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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우리 나라 초등학교 어린이 일천명 가운데 명3 4～

정도가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으며아동복지편람( ,

심장혈관기형은 명 중 명 꼴로 발생하1997), 1.000 8

고 출생 년 내에 선천성 결손으로 인해 그 반 정도가, 1

사망한다 순환기계 질환의 사망자 구성비도 를. 26.3%

보였으며통계청 세계보건기구의 년 건강( , 1977), 1997

보고서에서 밝힌 세계 대 사망질병에서도 심장병이10 1

위를 차지하는 등 심혈관계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

다 우리 나라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명으로. 356

세 이하의 아동에게 치중되어 있었다보건복지부4 ( ,

1998).

심질환은 장기간에 걸친 검사 및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는 만성적 질환으로써 아동의 만성적 건강문제는 아동

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역할변화 내지는 역할과중을 초래하여 가족 내

장기적인 긴장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자녀가 만성질환.

을 앓고 있을 때 부모들은 아동의 생존 및 앞으로의 삶

에 대한 불확실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불안 두려움, ,

죽음에 대한 위협 등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특.

히 장기적인 질병치료 과정 및 예후와 관련된 질병자체

가 갖는 불확실성과 투병과정을 통해 변화된 환아의 성

격 및 행동 등 아동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급증하게

된다박은숙 박은숙( , 1994, 1996; & Martinson,

1998).

특히 자녀의 심장 질환이 심각할 때 부모의 정서적 문

제가 더욱 가중되는데 심장질환이 심할 경우 환아가 겪

는 고통과 호흡곤란 빈맥 식욕부진 그리고 경련 실신, , , ,

정신착란 청색증 성장 지연 잦은 호흡기 감염 등으로, , ,

오랜 동안 환아를 돌보면서 느끼는 부모의 절망감 소외,

감 임종을 직면 할 수도 있다는 예비적 상실감과 슬픔, ,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인 문제가 수반된다 동.

시에 부모는 두려움과 분노 무기력 죄의식 불안 등에, , ,

휩싸이게 된다(Cicely, 1976).

아동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부모는 충격과 불

안을 갖게되며 아이의 조기 죽음에 대한 가능성에 압도

될 수 있다 는 입원 아동을 둔 부모는. Palmer(1993)

아픈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새로운 역할로 인해 부담감

을 가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어 불안 우울, ,

수면부족 불편감 강한 분노나 죄책감 등을 호소하게 되, ,

며 장시간 병원에 머무르게 됨으로써 현실감을 상실하,

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심장의 선천성 기형으로 장애를 갖는 선천성

심장질환은 진단 및 치료기간이 출생부터 아동기 전반에

이르고 다른 질병과는 달리 영구적으로 활동량을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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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므로 이로 인한 가족 문제는 가족 체계내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며 심장병이라는 진단은 한 개인뿐만 아니

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충격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 중에서도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

모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상당히 심하리라 기대가 되며,

그로 말미암아 건강상태는 좋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

러므로 가족을 돕고 대처 전략을 계획하는 것은 스트레

스를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Green,

부모의 지지 집단은 부모의 긴장된 상황에 대처1982),

하는 능력을 증진시킨다(Johnson, 1982).

그러나 아직 까지 선행 연구들이 심장병 환아 부모 교

육효과에 관한 연구조경미 심장수술전 어린이( , 1991),

의 불안과 어머니의 불안에 관한 조사이상미 와( , 1981)

심질환아의 놀이요법 효과한경자와 하양숙 신증( ,1981),

후군 암 발달장애 뇌성마비 만성질환 천식 정신박, , , , , ,

약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권 김, ( , 1992; , 1998;

류 박 백, 1990; , 1993; , 2000; Agatha, 1991;

Janet and Caroline, 2000; Jean and Adeline,

에 제한되었을 뿐1988; Lynda and Roberta, 1990)

심질환아의 부모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상태 및 가족지지

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인간의 생명과 가장 직결된 기관인

심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정서 상태와 건강상태 및 가족지지를 알

아봄으로써 심질환아 부모를 위한 효율적 간호중재 방안

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심질환아 부모가 겪고 있는 정서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가족지지를 규명하기 위함이, ,

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심질환아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건1)

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가족지지정도를 분석한다, , .

심질환아 부모의 정서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2) , ,

가족지지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용어의 정의3.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서적 건강상태 정서적 건강상태는 심질환아 부모1) :

가 겪게 되는 감정의 실마리 본능을 기초로 하여 일,

어나는 일시적인 심적 현상 기쁨 노여움 사랑 걱, , , ,

정 공포 시기 후회 등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심리, , ,

상태 강봉규 옥스퍼드 영한대사전 이( , 1993; , 1988)

며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과 스트레스로 보았다, .

상태불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도가 변화(1) :

하는 인간의 정서상태로 객관적인 위험과는 상

관없이 어떤 환경을 개체가 위협적인 것으로 지

각할 때 나타나는 반응 으(Spielberger, 1975)

로 본 연구에서는 의Spielberger(1975) State

중 상태불안Trait Anxiety Inventory(STAI)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문항의 점. 20 4

척도로서 최저 점에서 최고 점까지의 범위20 80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스트레스 가족의 일정한 상태에 혼란이 나타(2) :

나는 것으로 불화를 야기시키고 가족체계에 압

박을 가하는 것양 송 및 김을 의미하며( , ) The

Family Index(FILE) (McCubin &

을 기초로 양 송 및 김Tomson, 1987) ,

이 수정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된(1998)

점수를 의미한다.

신체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는 육체적 손상이2) :

나 임상적 증상이 없어 일상적 활동을 수행함에 지장

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로써 본 연구에서는 코넬 건강사정 질문지 C.

를 고와 박M. I(Cornell Medical Index) (1980)

등이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점

수를 의미한다.

가족지지 가족성원으로 구성되는 가족체계가 가족3) :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규범으로 인

정된 사랑과 지지의 교환이라는 주요기능을 하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Miller & Janosik, 1980)

질환아 부모가 가족구성원들로부터 돌보아지고 사랑

받으며 존중과 가치감을 갖게 해준다고 지각한 정도

로 의Moos(1976) FES(Family Environment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된 점수Scale) Form R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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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가족 내 만성질환아의 발생은 가족구조나 역할변화를

초래하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야기 시

키게 된다(Matthis, 1992).

심장질환은 일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생활사건이라 볼 수 있으며 환아는 물론,

환아의 부모 및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

러 가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정신적으,

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적극 지지해 주고 도와줌으로, ,

써 위기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조영숙 김수지 및( , Ida Martinson, 1992).

선천성 심장병 환아의 부모들은 자녀의 질병에 대한

지식부족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주 두려움, ,

공포감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D'Antomio, 1976;

Glaser, Harrison & Lynn, 1964; Jackson,

1979).

현대의 핵가족 제도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의 관계가 훨

씬 강하며 가족의 한 구성원이 치명적인 질병에 이환 되

었을 때 받는 고통은 거기에 상응하여 훨씬 심하게 된다.

자녀의 건강의 악화는 그 부모의 마음에 끔찍한 고문

이며 인생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며 깊은 상처로 남게 된

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일인 자녀의 죽음과 고.

통스럽게 싸우는 부모는 높은 수준의 심리적 간호를 해

줌으로써 이상적인 대응방법을 대하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동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

에 관한 연구 에서 부모역할(Lynda & Roberta, 1990)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 경험하였고 결과의 불50% ,

확실성으로 정보요구에서 가 스트레스를 경40%, 10%

험하였다 스트레스 요인과 관계없이 모든 부모들은 대.

처방법으로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재검토를 사용하였다.

중환아 가족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Susan, 1992)

에서 환아의 어머니는 불안 정신신체 증상 부정 분노, , , ,

슬픔을 경험하였으며 생활을 재구성하였다.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동의 가족 적응에 대한 연

구 에서 가족 명의 부모를 대상으로(Lisa, 1989) 30 50

연구한 결과 아동의 입원은 가족체계에 스트레스 사건으

로 작용하였으며 가족이 그 상황에 적응하고 평형을 찾

기 위하여 특별한 가족특성이 요구되며 적응과 결속에

평형을 이루고 다양한 대처기전을 이용하였다.

환자를 돌봄으로 인하여 가족원의 신체적 심리적 건,

강이 나빠진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 의하여 일관되게 보

고되었다양 황( , 1992; , 1990; Neundorfer, 1991).

암환자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변화에 대한 연

구 에서 암환자 가족은 분노(Oberst & James, 1985) ,

죄의식 신체적 문제 피로 등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 ,

고 등 은 암환자 가족 자신의 개인적, Goldberg (1985)

관심이나 사회적 참여가 제한될 때 특히 우울에 빠지기

쉽다고 하였으며 는 암환자 가족은 신, Galloway(1990)

체적 심리적 피곤함 수면장애 우울과 불안 만성건강, , ,

문제의 악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입원한 암환자와 재가 암환자의 가족지지 희망 삶의, ,

질 정도에 관한 연구조계화와 김명자 에서 가족( , 1997)

이 암환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며 가족,

의 지지는 환자가 질병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지지와 희망이

암환자의 삶의 질과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에서 흔히 확인되는 환자가족의 문제로서 반복되

는 입원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 질병자체로 인한,

신체증상 혹은 간병해야 되는 육체적 과로와 환아의 질

병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심리적 갈등과 가족 내에서

하던 역할의 재분배에 따른 가족 내 역할과중 등이 있다

양 송 및 김( , , 1998).

양 등 의 암환자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1998) 125

과 환자 가족의 스트레스는 환자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았고 환자 가족의 자원은 환자에 대한 사랑에서,

가장 높았으며 환자 가족의 상황 재정의는 환자가 중요,

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 가장 높았다 환자가족의 스트.

레스 자원 상황재정의 적응의 상관관계는 역상관관계, , ,

로 나타났고 가족자원과 상황 재정의 관계 가족 자원과,

적응의 관계 및 상황 재정의와 적응의 관계는 순상관계

로 나타났다.

불안은 생리적 각성상태가 증가되면서 나타나는 두려

움과 근심의 불쾌한 감정으로 불안에 대한 반응은 어려

운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유도되기

도 하고 반대로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할 때 비

합리적이고 불가능적으로 행동하게 하기도 한다조영미( ,

1991).

불안에 대한 적응을 못하게 되면 피로하게 되고 식욕

을 잃고 안절부절 예민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기도 한다(Kenn, 1986).

특히 입원과 수술이 어린이와 부모에게 극도의 긴장감

을 주며 소아중환자실이 입원한 부모들은 극도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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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Carter & Miles, 1982).

자녀의 입원으로 인한 긴장감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평상시 행동에 장애를 받게되어 혼돈과 무기력 상태를

가져오게 되며 그 결과 부모의 지지능력을 방해하고 저,

해를 초래하게 된다최성희( , 1998).

한방병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체질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 따른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전은영 에서( , 1992)

스트레스 인지정도와 건강상태는 매우 유의한 관계가 있

어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 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Robbins Larsom(1985)

장 일반적인 증상은 우울과 불안증상으로 보았다.

와 은 스트레스 반응으로써 불Appley Trumbull(1985)

안 긴장 전율 분노와 같은 불안정한 정서군의 활동이, , ,

특징적이라고 설명하고 궁극적인 상황은 신체적인 피로,

와 여러 신체 기관에 장애를 일으키는 각종 신체계통의

질병이라고 하였다.

가족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작용적이며 목표 지향적

으로 작용하는 개방체제로서 환경으로부터 투입과 산출,

을 할 능력이 있으며 안녕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질병과 같은 상태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심각한 질병은 매우 조직화된 가족체제에 불.

균형을 가져와 가족 내에 위기를 촉진시키며 질병이 오,

래 끌고 합병증이 생길 때 질병전과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일반적인 질,

병은 가족체제에 혼란을 가져오며 체제 내에서 보상적,

인 적응을 요구한다.

과 은 사회지지체제 중 특히 가족Dean Lin (1975)

의 기능적 특성을 상호 책임감 돌봄 관심에 대하여 강, ,

조하고 일보다는 유일한 개인으로서 인간을 강조하며, ,

대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친밀 가까운 관리 및 유대, , ,

지지 안정 안정 반응 등의 제공이라고 하였다, , .

은 가족을 하나의 지지체계로 보았으며Caplan(1976) ,

과 는 가족구성원의 심리Friedman(1986) Swee(1983)

적 요구 충족과 인성 유지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가족,

의 근본 기능이라고 하였고 정서적 기능을 중요한 기능,

으로 보았으며 사회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 구성원들이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고 하였다박원숙 가족은 안정 동정 지( , 1996). , ,

지의 근원이 되며 사회적 규범으로 인(Hampe, 1975)

정된 사랑과 지지를 교환하는 것이다(Hymovich &

건강과학분야에서는 가족을 건강이 형Debra, 1975).

성되고 유통되며 건강관리가 조직되고 건강이 수행되는,

개별적이고 일차적인 간호체계라고 정의하였고김수지와(

김정인 은 건강한 삶을 위한, 1981), McEwan(1974)

가장 중요한 일차적 집단이라 하였다.

그리고 가족내의 요소들과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의하

여 결정지어지는 가족역동은 그 가족이 인정되어 있는

건강한 가족인가 아닌가를 결정짓게되며 가족이 인간의

기본적인 안정과 보호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의 제일의

중요한 공급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족의 항상성이 가

족구성원의 건강에 필수조건임을 알 수 있다 건강하고.

안정된 가족은 여러 가지 적응기재와 능력을 제공해 줌

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어떤 스트레스와 생활변화에 완충

작용을 한다 가족역동은 질병의 치료와 그 과정에 영향.

을 크게 미치며 또한 질병의 회복기에 정상기능 및 활,

동에로의 적응과 재활 및 사회복귀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역동에 따라서 회복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다홍강의( , 1986).

는 입원이라는 상황에서 가족의 지지는Sidney(1976)

환자로 하여금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대처하도록 촉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등 은, Marguerite (1981)

가족은 건강요원보다 더욱 편안하고 용이하게 환자의 불

안을 해소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정서적 감각이탈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막대한 잠재력과 오랫동안의 친숙함

과 이해력을 발달시켜온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환자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하여 환자에게 있어서의 가족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은 대상자가 병에 걸린 것을Peason and Fox(1952)

받아들이고 의료제공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의

사의 일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이는 가족이라면서 가

족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Sharon and Robert,

역시 환자로 하여금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1976),

록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며 따라서 가족은 환자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도 가족이 환자의 회복Gardner and Nancy(1978)

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가족은 환

자의 적절한 적응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는 가족이 환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투입West(1975)

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Bandry and

는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는데 가족이 도Wiener(1968)

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Bandry and Wiener,

1968).

는 가족의 친밀성이 없으면 불안 우울이Moos(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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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만족감을,

높여주고 불안 등 방어적 태도를 감소시키고 정서장애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김 은 가족간의 결합력이 낮고 표현력이 강조되(1984)

지 않으면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더욱 많,

이 호소하고 는 스트레스 생활 사건 연, Andrew(1978)

구에서 대응형태와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장애에 영향을

주며 친척 친구 이웃들로부터 위기 동안에 받는 지지는, ,

정신장애를 적게 가져온다고 하였다.

장 이 이 윤 및 김 의 암환자 가족원의 건강, , , (2000)

증진 행위와 자기효능감 및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대상

자가 대부분이 여성이고 기혼이므로 다양한 역할을 담당

하면서 동시에 환자를 돌봄으로 인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도 정성을 다해 돌보지 못하는 이중

적인 부담감이 더욱 스트레스를 가중시키지 않는가 생각

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간병형태를 볼 때 가.

족중 환자가 있을 때 대부분 여성이 전적으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게 되는데 이러한 여성들이 자기 건강을 스

스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타

까운 실정이다 장 의 연구에서 환자의 관계에 따. (2000)

라서 역할 스트레스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송 의, (1998)

연구에서는 가족의 도움 환자와의 관계 간병시간과 관, ,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은 만성질환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부Brown(1992)

담감으로 스트레스와 관계된 질환을 앓는다거나 기존의

신체적 질환이 악화되기도 하고 약물남용의 문제가 증가

되며 역할혼돈과 역할과중으로 상실이나 슬픔 분노와, ,

좌절 죄책감 및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나타내며 사, ,

회적 고립감이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

끼고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지지 정도와 불안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

관성을 나타내어 가족지지정도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낮았다김 원 이 이( , 1984; , 1986; , 1990; ; 1991).

가족지지에 영향을 준 변수박원숙 는 연령( , 1996) ,

종교이었으며 세 군이 세이상 군에 비해 가족지65-74 75

지 정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력도 없고 가족관계와 사회

관계가 축소되고 고립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보았다 연.

령이 낮을수록 종교를 갖고 있는 군이 연령이 높고 무,

교인 군보다 적은 보살핌에도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고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문헌 고찰 결과 가족지지는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체제가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해주는

사랑과 지지의 중요기능을 하며 환(Hamburg, 1967),

자로 하여금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에너지

를 투입함으로써 환자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손인순 이처럼 가족지( , 1987).

지는 위기에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일생을 통해 사회적

지지체제로서의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Hamburg,

인간이 일생을 통해 심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부1967)

모가 받는 정서적 건강상태와 신체적 건강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의 설계는 심질환아를 돌보는 부모의 정서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및 가족지지 정도를 파악하,

고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2.

연구 대상자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2000 11 6 12 21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에 위치한 대학 부속병원 심장센터G

와 병원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심질환아의 부모를 대상S

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심질환으로 입원한 아동을 돌보는 부모로서

세 이상 세 이하로 신체적 질환의 자각증세나 진단22 47

을 받지 않았던 자이며 질문지 내용을 이해하거나 읽는,

데 어려움이 없는 자로 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총 명, 112

이었다.

무응답으로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명을 제외하고7

분석에 이용된 최종대상자는 명이었다105 .

연구도구3.

정서적 건강상태 측정도구1)

불안측정 도구(1)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정

서반응을 말하며 심질환아 부모의 불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의 상태불안 척도 문항 점 척도Spielberger 20 4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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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이었다.9224 .

스트레스 측정도구(2)

심질환아 부모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양

등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1998) , 20

개 문항 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4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이었다Chronbach's = .9115 .α

신체적 건강상태 측정도구2)

심질환아 부모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코넬 건

강사정 질문지 를 고와CMI(Cornell Medical Index)

박 등이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1980)

용하였으며 개 문항 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31 4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는 이었다Chronbach's = .8893 .α

가족지지 측정도구3)

심질환아 부모의 가족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의 를 수정Moss FES(Family Environment Scale)

보완하여 측정하였으며 개 문항 점 척도로 점수가, 26 4

높을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이었다Chronbach's = .9300 .α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4.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조2000 11 6 2000 12 21

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연구대상자 자신에게 직접 작성

하도록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작성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간호사가 질문지를 읽어주어 응답하는 대로

작성하여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방법5.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분석window SPSS-PC

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백분율과 평균을 산출하,

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건강상태 신, ,

체적 건강상태 및 가족지지 정도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로 분석하였다 정서적 건강상태와 신t-test, ANOVA .

체적 건강상태 및 가족지지 정도의 관계는 Pearson

으로 검정하였다Correlation .

Ⅳ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1.

심질환아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과 같다 여자< 1> .

명 남자 명 이며 대가 명95 (90.5%), 10 (9.5%) , 30 61

대가 명 대가 명(58.1%), 20 37 (35.2%), 40 7 (6.7%)

으로 평균 세이었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명31.6 . 67

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특 성
총대상자

실수 ％

나 이

세22 29～

세30 39～

세40 49～

37 (35.2 )％

61 (58.1 )％

7 (6.7 )％

성 별
남 자

여 자

10 (9.5 )％

95 (90.5 )％

교육정도

초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3 (2.9 )％

7 (6.7 )％

67 (63.8 )％

28 (26.7 )％

종 교

기독교

천주교

불 교

기 타

35 (33.3 )％

12 (11.4 )％

21 (20.0 )％

37 (35.2 )％

결혼상태

기 혼

미 혼

이 혼 및 사 별

99 (94.3 )％

4 (3.8 )％

2 (1.9 )％

자녀수

명1

명2

명이상3

42 (40.0 )％

53 (50.5 )％

10 (9.5 )％

환아 성별
남 자

여 자

63 (60.0 )％

42 (40.0 )％

환아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이상

55 (52.4 )％

42 (40.0 )％

8 (7.6 )％

가족수

명이하3

명4 5～

명이상6

37 (35.2 )％

59 (56.2 )％

9 (8.6 )％

동거형태

시부모님 부부 자녀

친부모님 부부 자녀

부부 자녀

자녀

9 (8.6 )％

6 (5.7 )％

84 (80.0 )％

6 (5.7 )％

직 업
유

무

34 (32.4 )％

71 (67.6 )％

월수입

상

중

하

5 (4.8 )％

70 (66.7 )％

30 (28.6 )％

가족 중

환자유무

유

무

23 (21.9 )％

82 (78.1 )％

유전질환
유

무

13 (12.4 )％

92 (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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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이상 명 중졸이 명(63.8%), 28 (26.7%), 7

초졸 이하가 명 이었다(6.7%), 3 (2.9%) .

종교는 기타 명 기독교 명37 (35.2%), 35 (33.3%),

불교 명 천주교 명 이었다 결혼21 (20.0%), 12 (11.4%) .

상태는 기혼이 명 미혼 명 이혼99 ((94.3%), 4 (3.8%),

및 사별 명 이었다 자녀수는 명이 명2 (1.9%) . 2 53

으로 가장 많았으며 명이 명 명(50.5%) 1 42 (40.0%), 3

이상이 명 이었다 심질환아의 성별은 남자10 (9.5%) . 63

명 여자 명 으로 남자 환아가 더 많(60.0%), 42 (40.0%)

았으며 환아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명 둘째, 55 (52.4%),

가 명 셋째 이상이 명 순이었다42 (40.0%), 8 (7.6%) .

가족수는 명이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4 5 59 (56.2%) , 3～

표 정서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및 가족지지< 2> ,

특

성
구 분 실수 ( )％

불 안 스트레스 신체적건강상태 가족지지

평균

표준편차( )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

t or F

(p)

연

령

세20 29～

세30 39～

세40 49～

37(35.2 )％

61(58.1 )％

7( 6.7 )％

51.74(12.54)

46.95(11.19)

36.67( 5.51)

3.380

(.0384*)

37.75(10.86)

37.23(10.31)

31.17(10.94)

1.012

(.3678)

74.81(7.39)

75.49(9.13)

80.17(3.87)

1.077

(.3449)

58.37(15.26)

61.21(14.85)

64.33(12.68)

.602

(.5496)

성

별

남

여

10( 9.5 )％

95(90.5 )％

41.38(10.93)

49.00(11.84)

-1.750

(.626)

34.78( 8.14)

37.26( 1.79)

-.670

(.324)

82.00(6.00)

74.85(8.23)

2.530

(.153)

56.25(15.00)

60.81(14.84)

-.830

(.769)

교

육

정

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3( 2.9 )％

7( 6.7 )％

67(63.8 )％

28(26.7 )％

53.67( 7.77)

50.57(14.57)

48.03(12.48)

47.83(10.22)

.303

(.8231)

39.67(17.03)

43.40(12.26)

37.14(10.26)

35.19(10.21)

.934

(.4279)

78.00(5.57)

74.20(12.87)

75.44(8.35)

75.72(7.80)

.135

(.9391)

57.00(5.66)

68.57(18.62)

60.85(15.22)

57.36(12.77)

1.118

(.3461)

종

교

기독교

천주교

불 교

기 타

35(33.3 )％

12(11.4 )％

21(20.0 )％

37(35.2 )％

45.77(12.53)

48.83(13.31)

48.89(11.46)

50.34(11.09)

.798

(.4983)

35.18(10.19)

41.33(12.48)

37.78(10.46)

36.56(10.13)

1.005

(.3945)

76.13(8.57)

75.00(5.64)

74.65(8.57)

75.70(8.95)

.145

(.9329)

59.61(15.00)

59.00(13.61)

61.42(14.34)

61.06(15.82)

.115

(.9532)

결혼

상태

기 혼

미 혼

이혼 사별,

99(94.3 )％

4( 3.8 )％

2( 1.9 )％

48.48(11.91)

52.33(10.60)

36.50(12.02)

1.169

(.3154)

36.91(10.51)

35.00(10.15)

44.00(16.97)

.492

(.6134)

75.66(8.53)

73.75(3.86)

73.00(.00)

.193

(.8247)

60.84(14.32)

57.00(31.19)

47.00(8.49)

.934

(.3968)

자

녀

수

명1

명2

명이상3

42(40.0 )％

53(50.5 )％

10( 9.5 )％

52.15(11.34)

44.13(11.11)

56.57(11.98)

7.500

(.0010*)

36.61(10.12)

36.86(11.13)

38.13(10.47)

.066

(.9363)

75.13(8.96)

76.38(7.31)

74.14(9.76)

.306

(.7369)

60.55(15.53)

58.51(12.89)

69.00(21.77)

1.581

(.2114)

가

족

수

명이하3

명4 5～

명이상6

37(35.2 )％

59(56.2 )％

9( 8.6 )％

51.94(12.34)

45.94(11.43)

48.00(10.16)

2.741

(.0698)

36.22( 9.82)

37.40(11.27)

37.75( 9.62)

.141

(.8685)

75.46(8.92)

75.92(7.70)

72.86(10.19)

.420

(.6587)

57.65(13.97)

60.60(14.52)

69.89(17.37)

2.512

(.0866)

동

거

형

태

시부모 부부 자녀

친부모 부부 자녀

부부 자녀

자녀

9( 8.6 )％

6( 5.7 )％

84(80.0 )％

6( 5.7 )％

49.67( 6.27)

46.00(15.22)

49.03(12.39)

40.00( 6.90)

1.172

(.3249)

46.57(12.26)

34.80(10.57)

36.31(10.00)

36.00(13.49)

2.198

(.0941)

74.63(6.95)

78.25(7.76)

75.25(8.55)

78.50(7.74)

.453

(.7155)

69.89(17.59)

60.40(18.85)

59.66(14.38)

56.00(10.12)

1.491

(.2222)

월

수

입

상

중

하

5( 4.8 )％

70(66.7 )％

30(28.6 )％

46.75(11.03)

49.23(12.14)

46.72(11.71)

.468

(.6279)

33.40( 7.27)

36.64(10.61)

39.00(11.03)

.702

(.4986)

71.00(5.94)

76.19(8.10)

74.68(8.96)

.943

(.3934)

56.80(13.44)

60.25(15.92)

61.52(12.55)

.224

(.8000)

직

업

유

무

34(32.4 )％

71(67.6 )％

47.00(12.74)

49.02(11.51)

- .770

(.443)

38.17(11.28)

36.46(10.23)

.720

(.474)

76.24(8.22)

75.21(8.37)

.550

(.580)

59.72(15.90)

60.73(14.45)

-.300

(.762)

타환자
유

무

23(21.9 )％

82(78.1 )％

47.68(11.72)

48.56(12.03)

- .300

(.765)

39.76(10.93)

36.17(10.36)

1.370

(.174)

71.84(8.11)

76.45(8.14)

-2.210

(.030*)

62.68(16.68)

59.76(14.28)

.810

(.419)

환아

성별

남

여

63(60.0 )％

42(40.0 )％

46.96(11.39)

50.49(12.51)

-1.410

(.162)

36.79(10.18)

37.39(11.29)

-.260

(.795)

76.05(8.07)

74.70(8.67)

.770

(.442)

60.34(14.82)

60.57(15.05)

-.070

(.942)

출생

순위

첫째

둘째

셋째이상

55(52.4 )％

42(40.0 )％

8( 7.6 )％

51.04(12.17)

44.16(10.30)

51.40(13.50)

4.026

(.0211*)

37.48(10.61)

36.47(11.03)

36.50(8.99)

.099

(.9056)

75.12(8.26)

75.73(8.24)

77.43(9.78)

.253

(.770)

60.16(15.25)

59.69(13.40)

66.43(19.93)

.625

(.5377)

유전

질환

유

무

13(12.4 )％

92(87.6 )％

51.91(14.00)

47.88(11.61)

1.060

(.294)

40.62(10.24)

36.40(10.54)

1.340

(.184)

73.73(7.10)

75.76(8.45)

-.760

(.447)

67.67(13.42)

59.39(14.80)

1.830

(.070)

*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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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하 명 명 이상이 명 이었다37 (35.2%), 6 9 (8.6%) .

동거형태는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가 명84

시부모님 부부 및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 명(80.0%), , 9

친부모님 부부 및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와 자(8.6%), ,

녀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각각 명 이었다 직업6 (5.7%), .

이 있는 경우가 명 이고 없는 경우가 명34 (32.4%) 71

이며 월수입은 중이 명 하가 명(67.6%) 70 (66.7%), 30

상이 명 이었다 가족 중 다른 환자(28.6%), 5 (4.8%) .

가 없는 경우가 명 있는 경우가 명82 (78.1%), 23

이었으며 유전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21.9%) 92

명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명 순이(87.6%), 13 (12.4%)

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신체적 건강상태 및2. ,

가족지지

연구대상자의 정서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및,

가족지지는 표 와 같다< 2> .

정서적 건강상태 중 불안은 연령 자녀수 환아의 출, ,

생순위에 따라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

연구대상자 성별 교육정도 종교 결혼상태 가족수 동, , , , ,

거형태 월수입 직업 가족 중 타환자 존재 유전질환, , , , ,

환아의 성별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으로서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간호 중재를 요하는 중

요한 현상 중의 하나이고 간호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영역중의 하나이다김조자( , 1982).

스트레스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 종교 결혼상태 자, , , , ,

녀수 가족수 동거형태 월수입 직업 유전질환 가족, , , , , ,

중 타환자 존재 환아의 성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신체적 건강상태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 종교 결혼, , , ,

상태 자녀수 가족수 동거형태 월수입 직업 유전질, , , , , ,

환 환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족 중,

타환자 존재여부에 따라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P<.05

있었다.

가족지지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 종교 결혼상태 자, , , , ,

녀수 가족수 동거형태 월수입 직업 유전질환 가족, , , , , ,

중 타환자 존재 환아의 성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정서적 신체적 건강상태 및 가족지지와의 상관관계3. ,

심질환아 부모의 가족지지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수준에서 유의한 순상관 관계가 있으며 스트레p<.001 ,

스와 수준에서 유의한 역상관 관계가 있었다p<.001 .

불안과 스트레스와는 수준에서 순상관 관계가p<.001

있었으며 불안과 가족지지는 수준에서 유의한 역, p<.05

상관 관계가 있었다.

정서적 건강상태 중 불안과 신체적 건강상태와 p<.01

수준에서 역상관 관계가 있었고 스트레스와 신체적 건,

강상태는 수준에서 역상관 관계가 있었다p<.001 .

표 정서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및 가족지< 3> ,

지와의 상관관계

구 분 불 안 스트레스
신체적

건강상태
가족지지

불 안
1.0000

P=.

.4267

P=.000

-.3333

P=.002

-.2241

P=.033

스트레스
1.0000

P=.

-.4496

P=.000

-.3760

P=.000

신체적 건강상태
1.0000

P=.

.4862

P=.000

가족지지
1.0000

P=.

Ⅴ 논 의.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 등 의 연, (1998)

구와 양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척추손상 및 치(1992) ,

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Casertaetal, 1987;

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척추손상 및 치매Killen, 1990) .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판단력이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이 이혼 및 사별에서 가족수, , ,

가 많을수록 월수입이 낮을수록 직업이 있을 때 가족, , ,

중에 환자가 있을 때 유전 질환이 있을 때 환아의 출생, ,

순위가 첫째일 때 시부모와 함께 기거할 때 천주교인이, ,

가장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자녀가 셋 이상일 때가.

하나나 둘일 때 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았으며 이것

은 자녀가 셋 이상으로 많을 때 부모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자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둘일 경우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은 자

녀에 대한 특별한 염려와 애정이 원인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문과 구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1995) .

양 은 경제상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큰(1992)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7 3

- 275 -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양 등은 경제상태에 따른, (1998)

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 일

치하였다 따라서 가족자원 측면에서 가족간의 사랑과.

협동 등이 적응을 촉진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불안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높았으며(p<.001),

불안과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상태와 역상관 관계를 보

임을 알 수 있었다 각 질병단계 내에서 일괄적으로 가족.

원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원의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 불안과 스트레스가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양 양 양 등( , 1992; , 1998; , 1998;

황, 1990; Baillie, Norbech, & Barnes, 1988;

을 다시 한 번 지지해 주었다Neundorfer, 1991) .

선천성 심장질환아 가족의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송(

영 에서 가족기능과 가족강도 간의 순상관관계를, 1999)

보였으며 선천성 심질환아 가족의 가족기능에 대한 만,

족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지지와 정서적 건강상태는 역상관 관계가 있어 가

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불안과 스트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족지지와 불안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 관

계가 있다고 보고한 이 원 의 결과와 일(1991), (1986)

치한다.

가족지지와 신체적 건상상태는 순상관 관계를 나타냈

으며 이것은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

가 좋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심질환아를

돌보는 사람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았으며 고졸이

상이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최 와 서95 . (1998) ,

권 조 및 최 의 입원 환아 부모의 간호요구에 대, (1999)

한 연구와 일치하였다.

종교는 기타가 가장 많아 불교가 가장 많은 서 등

과 기독교가 가장 많은 최 의 결과와 차이(1999) (1998)

가 있었다.

출생순위는 서 등 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환아(1999)

의 성별은 남아가 더 많았다 자녀수는 명이 가족수는. 2

명이 가장 많고 부부와 자녀만이 함께 기거하는 형태4-5

가 가장 많아 자녀를 명 둔 핵가족화의 단면을 보여주2

었다 또한 어머니가 아동을 돌보고 있으므로 직업이 없.

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월수입은 중이 가장 많아 일반,

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수입정도는 중 하 이었다 가족, .

중에 또 다른 환자가 있는 경우는 명으로 주로 시부23

모 친부모 배우자 또 다른 자녀 순이었다, , , .

심질환아 부모의 불안정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부모의 나이가 젊을수록 불안 점수가 높아,

아동 양육경험이 적은 젊은 부모일수록 불안정도가 높음

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학령기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

안정도를 연구를 문과 박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996) .

자녀수에 따라 불안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자

녀가 명 이상일 때 가장 불안 점수가 높았으며 자녀가3 ,

명일 때 자녀가 명일 때 순으로 불안점수가 높았다1 2 .

환아의 출생순위에 따라 불안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는데 첫째와 셋째 이상인 군에서 둘째 군보다 불안정,

도가 높았는데 이것은 문과 박 의 결과와 동일하, (1996)

였다.

교육정도에 따른 불안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불안의 평균점수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과 박 의 결과와. (1996)

차이가 있으며 조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종, (1976) .

교에 따른 불안정도는 문과 박 의 결과와 차이가(1996)

있었으나 문과 박은 종교의 유무에 따라 분석을 하였으

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은 인생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회적Cobb(1976)

지지의 대부분은 가족 구성원으로 획득된다고 하였으며,

심장질환일 경우 장기간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심

질환아를 돌보는 부모에 대한 가족지지는 부모의 정서적

건강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심장질환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큰 영향을 주

는 충격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족 중에서도 심질환

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상당히 심

각하며 이를 말미암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각한 질병은 가족체계에 불균형을 가져와 가족 내에

위기를 촉진시키지만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극복하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적, ,

극 지지해 줌으로써 위기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

와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가운데 심질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정서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및 가족지,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보다 질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정서적 건강상태를 증진

시키고 신체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간호중재가 요

구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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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심질환아 부모의 정서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및 가족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

안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더 요구되는 바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심질환아 부모의 정서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및 가족지지를 파악하고 정서적 건강상태 신,

체적 건강상태 및 가족지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심질

환아 부모에 대한 간호중재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 불안측정 도구를 사용하였고 양 등Spielberger ,

의 스트레스 측정도구와 고와 박 의 건강상(1998) (1980)

태 측정도구 의 를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였다, Moos FES .

연구결과 심질환아를 돌보는 부모는 어머니가 90.5%

이었으며 나이는 평균 세 고졸 이상이 로 대31.6 , 90%

다수 였으며 기혼이 직업이 없는 경우가, 94.3%,

이었다67.6% .

심질환아 부모의 불안과 연령 자녀수 및 환아의 출생,

순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신체적 건강상태와 가,

족 중 다른 환자존재 여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불안과 스트레스 신체적 건강상태와 가족지지는 순상,

관 관계가 있었고 불안과 신체적 건강상태 스트레스와, ,

신체적 건강상태 불안과 가족지지 스트레스 정도와 가, ,

족지지는 역상관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불안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심질환아 부모의 생생한 경험을 알아보고자 질적 간

호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언한다.

심질환아 부모의 정서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및 가족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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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Key concept : Anxiety, Stress, Physical status,

Family support

A Study on Emotional Status,

Physical Status, and Family

Support of Parents with Cardiac

Disease Children

Kim, Kwuy-Bun*Lee, Eun-Ja**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caring of parents by

understanding emotional status, physical status,

and family support of parents with cardiac

disease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sisted of

105 parents of cardiac disease children admitted

at 'G' hospital in Inchon, and 'S' hospital in

Puch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6 to December 21, 2000. Four instruments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 Spielberger's STIS,

Cornell Medical Index(CMI), Yang's stress scale,

and Moos's Family Environment Scale Form R,

the latter 3 are modified by researcher.

The collected data were tested using

frequencies, percentiles, mean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PSSWIN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gree of anxiety on age, number of

children, and children's order of birth.

2.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egree of physical status on presence of

the other patient in family.

3. Ther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gree of stress and family

support on demographic factors.

4.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hysical status and family support, and

between anxiety and stress, bu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family support and

stress, between anxiety and family support,

between anxiety and physical status, and

between stress and physic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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