스원 측정 도구3) (Family Stressors)

과 이 을 원형으McCubbin Patterson(1981) FILE

로하여 간략화한 도구인 FIRA-G(Family Index of

의Regenerativity and Adaptation-General, 1996)

가족 스트레스원 척도 문(Family Stressors Index) 10

항을 사용하였으며 척도 중 번 문항은 본 연구의 대상, 9

자들과는 연령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 문항

을 자녀가 아픈 상황으로 수정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최근 약 년간 각 문항에 해당하는 생1

활사건이 발생하였는지를 묻고 예아니오로 답하게 하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스트레스원이 많음을 의

미한다.

가족 긴장 측정도구4) (Family Strains)

과 이 을 원형으McCubbin Patterson(1981) FILE

로하여 간략화한 도구인 의 가족 긴장FIRA-G (1996)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Family Strains Index) 10 .

응답자들에게 최근 약 년간 각 문항에 해당하는 생1

활사건이 발생하였는지를 묻고 예아니오로 답하게 하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긴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이었다Cronbach alpha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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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강인성 측정도구5) (Family Hardiness)

과 이 개McCubbin, McCubbin Thompson(1996)

발한 가족의 강인성 척도(Family Hardiness Index,

를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가족의 협동성 통제성FHI) , , ,

도전성 자신감의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 .

는 문항의 점 척도로 그렇지 않다FHI 20 4 Likert “ ”1

점에서 항상 그렇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강인성이“ ” 4

높은 가족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번 문항을1, 2, 3, 8, 10, 14, 19, 20

역척도로 보정하였을 때 이Cronbach alpha = 0.80

었다.

가족 적응 측정도구6) (Family Member Wellbeing

Index: FWBI)

과 에 의해 개발된 문McCubbin Patterson(1982) 8

항 도구로서 가족 구성원이 건강 긴장 즐거움 분노, , , , ,

슬픔 등에 대한 정도를 점에서 점까지 점 척도로0 10 11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적응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였다Cronbach alpha= 0.89 .

자료 분석 방법4.

수집된 자료는 SAS 6.12, LISREL Version 8

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Program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들은 백분율 빈도 평균과 표1) , ,

준편차를 구했다.

변수들간의 관계는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각 개념2) ,

별 하위인자의 도출을 위해 상관분석 주성분분석, ,

요인분석 변수군집분석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

모형을 이용하여 관련변수들간의 구조관계3) LISREL

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1.

아동의 특성에서 아동의 연령은 개월에서 세까지7 18

의 범위였으며 평균 연령은 세였고 세가 명, 8.7 4-6 73

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가 명 으(23.6%) 16-18 27 (8.7%)

로 가장 적었다 성별에서는 남아가 명 여. 193 (62.5%),

아가 명 이었다 환아의 출생순위에서는 첫116 (37.5%) .

째가 명 둘째가 명 이었으며163 (52.8%), 125 (40.5%) ,

셋째는 명 네째는 명 이었다18 (5.8%), 3 (1.0%) .

처음 진단받은 후 현재 기준까지의 기(2000. 9 .1 )

간에서는 개월에서부터 개월 년 개월까지의1 164 (13 8 )

범위였고 평균 기간은 개월 년 개월이었다32 (2 8 ) .

개월 개월이 명씩 이었으며 년13-18 , 25-36 46 (14.9%) 5

이상된 환아는 명 개월 이하는 명36 (11.7%), 6 32

였다 진단명에서는 백혈병이 명(10.4%) . 221 (71.5%)

으로 가장 많았으며 악성림프종은 명 신경모22 (7.1%),

세포종 명 뇌종양 명 의 순위였다18 (5.8%), 14 (4.55) .

우리나라의 암환아발생에서 백혈병이 로 위인것34.0% 1

보다 두배에 가까운 로 나타났다71.5% .

입원 경험에서는 회 이상이 명 으로 가10 183 (59.2%)

장 많았으며 없는 경우도 명 이었다 재발 경험12 (3.9%) .

은 없음이 명 이었고 현재 치료중인 경우가264 (85.4%)

명 이었고 치료 종료 후 경과 기간은 년 미200 (64.7%) 1

만 년이 각각 명 명 으로 비, 1-3 43 (13.8%), 44 (14.2%)

슷했고 년 이상도 명 이었다3 22 (7.1%) .

가족 특성에서 가족 형태는 대부분이 핵가족 가(273

족 이었고 가족 구성원 수는 명에서 명까지, 88.3%) 3 10

의 범위였으며 명인 가족이 가족 이었다4 201 (65.0%) .

총 자녀수에서는 명이 가족 으로 많았고2 223 (72.2%) 3

명이 가족 였다50 (16.2%) .

아버지의 연령은 세 세 범위였으며 평균은27 - 55 39

세였고 세가 가장 많아 명 였고 세36-40 102 (33.4%) 30

이만이 명 이었다 어머니 연령은 세 세16 (5.2%) . 25 - 51

범위였고 평균은 세 였으며 세가 명36 36-40 96

으로 가장 많았고 세가 명 이(31.1%) 31-35 94 (30.4%)

었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명142

대학교 졸업이 명 이었으며 어머(46.4%), 140 (45.8%)

니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명 대학교184 (59.7%),

졸업이 명 으로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평균과84 (27.3%)

유사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여부에서는 미취업 상태가 명246

이었으며 월수입에서는 만원이 가(80.7%) 101-200 142

족 이었고 만원 이하 가족이 가족(48.8%) 100 80

이었으며 월수입도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평균과(27.5%)

유사하게 나타났다통계청( ,1999).

부모의 결혼 기간은 년에서 년 까지의 범위였고1 28

평균 년이었으며 년이 가족11.6 6-10 103 (33.7%),

년 가족 이었다 종교가 있는 가족이11-15 98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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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종교가 없는 가족은 가족246 (80.1%) 61 (19.9%)

이었다 거주지는 대부분이 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256

가족 의료비 지불 형태는 의료보험이 가, 82.8%), 225

족 이었고 의료보호 가족이 가족 이(72.8%) 77 (24.9%)

었다 기타 사항에서 의료인에 대한 신뢰정도에서는 신.

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명 매우189 (61.2%),

신뢰한다가 가족 이었고 가족이나 주위 사108 (35.0%) ,

람으로부터의 지지 정도에서는 지지받는 편이라고 응답

한 경우가 명 매우 지지받는 경우도 명179 (58.3%), 95

이었다 자녀의 질병 증상의 심각정도에서는 심(30.9%) .

각한 편이다가 명 이었고 심각하지 않은 편134 (43.6%)

이다가 명 이었다90 (29.3%)

가족가치관 분석2.

아버지 명과 어머니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176 288

과 일반적 가족 가치관에서는 아버지들의 경우 번 자식1 ‘

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가 평균값 점으’ 4.01

로 가장 높았고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번 남자의, 8 ‘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가 점이었다’ 1.97 .

어머니들은 평균값이 에서 의 범위였고 번3.77 1.44 5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가 점으로 가장 높았으‘ ’ 3.77

표 일반적 가족 가치관 문항들의 평균치< 1>

문항 구 분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1.
부 176 4.01 1.20

모 287 3.52 1.33

결혼 상대자는 자기자신보다 가족에게 어울릴 사람을 선택해야2.

한다

부 176 2.68 1.30

모 285 2.52 1.40

조상에 대한 제사는 반드시 필요하다3.
부 174 3.58 1.39

모 287 3.37 1.52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매사를 맞추어야 한다4.
부 176 2.81 1.31

모 282 2.46 1.20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5. 부 175 3.91 1.24

모 284 3.77 1.30

집안문제는 가장의 의견을 따라 결정한다6.
부 175 3.42 1.27

모 281 3.34 1.30

딸이 잘되는 것보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더 낫다7.
부 173 2.39 1.39

모 286 2.12 1.31

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8.
부 176 1.97 1.26

모 286 1.44 0.98

딸만 둘일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명까지는 낳을 수 있다9. 3
부 176 2.40 1.42

모 287 1.98 1.34

자식 위해서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10.
부 176 3.70 1.36

모 287 3.49 1.46

부모 역할이 부부관계보다 우선이다11.
부 173 3.24 1.23

모 285 3.18 1.40

가정경제는 남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12.
부 176 3.78 1.26

모 287 3.26 1.38

집안 화목을 위해서 부인은 참아야할 때가 많다13.
부 176 3.46 1.22

모 288 3.56 1.24

여자의 행복은 남편을 출세시키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에 달14.

려 있다

부 174 2.94 1.31

모 285 3.12 1.35

여자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15.

좋다

부 175 2.33 1.26

모 288 2.05 1.22

결혼할때 궁합을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16.
부 175 2.17 1.35

모 288 2.20 1.32

남자는 가정보다 사회적 성공이 중요하다17.
부 176 2.58 1.39

모 288 2.57 1.30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을때 아들은 어머니편을 들어야18.

한다

부 176 2.59 1.27

모 288 2.1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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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번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가 평8 ‘ ’(1.44)

균값이 가장 낮았다 표< 1>.

변수 군집분석과 요인분석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개, 5

의 하위인자를 도출하였는데 부부관계의 평균은(1)

신뢰도 계수는 였고 부모와의 관계는 평3.02, 0.71 (2)

균이 신뢰도 계수는 가족 영속성의 평3.37, 0.45, (3)

균은 신뢰도 계수는 자녀와의 관계는2.00, 0.50, (4)

평균이 신뢰도 계수는 관습유지의 평균3.38, 0.47, (5)

은 신뢰도 계수는 이었다 표2.62, 0.46 < 2>.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는 에서 범위였으며 부0.22 0.39

부관계와 가족 영속성간의 관계가 부부관계와 부0.39,

모와의 관계가 였고 관습유지와 부모와의 관계 관0.38 ,

습유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각각 이었으며 하위 요인0.22

들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계로 나타

났다 표(p < 0.001)< 3>.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서는 아버지의 평균의 범위는

에서 의 범위이고 어머니는 에서 의4.85 3.34 4.97 3.47

범위였으며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문항은 아버지 어머,

니 모두 번 가족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였으며 다음11 ‘ ’

은 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부부간에 서로 참고 이4 '

해를 해야 된다였고 가장 평균점수가 낮은 문항은 아버‘ ,

지 어머니 모두 번 아이가 아프고 난 후에 부부사이에6 ‘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였다 표’ < 4>.

변수 군집법과 요인 분석 주성분 분석 결과 번 문항, 6

은 어느 요인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제거하기로 하였으며

빈도 분석의 결과 환아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응답들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에 너무 치우쳐‘ ’ ‘ ’

있어서 매우 그렇다를 점 대체로 그렇다에서 전혀‘ ’ 1 , ‘ ’ ‘

그렇지 않다를 매우 그런 것은 아니다 점으로 구분해’ ‘ ’(0 )

서 분석한 결과 전체의 평균은 였고0.74 Cronbach α

표 일반적 가족 가치관의 변수군집분석과 요인분석 주성분분석< 2> ,

일반적

가족가치관

평균

표준편차( )
관련문항 Cronbach's α

부부 관계
3.02

(0.82)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매사를 맞추어야 한다

집안의 문제는 가장의의견을 따라 결정한다

가정경제는 남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부인은 참아야 할 때가 많다

여자의 행복은 남편을 출세시키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에 달려있다

여자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 좋다

0.71

부모와의 관계
3.37

(0.91)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

결혼 상대자는 자기자신보다 가족에게 어울릴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

0.45

가족 영속성
2.00

(0.91)

딸이 잘되는 것보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더 낫다

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딸만 일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명 까지는 낳을 수 있다2 3 .

0.50

자녀와의 관계
3.38

(1.13)

지식을 위해서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부모 역할이 부부 관계보다 우선이다
0.47

관습유지
2.62

(0.84)

조상에 대한 제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결혼할 때 궁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자는 가정보다 사회적 성공이 중요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을 때 아들은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한다

0.46

전체
2.85

(0.55)

0.78

부 모( :0.80 :0.76)

표 일반적 가족 가치관요인들의 상관관계< 3>

피어슨 상관계수 부부관계
부모와의

관계
가족 영속성

자녀와의

관계
관습유지

부부관계 1.00

부모와의 관계 0.38*** 1.00

가족 영속성 0.39*** 0.27*** 1.00

자녀와의 관계 0.34*** 0.31*** 0.31*** 1.00

관습유지 0.34*** 0.22*** 0.28*** 0.22*** 1.00

**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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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였다 하위 집단들에서 부부지지는 평균이0.73 . 0.71,

신뢰도 계수는 환아에 헌신은 평균이0.53, 0.84,

는 주위도움의 평균은 신뢰도Cronbach 0.57, 0.59,α

계수는 건강 우선은 평균이0.46. 0.80, Cronbach α

는 이었다 표 하위요인들의 상관관계는 에0.36 < 5>. 0.33

서 사이였으며 환아에 헌신과 주위도움의 상관관계0.39

가 였고 부부지지와 환아에 헌신이 부부지지0.39 0.38,

와 건강우선이 주위도움과 건강우선이 이었0.38, 0.33

고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p< 0.001)

표< 6>.

연구변수들의 빈도와 평균값3.

표< 4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문항들의 평균치>

문항 구 분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아이에 대한 치료결정은 부부가 상의해서 해야 된다1.
부 176 4.68 0.76

모 288 4.79 0.66

남편과 아내는 집안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2.
부 176 4.10 0.94

모 288 4.35 0.82

자식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3.
부 174 4.80 0.54

모 286 4.79 0.59

어려운 일이 있을때는 부부간에 서로 참고 이해를 해야 된다4.
부 176 4.82 0.52

모 288 4.83 0.54

자식에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5.
부 176 4.65 0.74

모 288 4.73 0.68

아이 아프고 난 후에 부부 사이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이 있6.

을 수 있다

부 175 3.34 1.26

모 288 3.47 1.33

힘든 일이 있을 때 일수록 부부는 대화를 더 많이 해야된다7.
부 176 4.76 0.63

모 288 4.78 0.60

아이가 아플때는 가족행사에 참석 못해도 아이가 우선이다8.
부 175 4.40 0.93

모 287 4.59 0.80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시간은 없어도 좋다9.
부 176 3.93 1.19

모 288 3.93 1.18

가족의 화목이 더 소중하다10.
부 176 4.70 0.70

모 288 4.74 0.62

가족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11.
부 176 4.85 0.53

모 286 4.97 0.20

어려운일이 있으면 친척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12.
부 176 4.41 0.80

모 288 4.43 0.79

표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의 변수군집분석과 요인분석 주성분분석< 5> ,

환아상황

가족가치관

평균

표준편차
관련문항

Cronbach Coefficient

Alpha

부부지지
0.71

0.30

아이에 대한 치료결정 부부가 상의

남편과 아내는 집안일을 분담

힘든때 일수록 부부는 더 많이 대화

0.53

환아에 헌신
0.84

0.28

자식이니까 끝까지 최선

어려운 일이 있을때 부부간에 이해

자식에게는 모든것 다 해주고 싶다

0.57

주위도움
0.59

0.32

아이를 위해서 자유시간은 없어도 좋다

가족의 화목이 더 소중하다

어려운일이 있으면 친척끼리 돕는다

0.46

건강우선
0.80

0.29

아이 아플때 가족행사보다 아이가 우선

가족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0.36

전체문항
0.74

0.19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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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스트레스원의 질문들에서 한 항목도 없다고 응답

한 가족이 가족 이었고 최고 항목까지 응답39 (12.6%) , 7

한 가족은 가족 이었으며 평균은 였다 번6 (1.9%) 2.24 . 9

부부중 한사람이나 아들이나 딸이 질병에 걸렸다만‘ ’ 171

명 로 특히 많은 빈도를 보였다(55.5%) .

가족 긴장은 예라고 응답한 항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 ’

가족 에서 모든 항목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29 , 9.4%) ‘ ’

가족 까지였으며 평균은 였다 가족 긴장(9 , 2.9%) 3.91 .

에서는 의식주 및 교육비 의료비 등 가족의 재정에 대‘ ,

한 부담이 증가되었다가 명 으로 가장 많았’ 248 (80.3%)

고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증가되었다가 명‘ ’ 166

이었다(53.7%) .

가족 강인성은 점척도에서 전체 평균은 점이었4 3.12

으며 한가족으로서 힘을 모아 함께 일한다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가 평균 로 가장 높았고 나쁜 일이’ 3.54 ‘

일어나면 언젠가 좋은 일도 있으리라고 믿는다가 평균’

으로 다음 순위였다3.43 .

가족 적응은 식구들의 건강을 돌보는 항목에서 평균

로 가장 높았고 긴장의 항목에서 평균 로 가장6.82 4.44

낮았으며 전체 평균은 였다41.84 .

연구 변수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4. , , .

가족 긴장에는 월수입으로부터 직접효과( =-0.28,γ

총효과 의 영향이 가장t=-5.81) ( =-0.28, t=-5.81)γ

크게 나타났으며 자녀 질병 증상의 심각 정도가 직접효,

과 총효과 가( =0.26, t=5.22) ( =0.26, t=5.22),γ γ

족 스트레스원으로부터 직접효과( =0.22, t=4.62),γ

총효과 가 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가( =0.22, t=4.62) ,γ

족 및 주위의 지지정도는 직접효과( =-0.11, t=γ

총효과 로 나타났고 이들-2.43) ( =-0.11, t=-2.43)γ

예측변수들은 가족 긴장을 설명하였다40% .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는 일반적 가족 가치관 중에

서 부모와의 관계가 직접효과 총효( =0.28, t=4.89)γ

과 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다( =0.28, t=4.89)γ

음은 자녀와의 관계가 직접효과 총( =0.20, t=3.60)γ

효과 부부관계가 직접효과( =0.20, t=3.60), ( =γ γ

총효과 의료-0.19, t=-3.22) ( =-0.19, t=-3.22),γ

인에 대한 신뢰정도는 직접효과 총( =0.12, t=2.32)γ

효과 로 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환( =0.12, t=2.32) ,γ

아의 연령은 직접효과 총효과( =-0.11, t=-2.21) (γ γ

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0.11, t=-2.21)

타났고 이들 변수들로부터 설명되었다22% .

가족 강인성에는 가족 긴장이 직접효과( =-0.53,γ

총효과 로 가장 크게t=-8.65) ( =-0.53, t=-8.65)γ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순위는 환아 상,

황 가족 가치관이 직접효과 총효과( =0.44, t=6.76)γ

월수입은 간접효과( =0.44, t=6.76), ( =0.15,γ γ

총효과 일반적 가족 가t=4.98) ( =0.15, t=4.98),γ

치관 중에서 가족 영속성이 직접효과( =-0.22, t=γ

총효과 자녀 질병 증상-4.65) ( =-0.22, t=-4.65),γ

의 심각정도가 간접효과 총효과( =-0.14, t=-4.59)γ

가족 스트레스원은 간접효과( =-0.14, t=-4.59),γ

총효과( =-0.12, t=-4.16) ( =-0.12, t=-4.16),γ γ

일반적 가족 가치관 중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간접효과

총효과 자녀( =0.12, t=4.07) ( =0.12, t=4.07)γ γ

와의 관계는 간접효과 총효과( =0.09, t=3.23) (γ γ

부부관계는 간접효과=0.09, t=3.23), ( =-0.08,γ

총효과 가족 및 주위t=-2.95) ( =-0.08, t=-2.95),γ

의 지지 정도는 간접효과 총효과( =0.06, t=2.35)γ

의료인에 대한 신뢰정도는 간접효( =0.06, t=2.35),γ

과 총효과 환( =0.05, t=2.21) ( =0.05, t=2.11),γ γ

아의 연령은 간접효과 총효과( =-0.05, t=-2.11) (γ γ

의 영향을 미쳤다 가족 강인성은 예=-0.05, t=-2.11) .

측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었다51% .

가족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 긴장

으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0.33, t=-3.57) ( =γ γ

총효과 가 나-0.17, t=-3.32) ( =-0.50, t=-6.85)γ

타났으며 자녀 질병 증상의 심각 정도는 직접효과, (γ

간접효과=-0.14, t=-2.59) ( =-0.13, t=-4.14)γ

표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요인들의 상관관계< 6>

피어슨의 상관계수 부부지지 환아에 헌신 주위도움 건강우선

부부지지 1.00

환아에 헌신 0.38*** 1.00

주위도움 0.33*** 0.39*** 1.00

건강우선 0.38*** 0.36*** 0.33*** 1.00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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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변수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계속< 7> , , ( )

결과변수잠재변수( ) 원인변수 총효과 값(t- ) 직접효과 값(t- ) 간접효과 값(t- )

가족긴장

가족 강인성

가족 적응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 가족스트레스원

0.22( 4.62)

-0.12(-4.16)

-0.11(-3.92)

- -

0.22( 4.62)

- -

- -

- -

- -

-0.12(-4.16)

-0.11(-3.92)

- -

가족긴장

가족 강인성

가족 적응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 월수입

-0.28(-5.81)

0.15( 4.98)

0.14( 4.58)

- -

-0.28(-5.81)

- -

- -

- -

- -

0.15( 4.98)

0.14( 4.58)

- -

가족긴장

가족 강인성

가족 적응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
가족 및 주위의 지지

정도

-0.11(-2.43)

0.06( 2.35)

0.06( 2.31)

- -

-0.11(-2.43)

- -

- -

- -

- -

0.06( 2.35)

0.06( 2.31)

- -

가족긴장

가족 강인성

가족 적응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
자녀질병증상

심각정도

0.26( 5.22)

-0.14(-4.59)

-0.27(-5.21)

- -

0.26( 5.22)

- -

-0.14(-2.59)

- -

- -

-0.14(-4.59)

-0.13(-4.14)

- -

가족긴장

가족 강인성

가족 적응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

의료인에

대한

신뢰정도

- -

0.05( 2.21)

0.09( 1.90)

0.12( 2.32)

- -

- -

0.11( 2.19)

0.12( 2.32)

- -

0.05( 2.21)

-0.02(-1.50)

- -

가족긴장

가족 강인성

가족 적응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 환아의 연령

- -

-0.05(-2.11)

0.02( 1.48)

-0.11(-2.21)

- -

- -

- -

-0.11(-2.21)

- -

-0.05(-2.11)

0.02( 1.48)

- -

가족긴장

가족 강인성

가족 적응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
일반적가족가치관:

부부 관계

- -

-0.08(-2.95)

0.03( 1.70)

-0.19(-3.22)

- -

- -

- -

-0.19(-3.22)

- -

-0.08(-2.95)

0.03( 1.70)

- -

가족긴장

가족 강인성

가족 적응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
일반적가족가치관:

부모와의관계

- -

0.12( 4.07)

-0.04(-1.86)

0.28( 4.89)

- -

- -

- -

0.28( 4.89)

- -

0.12( 4.07)

-0.04(-1.86)

- -

가족긴장

가족 강인성

가족 적응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
일반적가족가치관:

자녀와의관계

- -

0.09( 3.23)

-0.03(-1.75)

0.20( 3.60)

- -

- -

- -

0.20( 3.60)

- -

0.09( 3.23)

-0.03(-1.75)

- -

가족긴장

가족 강인성

가족 적응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 가족 긴장

- -

-0.53(-8.65)

-0.50(-6.85)

- -

- -

-0.53(-8.65)

-0.33(-3.57)

- -

- -

- -

-0.17(-3.32)

- -

가족긴장

가족 강인성

가족 적응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
일반적가족가치관:

가족 영속성

- -

-0.22(-4.65)

-0.07(-2.84)

- -

- -

-0.22(-4.65)

- -

- -

- -

- -

-0.07(-2.84)

- -

가족긴장

가족 강인성

가족 적응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
환아상황

가족가치관

- -

0.44( 6.76)

-0.13(-1.99)

- -

- -

0.44( 6.76)

-0.28(-3.43)

- -

- -

- -

0.14( 3.01)

- -

가족긴장

가족 강인성

가족 적응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 가족 강인성

- -

- -

0.33( 3.51)

- -

- -

- -

0.33( 3.51)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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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효과( =-0.27,γ 로 다음 순위였으며 월수t=-5.21)

입은 간접효과 총효과( =0.14, t=4.58) ( =0.14,γ γ

가족 스트레스원은 간접효과t=4.58), ( =-0.11, t=γ

총효과 가족 강인성은 직-3.92) ( =-0.11, t=-3.92)γ

접효과 총효과( =0.33, t=3.51) ( =0.33, t=3.51),γ γ

일반적 가족가치관 중에서 가족 영속성은 간접효과(γ

총효과=-0.07, t=-2.84) ( =-0.07, t=-2.84),γ 가족

및 주위의 지지정도는 간접효과 총( =0.06, t=2.31)γ

효과 환아 상황가족 가치관은 직( =0.06, t=2.31),γ 접

효과 간접효과( =-0.28, t=-3.43) ( =0.14, t=3.01)γ γ

총효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정도( =-0.13, t=-1.99),γ

는 직접효과 간접( =0.11, t=2.19)γ 효과( =-0.02,γ

총효과t=-1.50) ( =0.09, t=1.90)γ 일반적 가족 가,

치관 중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간접효과( =-0.04,γ

총효과 자녀와의 관t=-1.86) ( =-0.04, t=-1.86),γ

계는 간접효과 총효과( =-0.03, t=-1.75) ( =-0.03,γ γ

부부관계가 간접효과t=-1.75), ( =0.03, t=1.70)γ

총효과 환아의 연령은 간접효과( = 0,.03, t=1.70),γ

총효과 로( =0.02, t=1.48) ( =0.02, t=1.48)γ γ

나타났다 이들 예측변수들은 가족적응을 설명하였. 39%

다 표< 7, 8>.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 모형을 완성하였으며 모

형의 적합도 표 는 지수 모두에서 자료에 잘 부합됨을< 9>

알 수 있으며 좋은 모형 평가기준을 층족시키고 있다.

세부적 지수를 보면 에서도 기울기가 에 가까워Q-plot 1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구조 모형의 경로< 1>.

도해는 그림 와 같다 그림2 < 2>.

그림< 1> Q-plot

                         QPLOT OF STANDARDIZED RES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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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IZED RESIDUALS

표 구조모형에서의 설명력과 오차< 8>

가족 긴장
환아상황

가족가치관
가족 강인성 가족 적응

잠재변수의 설명력 0.40 0.22 0.51 0.39

측정변수의 오차 0.24 0.27 0.20 0.11

측정변수의 신뢰도 0.76 0.73 0.80 0.89

표 모형의 적합도< 9>

적합지수 좋은 모형 평가기준 모형의 적합도

Chi-square

RMSEA

standardized RMR

GFI

AGFI

NFI

NNFI

작은 카이제곱값(p>0.05)

<0.05

상관자료일 때 <0.05

>0.95

>0.90

>0.90

>0.90

30.52(p=0.39.df=29)

0.013

0.026

0.99

0.95

0.96

0.99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andardized 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GFI : Goodness of Fit Index

AGFI :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NFI : Normed Fit Index

NNFI : Non-Normed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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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가족 가치관에 대한 논의1.

암환아 가족은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부부가 함께 공

동의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 할 것인가 와 함

께 한다는 일치감을 강조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의 가족

의 적응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행동 유형과 가족의

효과적인 대처 방법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가족관을 연구한 조춘국 엄윤상(1987),

의 연구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미향(1996) (1988),

최정혜 의 연구 그리고 원석조 한남제(1997) (1984),

옥선화 김미현 의 연구에서도(1985), (1989), (1994)

부모자녀관계 가계의 영속성 조상숭배 노부모 부양, , , ,

효의식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

치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남아있

고 강한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자‘

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가 평균값이 가장’

높았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가족 가치관 전체 평균이 2.85

로 중간 정도였으며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높았고 부모, ,

와의 관계가 다음이었으며 가족영속성이 가장 낮게 나,

타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한 옥선화 김송애(1989),

한은주 최정혜 등에서 부계가족(1991), (1993), (1997)

의 영속화가 높게 나타난 결과 또는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는 암환아 가족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점,

수가 높았던 것은 암환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일반적 가족 가치

관과는 달리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의 점수가 더 높았던

것은 자녀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암이라는 질병이 발생했

으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질병이 낫기를 바라고 자식한테

는 내가 해줄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싶다는 모성

이 강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분석에서 일반적 가족 가치관이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정적인 효과가 나타났,

으나 부부관계는 부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나라 가족 구성원 중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밀접한 관계

를 의미하며 그로 인하여 자녀에게 질병이 생기면 가족

에 긴장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또한 환아 간호에 전념해

야 되는 역할 분배등의 문제로 인해서 부부관계는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본 연구의 연구도해< 2>

<그림그림그림그림 2>  본본본본 연연연연 구구구구 의의의의 경로도해경로도해경로도해경로도해

의료인에의료인에의료인에의료인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신뢰정도신뢰정도신뢰정도신뢰정도

가족스트레스원가족스트레스원가족스트레스원가족스트레스원 가족적응가족적응가족적응가족적응가족적응가족적응가족적응가족적응

일반적일반적일반적일반적 가족가치관가족가치관가족가치관가족가치관

환아상황환아상황환아상황환아상황 가족가치관가족가치관가족가치관가족가치관

가가가가 족족족족 강강강강 인인인인 성성성성

가가가가 족족족족 긴긴긴긴 장장장장

환아의환아의환아의환아의 연령연령연령연령

월수입월수입월수입월수입

가족가족가족가족 및및및및 주위의주위의주위의주위의
지지정도지지정도지지정도지지정도

자녀질병증상의자녀질병증상의자녀질병증상의자녀질병증상의 심각정도심각정도심각정도심각정도

부부관계부부관계부부관계부부관계

부모와의부모와의부모와의부모와의 관계관계관계관계

자녀와의자녀와의자녀와의자녀와의 관계관계관계관계
가족영속성가족영속성가족영속성가족영속성

0.11

(2.19)

0.12

(2.32)

-0.11

(-2.21)

-0.28

(-5.81)

-0.11

(-2.43)

0.26

(5.22)

-0.33

(-3.57)

-0.14

(-2.54)

-0.53

(-8.65)

0.22

(4.62)

0.44

(6.76)

-0.22(-3.43)

-0.28

(-3.43)

0.28

(4.89)

0.20

(3.60)

-0.19

(-3.22)

0.11

0.24

0.27

0.20

0.33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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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적응에 관한 논의2.

자녀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가족들은 불확실한

예후와 연상되는 죽음으로 불안하게 되며 심리적인 충격

을 받게 되고 치료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재발의 위험 때

문에 불안감이 높다 오원옥 은 암환아 부모들을. (1998)

대상으로 한 근거이론적 연구에서 막막함을 중심현상으‘ ’

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스트레스원 척도 가족 긴장 척도,

를 사용하였는데 가족 스트레스원은 가족 긴장에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스트레스원 척도.

가 상황중심이 아닌 생활사건 중심으로 스트레스를 다루

었기 때문에 암환아라는 상황 중심의 본 연구와는 차이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가족스트레스원은 가족,

의 생활주기에 따른 스트레스 종류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인 암환아 가족들은 대부분이 가족의

생활주기상 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족 스트레스원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가족긴

장은 가족 스트레스원 자녀 질병증상의 심각정도에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나 가

족 스트레스원이 많을수록 자녀 질병증상의 심각정도가,

높을수록 가족 긴장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월수.

입과 가족과 주위의 지지정도는 부적인 직접효과를 보여

월수입이 높을수록 가족과 주위의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가족 긴장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을 이용하여 구. FILE

순 및 구개열 환아 부모의 스트레스를 연구한 노난이

와 탁영란과 이희영 의 연구에서는 가족(1996) (1997)

스트레스원을 구성하는 개 영역 중 경제적 긴장7 ‘ ’(3.25)

과 가족내 긴장 이 스트레스원으로서 높은 비중‘ ’(2.65)

을 차지한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원이 가족 긴

장에 영향 미치는 것과 유사하였다.

가족 가치관을 환자나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보고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으나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일반적 가족 가치관에서 가족 영속성이 강

할수록 가족 강인성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부적인 관계를 보여 부부관계가 가

족 강인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간접효과이기는 하나 정적인 관계

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강할수록 가,

족 강인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반적 가.

족 가치관 중에서 가족 영속성 부부관계 부모와의 관, ,

계 자녀와의 관계 등에서 모두 간접적으로 가족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환아상황을 통해서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영속성 부모. ,

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

나 부부관계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 일반적 가족 가치관

과 부부관계가 관계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도구 개

발 당시의 대상자들 중 부부의견 일치도가 높았던 것과

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은 가족 강인성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환아 상황이 가족 강

인성의 협동심 통제성 영역과 관계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은 가족 적응에 부적으.

로 직접효과가 크나 간접효과가 있어 총효과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족 강인성을 통해서 부적인

직접효과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환아 상황 가족 가치.

관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정도 일반,

적 가족 가치관 중에서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와,

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환아의 연령과 부부관계는 부적

인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환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

들의 심리적 부담은 더 크며 환아가 발생하면 가족 모두

에게 부담이 되고 영향이 미치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가사일과 함께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도 갖고 있으면서 환아를 돌보아야 하는

이중부담과 또한 잦은 병원생활등으로 인해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 강인성은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 의해서 직접

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환아 상황이 가

족 강인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긴장.

과 일반적 가족 가치관 중 가족 영속성이 부적으로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긴장이 높을수

록 가족 영속성이 강할수록 가족 강인성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는 월수입. ,

일반적 가족 가치관 중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

가족과 주위의 지지정도 의료인에 대한 신뢰정도였고,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자녀 질병 증상

의 심각정도와 부부관계가 가장 큰 영향으로 나타났고

가족 스트레스원 환아의 연령이었다 가족 강인성은 가, .

족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별가족의 복원에서 가족 강인성이 가장 큰 복

원인자라고 발표한 전미영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1996)

고 있다.

가족 적응은 가족 강인성 의료인에 대한 신뢰정도에,

서 정적인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며 가족긴장 환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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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가치관에서 부적인 효과가 나타나 가족 강인성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을수록 가족 적응은 높아지

나 가족 긴장과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이 높을수록 가족

적응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월수입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가족과 주, ,

위의 지지정도 부부관계 환아의 연령등이 정적인 영향, ,

을 미쳤고 자녀 질병 증상의 심각정도 가족 스트레스원, ,

가족 긴장등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은 가족 적응에 직접적으로는 부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가족 강인성을 통한 간접적으로는 정적인 효과

를 보여 총효과는 감소되게 나타났으므로 가족 강인성을

증진시키는 간호 중재법으로 가족 적응을 높힐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Ⅵ 결 론.

결론1.

가족은 하나의 가족 단위로서 전체적 체계로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한다 아동의 암진단은 심리적 충격을 야기.

하는 심각한 생활사건이며 이것은 가족 체계의 평형을

깨뜨리고 구조를 변화시켜 가족체계를 재조직하고 역할

과 기능의 재분배를 가져온다 가족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복원인자로서의 가족 가치관

을 연구한 보고는 없었으며 이에 가족 가치관이 가족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시

도하였다.

자료 분석은 와 프로그램으로SAS 6.12 LISREL 8

빈도 분석 백분율 상관분석 군집분석 인자분석 주성, , , , ,

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로 모형을 구축하였다LISREL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 긴장에는 월수입이 직접 효과( =-0.28, t=γ

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가족 및 주위의 지지-5.81) ,

정도 도 부적 효과로 나타났다( =-0.11, t=-2.43) .γ

자녀 질병 증상의 심각 정도는 직접 효과( =0.26,γ

로 정적 효과가 가장 컸으며 가족 스트레스원t=5.22) ,

도 정적 효과가 컸다 이들 예측 변( =0.22, t=4.62) .γ

수들은 가족 긴장을 설명하였다40% .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는 일반적 가족가치관 중 부

모와의 관계 가 가장 크게 직접 영( =0.28, t=4.89)γ

향을 미쳤으며 자녀와의 관계 의료( =0.20, t=3.60),γ

인에 대한 신뢰정도 도 정적인 효과( =0.12, t=2.32)γ

로 나타났다 부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일반적 가족 가.

치관 중 부부관계 였고 환아의 연( =-0.19, t=-3.22)γ

령 도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0.11, t=-2.21) .γ

이들 예측변수들은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을 설명22%

하였다.

가족 강인성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

는 가족 긴장 이었고 일반적 가( =-0.53, t=-8.65) ,γ

족 가치관 중 가족 영속성 도 직( =-0.22, t=-4.65)γ

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 질병 증상의 심

각 정도 가족 스트레스원( =-0.14, t=-4.59), (γ γ

일반적 가족 가치관 중 부부관계=-0.12, t=-4.16),

환아의 연령( =-0.08, t=-2.95), ( =-0.05,γ γ

은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t=-2.11)

나타났다 직접적으로 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은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이 가장 크게 영( =0.44, t=6.76)γ

향을 미쳤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월수입,

일반적 가족 가치관 중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

가족 및 주위의 지지 정도 의료인에 대한 신뢰정도였다, .

가족 강인성은 예측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었다51% .

가족 적응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가족 긴장 으로 직접 간접 효과( =-0.50, t=-6.85) ,γ

가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 질병증상의 심각,

정도도 직접효과 간접효과 모두 부적인 효과로 나타나,

총효과 가 가족긴장 다음으로 부( =-0.27, t=-5.21)γ

적인 효과가 컸다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은 직접효과는.

부적인 영향으로 나타났으나 간접( =0.28,t=-3.43),γ

효과가 정적인 효과를 보여 총효과( =0.14, t=3.01),γ

에서는 부적인 효과가 감소된 것( =-0.13, t=-1.99)γ

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에 대한 신뢰정도는 직접효과. (γ

가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나 간접효=0.11, t=2.19) ,

과 가 부적인 효과로 나타나 총효( =-0.02,t=-1.50) ,γ

과 가 감소되었다 가족 강인성은 직( =0.09,t=1.99) .γ

접효과 로 정적인 효과가 가장 컸으( =0.33, t=3.51)γ

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월수입 가족 스트, ,

레스원 일반적 가족 가치관 중 가족영속성 가족 및 주, ,

위의 지지정도 일반적 가족 가치관 중 부모와의 관계, ,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환아의 연령이었다, , .

본 연구를 통하여 일반적 가족 가치관이 환아 상황 가

족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은 가족 강인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가족 적응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가치관이 가족 복원 인자임이 검증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7 4

- 507 -

서도 가족 스트레스 조정 적응의 복원모델이 암환아 가, ,

족의 적응에 적용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은 가족 적응에 직접 효과는 부적인 영

향을 미치나 가족 강인성을 통한 간접 효과가 정적으로

나타나 부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으므로 가족 강인성

을 증진시키면 가족 적응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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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Cancer child, Family value,

Family adaptation.

Effects of Family Value on Family

Adaptation in Family Who has a

Child with Cancer

Park, In-Sook*Tak, Young-Ran**Lee, Jung-Aee*

As a family respond to any stressful situation

as a whole system, cancer diagnosis of a child,

as a serious life event, could be emotional shock

to destroy homeostasis of the family system. A

family has a resilient capacity to adjust and

adapt to stressful events. Previous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family stress and adaptation,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family

value as one of resilient factors.

The data for model testing were collected

from July 18, 2000 to August 30, 2000 and the

analysis included 309 parents of children who

are diagnosed as cancer, 18 or less years of age,

and treated either hospitalized or at the

outpatient clinics.

The data analysis utilized SAS 6.12 and

LISREL 8 for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cluster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LISREL.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1) Monthly income ( =-0.28, t=-5.81) was theγ

most important factor to explain family

strain along with family support ( =-0.11,γ

t=-2.43), severity of children's illness (γ

=0.26, t=5.22), and family stressor (γ

=0.22, t=4.62). All of these factors together

explained 40% of variance in family strain.

2) Among general family value, the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 =0.28, t=4.89) andγ

relationship with the children ( =0.20,γ

t=3.60) showed positive effects to family

value for cancer children, while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 =-0.19, t=-3.22) and theγ

age of the cancer children ( =-0.11,γ

t=-2.21) showed negative effects. These

predictors together explained 22% of variance

in family value for cancer children.

3) Family hardiness was explained mostly by

family strain ( =-0.53, t=-8.65) along withγ

direct negative effects of family persistency

and indirect negative effects of severity of

children's illness, family stressor,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and the

children's age. Family value for cancer

children w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with positive effect ( =0.44, t=6.76) alongγ

with indirect effects of monthly income,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relationship

with the children, support from family and

significant others, and confidence with the

health professionals. 51% of variance in

family hardiness was explained by all of

these predictors.

* Department Nursing, the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Nursing, the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 510 -

4)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for family

adaptation was family stressor ( =-0.50,γ

t=-6.85) with direct and indirect negative

effects along with the severity of children's

illness ( =-0.27, t=-5.21). However, familyγ

value for cancer children showed

compromised total effect ( =-0.13, t=-1.99)γ

with negative direct effects ( =-0.28,γ

t=-3.43) and positive indirect effects (γ

=0.14, t=3.01). Similarly, confidence with

the health professionals also showed

compromised total effect ( =0.09, t=1.99)γ

with positive direct effects and negative

indirect effects. Family hardiness showed the

biggest positive direct effects while other

factors such as monthly income, family

stressor, family persistence, support of family

and significant others,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relationship with the children, and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and children's

age showed indirect effects only. 39% of

variance in family adaptation was explained

by all of these predi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