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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가치관은 가족 구조의 소산이며 개인의 행동 방향을

정하고 행동을 규정하며 세대를 이어가면서 전수된다.

가치관은 사회의 윤리관 가치관의 영향을 기초로 하고,

있고 사회는 가족들의 가치관을 기초로 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어서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 관계에 있으며

각 가족들은 각각의 독특한 가족 규칙과 기능 역할 등,

에 반영되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유영주 김경. ( ,

신 김순옥, , 1996)

한국 가족의 전통적 가치관은 민족 고유의 무속 신앙

과 함께 고려 시대의 불교적 세계관과 조선 시대의 유교

적 윤리 철학이 그 기본 배경이었으며 구체적인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확립은 조선조의 유교적 정신 규범으로부

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김송애 서진순( , 1991; ,

한남제 한은주1993; , 1985; , 1993).

산업화된 사회에서 한국 가족 가치관은 전통적 권위주

의적인 가치관이 평등주의적 가치관으로 집합주의적 가,

치관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전통적 인간주의적 가치,

관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나 인간

관계의 규범으로는 여전히 가족주의 가치가 우리의 문화

적 특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신수진 옥선화. ( , 1998; ,

한남제1989; , 1985).

지난 년간 암치료의 비약적 발전을 통한 암환아의10

생존율 증가로 암은 치명적 질환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삶을 증진시키는 만성질환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암환아와 가족에게는 질병 과정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동

을 돌보는 책임에 따른 어려움이 증가되며 대부분의 가

족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족 기능이나 가족 적응에 변

화가 초래된다김수지 양순옥 서( , , Martinson, 1993;

종숙 오원옥 유철주 전영, 1993; , 1998; , 1999;

신,1999; McCubbin, Thompson, Thompson and

McCubbin, 1993).

은 가족 스트레스McCubbin et al.(1993, 1996) ,

조정 적응의 복원모델에서 가족이 위기 상황에 적응하,

는데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와Chia Rosina(1989), Ching, June,

McDermott, et al.(1995), Rodriguez et al.(1999)

는 가족 가치관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 환경적 종교, ,

적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동, ,

원 옥선화 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1987), (1989) , , ,

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가족 가치관을.

연구한 문헌을 분석하였으나 노인부양과 관련된 연구가

몇 편 보고 되었을 뿐이며 암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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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암환아 가족의 가족 가치관

을 분석하여 암환아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 중재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2.

본 연구는 위기상황을 맞는 암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암환아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반적인 가족 가치관과 환,

아 상황 가족 가치관을 알아보고 부부간의 차이를 알아,

보며 또한 일반적인 특성들과 가족 가치관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가족 가치관과 밀접한 변수들을 파악하므로써

암환아 가족의 긍정적인 적응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용어정의3.

일반적 가족 가치관1)

이론적 정의①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

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세계관이나 태도의 방향을 결

정짓게 하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체계를 말한다.

(McCubbin et al. 1993).

조작적 정의②

이동원 의 가족 가치관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1987) ,

하여 만든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

록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졌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

수록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2)

이론적 정의①

자녀가 암진단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가족이 의미를

형성하는 일관성과 세계관으로서 가족이 갖는 일련의 신

념이나 가치체계를 말한다(McCubbin et al. 1993).

조작적 정의②

본 연구자가 암환아 가족을 심층 면담한 진술문에서

가족에 관계되는 진술문을 추출하여 개발한 도구로 측정

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환아 중심으.

로 가족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Ⅱ 문헌 고찰.

한국의 가족관계의 전통적 가치관 확립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친 교재로서 동몽선습 계몽편 격몽요결 소학명륜, , ,

제이 예기 소학 등의 내용을 분석한 이천세 는, , (1977)

한국의 가족관계를 부자관계 군신관계 부부관계 장유관, , ,

계 우인관계 고부관계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천세, , .

는 가족이 서로 공통적인 가치 의식으로 일정한(1997)

질서를 유지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가치관이 가족 기능의 장애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원석조 는 서울시 청주시 안성읍 청주와 안성(1984) , , ,

인근 농촌 가구를 대상으로 결혼관 가족형태관 가족크, ,

기관 부부관계관 주부관 자녀 교육관 노인부양관 재, , , , ,

산상속관을 연구했는데 이 중 부부관계관 노인부양관은,

상대적으로 전통적 가치의식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연령이였으며 학력,

과 주거지역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월소득과 직업,

은 의의가 크지 않다고 하였다.

한국 가족의 전통적 가치관을 연구하기 위하여 최재석

이 천자문 효경 명심보감 동몽선습 예(1978, 1983) , , , ,

기 소학 논어 등의 문헌에 나오는 내용을 분석하여 정, ,

리한 전통적 가족 가치관을 이동원 은 의식 친(1987) ,家

자관계 부부관계 등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세 영역의, .

개의 항목들이 개의 인자로 분류되었는데 인자 의31 4 Ⅰ

의식 인자 는 친자 관계 영역 인자 은 부부관계, ,家 Ⅱ Ⅲ

에 대한 항목 인자 는 부부의 역할 분담에 해당된다, Ⅳ

고 하였다 이동원 은 연구에서 회귀분석의 결과. (1987)

가족가치관과 관계가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성별이라

고 하였으며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영역은 부부

의 역할분담 영역이라고 하였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가.

족 가치관이 근대적이고 결혼년수가 길수록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갖는다고 하였다.

옥선화 는 우리의 사회규범관에서는 가족주의적(1989)

규범인 특수규범관 즉 가정에서 지켜야 할 효도 우애, ,

자애 제사 등이 강조되고 있어 가정에서의 사회화 과정,

에 있어서 도덕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

족주의 가치에서는 부모공경 의식이 전체 가족주의 가치

를 설명하고 있으며 부계가문의 영속화 형제자72.6% , ,

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가족우선성으로 분,

류하였으며 또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가족형태, , , ,

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성인남녀 명을 대상986

으로 연구한 신수진 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가족(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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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념은 유교사상을 반영하고 있으나 현대 한국인들

은 유교 사상에 대한 인식과 가족주의적 가치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며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을 가족생활을,

위한 규범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개인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가족주의 이념의 인식정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혼자의, , ,

경우에 더 크다고 하였다 가족 우선성 영역에서는 연령.

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으나 부계혈연의 배타적 영역,

가통의 계승과 발전영역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 점

수가 낮다는 사실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가족주의 가치‘

이념의 존속 정도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였다.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를 보고한

김송애 와 한은주 는 연령 종교 교육 수(1990) (1993) , ,

준 직업 유무 동거 여부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 ,

고 하였다.

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 가치와 가족 지Akiko(1997)

지체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유용한 문화적 도구로 전통‘ ’

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의도적으로 유지되고 강

화되기 때문에 쉽게 변화될 수 없다고 하였고 그래서,

노인에 대한 돌봄의 의무를 갖는 가족 가치에 따르는 것

이 노인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노인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대상Altzheimer

으로 근거이론 방법으로 연구한 는 가족 구Keith(1995)

성과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가 세 가지 유형의 간호

체계 즉 인 전담 동료의식 명의 자녀가 공평하게 분1 , (2

담 팀다양한 역할을 분담을 구별 짓는다고도 하였다), ( ) .

Ⅲ 연구 방법.

연구 설계1.

본 연구는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일반적 가족 가치관,

도구와 연구자가 개발한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도구를

암환아 가족에게 적용하여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분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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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암 환아 아버지 어머니 명을 대18 , 309

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

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였다.

연구 도구3.

연구 도구로는 자가 보고식으로 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암 환아 가족의 가족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가족 가치관 측정도구1)

이동원 의 가족 가치관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1987)

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박인숙18 ( ,

전혀 그렇지 않다 점에서 매우 그렇다 점 척2000). 1 5

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졌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

이었다0.78 .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측정도구2)

본 연구자가 암환아 가족을 심층 면담하여 개발한 것

으로박인숙 가족의 신념이나 가치체계를 반영( , 2000)

하는 것이며 문항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 점에서 매, 12 , 1

우 그렇다 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5 .

이 환아 중심으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이었다Cronbach alpha = 0.73 .

자료 분석 방법4.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SAS 6.12

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들은 백분율 빈도 평균과 표1) , ,

준편차를 구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간의 관계는2)

값 사후 검정을 실시ANOVA, t-test, F , Duncan

하였다.

Ⅳ 연구 결과.

응답가족의 일반적 특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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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아 아버지 어머니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 309

과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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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는 명 이었다18 (5.8%), 3 (1.0%) .

처음 진단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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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환아와 환아 가족의 일반적 특성< 1>

특성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

범위 평균

표준편차( )

환아의 연령
세이하3

4- 6

7- 9

10-12

13-15

16-18

39

73

66

66

38

27

12.6

23.6

21.4

21.4

12.3

8.7

개월7

세18～

년8.74

(4.37)

환아의 성별 남

여

193

116

62.5

37.5

환아의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63

125

18

3

52.8

40.5

5.8

1.0

처음 진단 받은 후

현재까지의 기간

개월( )

개월이하6

7 12～

13 18～

19 24～

25 36～

36 48～

49 60～

개월 이상61

32

35

46

40

46

44

30

36

10.4

11.3

14.9

12.9

14.9

14.2

9.7

11.7

1 164～

32.76

(27.19)

진단명 백혈병

악성림프종

신경모세포종

뇌종양

골육종

악성조직구증식증

신종양

연부육종

악성간종양

기타

221

22

18

14

8

7

4

4

2

9

71.5

7.1

5.8

4.5

2.6

2.3

1.3

1.3

0.6

2.9

입원경험횟수( ) 없음

1 2～

3 4～

5 9～

이상10

12

25

29

60

183

3.9

8.1

9.4

19.4

59.2

재발경험 없음

있음

264

45

85.4

14.6

치료 끝난 후

경과기간

치료중

년미만1

년1 3～

년이상4

200

43

44

22

64.7

13.9

14.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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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였다 진단명에서는 백혈병이 명(10.4%) . 221

으로 가장 많았으며 악성림프종은 명(71.5%) 22

신경모세포종 명 뇌종양 명(7.1%), 18 (5.8%), 14

의 순위였다 우리나라의 암환아 발생에서 백혈병(4.55) .

이 로 위인 것보다 두배에 가까운 로 나34.0% 1 71.5%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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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환아와 환아 가족의 일반적 특성 계속< 1> ( )

특성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

범위 평균

표준편차( )

가족의 구성형태 핵가족

대가족

273

36

88.3

11.7

가족구성원의 수명( )
3

4

5

6

7

10

34

201

49

20

4

1

11.0

65.0

15.9

6.5

1.3

0.3

총자녀수명( ) 1

2

3

4

33

223

50

3

10.7

72.2

16.2

1.0

아버지의 연령 세미만30

세31 35～

세36 40～

세41 45～

세이상45

16

65

102

80

42

5.2

21.3

33.4

26.2

13.8

27 55～

39.39

(5.34)

어머니의 연령 세미만30

세31 35～

세36 40～

세41 45～

세이상45

46

94

96

58

15

14.9

30.4

31.1

18.8

4.9

25 51～

36.70

(5.19)

아버지의 교육정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4

142

140

7.8

46.4

45.8

어머니의 교육정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40

184

84

13.0

59.7

27.3

어머니의 직업여부 미취업

시간제 취업

전일제 취업

246

27

32

80.7

8.9

10.5

월수입정도 만원 이하100

만원101 200～

만원201 300～

만원 이상301

80

142

48

21

27.5

48.8

16.5

7.2

부모의 결혼기간년( ) 년미만5

년6-10

년11-15

년이상16

36

103

98

69

11.8

33.7

32.0

22.5

1 28～

11.65

(5.08)

가족의 종교 있음

없음

246

61

80.1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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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였으며 명인 가족이 가족 이었다4 201 (65.0%) .

총 자녀수에서는 명이 가족 으로 가장 많았2 223 (72.2%)

고 명이 가족 이였다3 50 (16.2%) .

아버지의 연령은 세 세 범위였으며 평균은27 - 55 39

세였고 세가 가장 많아 명 이였고36-40 102 (33.4%) 30

세 미만이 명 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세16 (5.2%) . 25 -

세 범위였고 평균은 세 였으며 세가 명5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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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하였다통계청(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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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부모의 결혼 기간은 년에서 년까지의 범위였고 평1 28

균 년이었으며 년이 가족11.6 6-10 103 (33.7%),

년 가족 이었다 종교가 있는 가족이11-15 98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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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다 표90 (29.3%) < 1>.

가족가치관 분석결과2.

일반적 가족가치관1)

아버지 명과 어머니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176 288

과 아버지의 경우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 ‘

다가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에는 부모와 자식은’ 4.01 ‘

한 몸과 같다가 점 가정 경제는 남편이 책임지는’ 3.91 , ‘

것이 당연하다가 점으로 다음순위였다 가장 점수’ 3.78 .

가 낮은 문항은 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가‘ ’

점이었다1.97 .

어머니에서는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가 점‘ ’ 3.77

으로 가장 높았으며 집안 화목을 위해서 부인은 참아야‘

할 때가 많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3.56), ‘

한다 의 순위였다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남자’(3.52) . ‘

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였으며 그 다음은’(1.44)

표 환아와 환아 가족의 일반적 특성 계속< 1> ( )

특성 구분 빈도명( ) 백분율(%)

거주지 위치 시

군

면

256

23

30

82.8

7.4

9.7

의료비 지불형태 일반

의료보험

의료보호

7

225

77

2.3

72.8

24.9

의료인에 대한 신뢰정도 매우 신뢰함

신뢰하는 편

신뢰안하는 편

전혀 신뢰안함

108

189

12

0

35.0

61.2

3.9

0.0

가족및 주위사람들로부터

지지받는 정도

매우 지지받음

지지받는 편

지지 못받는 편

전혀지지 못받음

95

179

20

13

30.9

58.3

6.5

4.2

자녀의 질병 증상의

심각정도

매우 심각함

심각한 편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않음

56

134

90

27

18.2

43.6

29.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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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만 둘일 경우 대를 잇기위해 자녀를 명까지 낳을 수‘ 3

있다 였다 표’ < 2>.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2)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서는 아버지의 평균점수는

에서 범위였으며 어머니에서는 평균점수4.85 3.34 4.97

에서 의 범위였다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문항은 아3.47 .

버지 어머니 모두 가족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아버지, ‘ ’(

어머니 였으며 다음은 어려운 일이 있을4.85, 4.97) '

때는 부부간에 서로 참고 이해를 해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4.82, 4.83), '

한다 아버지 어머니 였고 가장 평균점수가’( 4.80, 4.79)

낮은 문항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아이가 아프고 난 후, ‘

에 부부사이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였으며 다음은 아이를 돌보( 3.34, 3.47) ‘

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시간은 없어도 좋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는 집안 일을 나누어3.93, 3.93), ‘

서 할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의 순위였다’( 4.10, 4.35)

표< 3>.

부부간의 차이분석3)

부부가 모두 응답한 쌍을 대상으로 부부간의 유의127

표 일반적 가족 가치관 문항들의 평균치< 2>

문 항 구 분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
아버지 176 4.01 1.20

어머니 287 3.52 1.33

결혼 상대자는 자기자신보다 가족에게 어울릴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아버지 176 2.68 1.30

어머니 285 2.52 1.40

조상에 대한 제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버지 174 3.58 1.39

어머니 287 3.37 1.52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매사를 맞추어야 한다
아버지 176 2.81 1.31

어머니 282 2.46 1.20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
아버지 175 3.91 1.24

어머니 284 3.77 1.30

집안문제는 가장의 의견을 따라 결정한다
아버지 175 3.42 1.27

어머니 281 3.34 1.30

딸이 잘되는 것보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더 낫다
아버지 173 2.39 1.39

어머니 286 2.12 1.31

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버지 176 1.97 1.26

어머니 286 1.44 0.98

딸만 둘일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명까지는 낳을 수 있다3
아버지 176 2.40 1.42

어머니 287 1.98 1.34

자식 위해서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아버지 176 3.70 1.36

어머니 287 3.49 1.46

부모 역할이 부부관계보다 우선이다
아버지 173 3.24 1.23

어머니 285 3.18 1.40

가정경제는 남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아버지 176 3.78 1.26

어머니 287 3.26 1.38

집안 화목을 위해서 부인은 참아야할 때가 많다
아버지 176 3.46 1.22

어머니 288 3.56 1.24

여자의 행복은 남편을 출세시키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에 달려 있다
아버지 174 2.94 1.31

어머니 285 3.12 1.35

여자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 좋다
아버지 175 2.33 1.26

어머니 288 2.05 1.22

결혼할때 궁합을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175 2.17 1.35

어머니 288 2.20 1.32

남자는 가정보다 사회적 성공이 중요하다
아버지 176 2.58 1.39

어머니 288 2.57 1.30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을때 아들은 어머니편을 들어야 한다
아버지 176 2.59 1.27

어머니 288 2.1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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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인 항목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가족,

가치관에서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 조‘ ’ ‘

상에 대한 제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남자의 외도는 있을’ ‘

있는 일이다 딸만 둘일 경우 대를 잇기위해 자녀를 명’ ‘ 3

까지는 낳을 수 있다 가정 경제는 남편이 책임지는 것’, ‘

이 당연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을 때 아들’, ‘

은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한다는 문항들은 아버지들의 점’

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자는 가정보다는 사회적 성공이 중요하다 남편과 아‘ ’, ‘

내는 집안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어머니들의 점수’

가 높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아 상황 가족 가치.

관에서 아이가 아프고 난 후에 부부사이에 의사결정 과‘

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에서는 어머니의 점수가 높’

았으며 다른 문항들은 부부간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였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가치관 분석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가치관을 아버지 어머니들,

의 일반적 가족 가치관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아들의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환아의 연령은 아버

지들의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과(F=2.27, P=0.05)

어머니들의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F=2.17, P=0.05)

에서 출생순위는 어머니들의 일반적 가족 가치관,

에서 질병 경과 기간은 어머니들(F=3.24, P=0.02) ,

의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에서(F=4.24, P=0.0002)

그리고 치료 끝난 후 경과기간은 어머니들의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F=3.11, P=0.02)

타났다 가족들의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가족형태는.

아버지들의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F=6.01, P=0.01)

과 어머니들의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F=7.65,

에서 가족 구성원 수는 아버지들의 환아 상P=0.006) ,

황 가족 가치관 과 어머니들의 환아(F=2.89, P=0.01)

상황 가족 가치관 에서 총 자녀수(F=2.42, P=0.03) ,

는 아버지들의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F=2.83,

어머니 연령은 어머니들의 일반적 가족 가치P=0.04),

관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어머니들(F=3.14, P=0.01),

의 일반적 가족 가치관 에서 어머(F=2.90, P=0.05) ,

니의 교육정도는 아버지들의 일반적 가족 가치관

표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문항들의 평균치< 3>

문 항 구분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아이에 대한 치료결정은 부부가 상의해서 해야 된다
아버지 176 4.68 0.76

어머니 288 4.79 0.66

남편과 아내는 집안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
아버지 176 4.10 0.94

어머니 288 4.35 0.82

자식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버지 174 4.80 0.54

어머니 286 4.79 0.59

어려운 일이 있을때는 부부간에 서로 참고 이해를 해야 된다
아버지 176 4.82 0.52

어머니 288 4.83 0.54

자식에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해주고 싶다
아버지 176 4.65 0.74

어머니 288 4.73 0.68

아이 아프고 난 후에 부부 사이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아버지 175 3.34 1.26

어머니 288 3.47 1.33

힘든 일이 있을 때 일수록 부부는 대화를 더 많이 해야된다
아버지 176 4.76 0.63

어머니 288 4.78 0.60

아이가 아플때는 가족행사에 참석 못해도 아이가 우선이다
아버지 175 4.40 0.93

어머니 287 4.59 0.80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시간은 없어도 좋다
아버지 176 3.93 1.19

어머니 288 3.93 1.18

가족의 화목이 더 소중하다
아버지 176 4.70 0.70

어머니 288 4.74 0.62

가족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아버지 176 4.85 0.53

어머니 286 4.97 0.20

어려운일이 있으면 친척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
아버지 176 4.41 0.80

어머니 288 4.43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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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머니들의 일반적 가족 가치관(F=3.00, P=0.05)

에서 그리고 의료비 지불형태는(F=3.97, P=0.01) ,

아버지들의 일반적 가족 가치관 에(F=3.38, P=0.03)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외의 변수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후 검정 결과에서는 치료 끝난 후Duncan

경과기간과 가족구성원수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정도 의, , ,

료비 지불형태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환아의 연령에서는 아버지들은 환아 상황 가족 가,

치관에서 세 이하와 세 세 세 등과3 7-9 , 10-12 , 13-15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들도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

서 세 이하와 세 세 세에서 차이3 10-12 , 13-15 , 16-18

를 보였다 환아의 출생 순위와는 어머니들의 일반적 가.

족 가치관에서 첫째와 넷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질병경과 기간과는 어머니들의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

서 개월 집단은 년 년 년 년 이상의 집단들7-12 2 , 4 , 5 , 5

과 그리고 개월 집단은 년 년 이상 집단들과, 13-18 5 , 5 ,

년 집단은 년 년 년 이상 집단들과 차이가 있는3 4 , 5 , 5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에서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

모두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이 대가족과 핵가족에서 차

이를 보였으며 가족 구성원수에서는 아버지들만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서 명 명과 명 가족에게서 차6 , 7 10

이를 보였다 총 자녀수는 아버지들의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서 명과 명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3 4

타났고 어머니 연령은 어머니들의 일반적 가족 가치관,

이 세미만 집단 세 집단과 세 이상 집단에30 , 31-35 45

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 교육정도는 아버지들의 일반.

적 가족 가치관과 어머니들의 일반적 가족 가치관에서

모두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 집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표 부부간의 응답차이분석 부부< 4> (127 )

문 항 평균 값t_ 값p_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 0.50 3.85 0.00

결혼 상대자는 자기자신보다 가족에게 어울릴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0.09 -0.67 0.25

조상에 대한 제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0.37 2.94 0.00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매사를 맞추어야 한다 0.36 2.40 0.01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 0.11 0.83 0.20

집안문제는 가장의 의견을 따라 결정한다 0.24 1.72 0.04

딸이 잘되는 것보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더 낫다 0.07 0.50 0.31

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0.54 4.35 0.00

딸만 둘일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명까지는 낳을 수 있다3 0.47 3.15 0.00

자식 위해서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0.28 2.23 0.01

부모 역할이 부부관계보다 우선이다 0.09 0.78 0.22

가정경제는 남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0.39 3.09 0.00

집안 화목을 위해서 부인은 참아야할 때가 많다 -0.07 -0.55 0.29

여자의 행복은 남편을 출세시키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에 달려 있다 -0.13 -0.98 0.17

여자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 좋다 0.20 1.41 0.08

결혼할때 궁합을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0.02 -0.13 0.45

남자는 가정보다 사회적 성공이 중요하다 -0.28 -1.94 0.03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을때 아들은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한다 0.43 3.38 0.00

아이에 대한 치료결정은 부부가 상의해서 해야된다 -0.03 -0.36 0.36

남편과 아내는 집안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 -0.16 -1.70 0.05

자식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0.05 0.97 0.17

어려운 일이 있을때는 부부간에 서로 참고 이해를 해야 된다 0.09 1.51 0.07

자식에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해주고 싶다 -0.03 -0.42 0.34

아이가 아프고 난 후에 부부 사이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0.27 -2.43 0.01

힘든 일이 있을 때 일수록 부부는 대화를 더 많이 해야된다 0.06 0.93 0.18

아이가 아플때는 가족행사에 참석 못해도 아이가 우선이다 -0.10 -1.15 0.13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시간은 없어도좋다 -0.01 -0.07 0.47

가족의 화목이 더 소중하다 0.09 1.36 0.09

가족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0.04 -1.29 0.10

어려운일이 있으면 친척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 0.01 0.10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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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가족 가치관에 대한 논의1.

우리 나라 사회에서 인간 행동의 규범으로는 여전히

유교적 정신규범이 자리잡고 있으며 일상 생활의 모든

면을 통제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 생활.

에서의 모든 면을 통제하는 가족 가치관은 일반적으로

오랜 학습과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한은주 이러한 일반적 가족 가치관에 비해서( , 1993)

가족이 생활하는 동안에 위기 상황을 맞게 되면 가족은

위기 상황의 사건이나 스트레스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

고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게되며 가족 구성원들의

반응 사회적인 기대 등을 고려하여 가족의 가치관에 의,

해 방향이 결정된다 이 평가 단계는 서로 역동적 상호.

작용이 있으며 가족은 위기 상황에 적응하려는 역동적

본성이 있다.

암환아 가족은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부부가 함께 공

동의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 할 것인가와 함

께 한다는 일치감을 강조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의 가족

의 적응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행동 유형과 가족

의 효과적인 대처 방법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위기 상황에 따른 상황적 가족 가치관은 가족 구성원

들의 일반적인 가족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행동

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패러다임

과 세계관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McCubbin,

와1993). Chia Rosina (1989), Ching et

은 가족 가치관al.(1985), Rodriguez et al. (1999)

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 환경적 종교적 성별 연령에, , , ,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여 이러한 이론적 고찰에 따

라서 우리 나라에서의 가족 가치관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 결과 일반적 가족가치관에서 어머니들의 평균점

수가 아버지들보다 약간 낮았는데 이 도구는 점수가 높,

을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졌음을 의미하므로 어머니

들의 평균값이 낮은 것은 아버지들보다 좀 더 근대적인

사고의 경향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자식이라면. ‘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아버지에게서는 가장 높았’

고 어머니들에게서는 세 번째 순위였는데 이것은 우리나

라의 유교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인간의 도리이

며 인간의 규범으로 정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이동원.

의 연구에서도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감사(1987) ‘

해야 한다가 전통적인 가치가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항’

목이라고 하였으며 옥선화 신수진 의 연(1989), (1998)

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 ‘

이다는 아버지 어머니들 모두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것’ ,

은 전통적인 성차별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현대

에서의 남녀 평등 사상이 확산된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맥락에서 딸만 둘일 경우 대를 잇기 위해서는 자녀를‘ 3

명까지는 낳을 수 있다도 어머니들에게서는 두 번째로’

낮았는데 이는 년대부터 시작된 가족계획 사업의, 1960

성공으로 현재는 아들과 딸을 구별짓는 인식이 감소되었

으며 더욱이 년대에는 딸만 있는 가정도 늘어 출생1990

률이 오히려 감소추세로 보고되었다통계청( , 1998).

아버지의 가정 경제는 남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

다 와 어머니의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라는 문항’ ‘ ’

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관이 많이 남아 있음을 엿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려는 의무감 때문으로 사료되며 또한 어머니는 아

버지들보다는 더욱 자녀에게 헌신적이어서 이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자외도 허용 결혼할 때 궁합을 보는 것 여, ,

자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 두는 것

이 좋다 딸만 둘 일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세명,

까지는 낳을 수 있다는 문항들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

아 신수진 원석조 등의 주장과 같이 가(1998), (1984)

치관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점수가 높았는데 이것은 암환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

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 나라에.

서는 현재는 자녀수가 명이 대부분이므로 아들 딸에1,2 ,

대한 구별이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일반적 가족 가치관에

서 가계 영속성의 의미 속에는 대를 잇는 남아선호사상

이 포함되어 있고 암환아 발생률에서 남아에서의 발생이

여아보다 높으며 본 연구에서도 남아 환아가 많았기 때

문에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측된다 또한.

일반적 가족 가치관에서는 아버지들의 점수가 높았던 것

에 비해서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서는 어머니들의 점

수가 더 높았던 것도 우리 나라에서의 남아 선호 사상과

함께 자녀가 가계를 잇는 중요한 존재인 유교 사상이 아

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

녀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암이라는 질병이 발생했으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질병이 낫기를 바라고 자식한테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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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싶다는 모성이 강하

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부부간의 응답차이에서는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한다 조상에 대한 제사 아내가 남편에게 맞추어, ,

야한다 남자의 외도 대를 잇는 문제 가정경제는 남편, , ,

의 책임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문항들에서는 아버지들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족가치관은 성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며 남자들이 더

욱 전통적 보수적이고 여자들이 근대적 현대적 가치관, ,

을 갖는다고 보고한 원석조 이동원 최정(1984), (1987),

혜 한남제 등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1997), (1985) .

일반적 특성과 가족가치관2.

아버지 어머니들 모두 환아의 연령이 세 이하의 집, 3

단과 세 세 세 집단과 차이를 보인 것7-9 , 10-12 , 13-15

은 환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죽음이 예견되는 암 질환을

앓는 자녀가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환아,

상황에 모든 가치관이 우선하는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

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사료되며 환아 상황 가족 가,

치관의 평균 점수도 아버지들 어머니들 모두 세 이하, 3

에서 가장 높았으며 세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10-12 .

러나 환아의 연령에 따른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의 평균

점수는 환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수가 낮아지다가

세 집단에서는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6-18

이는 이 시기가 고등학교 시기이므로 대학 입학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출생 순위는 어머니들의 일반적 가족 가치관에서 첫째

와 넷째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첫째 집단의 평

균보다 넷째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보아 더욱 전통

적인 가치관을 가졌음을 의미하며 대상자들 중 넷째 자

녀는 대부분이 꼭 아들을 원해서 낳은 경우이거나 또 실

제적으로 환아가 첫째인 어머니들 연령보다 넷째인 어머

니들의 연령이 더 높아서 일반적 가족 가치관이 전통적

인 의미가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질병 경과 기간에서는.

아버지들 어머니들의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이 대체적,

으로 개월 이하 개월 개월 집단과 년6 , 7-12 , 13-18 4 , 5

년 년 이상된 집단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5

타나 처음에 진단 받고 계속 치료 중인 집단과 이미 치

료 기간이 끝난 집단과는 당연한 차이로 생각된다 그러.

나 질병 경과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 점수가 계속 낮아

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암 질병은 처음,

진단 받은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당황

하게 되나 개월이 지나면서 환아의 증세가 호전되고 주6

위의 같은 질병을 앓는 환아의 보호자들을 보면서 심리

적인 안정을 찾게 되고 치료 기간인 년 혹은 년만 빨, 2 3

리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원하나 그 사이에 정규적인,

치료 스케줄 이외에도 열이 나거나 이상 증세가 생기면

자주 입원해야 되고 또한 치료 기간이 끝나고 년 생존5

율 기간이 지났어도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

감에서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 형태.

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모두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이,

대가족과 핵가족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대가족에

서는 환아가 발생된 상황에서 잦은 입원과 환아를 돌보

는 일 건강한 자녀를 돌보는 일 가사 등에서 다른 가족, ,

요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전영신 의 연구에서도 대가족에서 조부모들의 지(1999)

지가 가족 스트레스를 낮춘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

받침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수에서는 아버지들의 일반.

적 가족 가치관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서 명인 집단, 7

과 명인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10 10

명인 집단이 가족뿐이었으므로 해석에 무리가 생길 수1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 가족 가치관은 가족 구.

성원 수가 적을수록 근대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환,

아 상황 가족 가치관은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환아

상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총자녀.

수는 아버지들의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서만 명과3 4

명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아 상황 가족 가치.

관 평균 점수가 계속 낮아지다가 명일 때는 다시 높아4

지는 것은 출생 순위에서 넷째가 높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연령은 어머니들의 일반적 가족 가치관에서

세 미만 세 집단과 세 이상 집단에서 차이30 , 31-35 4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통적인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이동원 의 연구 결과(1987)

와 일치하고 있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아버지들 집단 어머니들 집단,

모두 일반적 가족 가치관이 중졸 이하 집단의 평균 점수

보다 대졸 이상 집단의 평균점수가 높아 대졸 이상 집단

에서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동원 의 연구 결과에서도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근(1987)

대적인 가족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

와 일치하고 있다.

오원옥 의 연구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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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 월수입 정도와 질병의 증상의 심각성 인지 정

도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의 평균

점수는 낮아졌으나 집단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환아의 출생 순위 가족형태 어머, ,

니 교육정도 등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

나 환아의 연령 질병 경과 기간 가족 구성원 수 총 자, , ,

녀수 어머니 연령 등에서는 평균 점수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거나 높았다가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것은 암 질병이 단기간 내에 치료되지 않고 2

년 년씩 치료 기간을 경과하며 그 동안에 주위 사람들, 3

의 지지 정도의 변화 시간이 지나면서 가중되는 의료비,

부담 다시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 복합적인 요인,

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 이런

요인들과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가족의 스트레스 가족,

가치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Ⅵ 결 론.

결론1.

암으로 진단받은 환아의 가족에게는 위기 상황이 유래

되며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가족들의 행동에는 가족가

치관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암환아 가족들의

가족가치관을 연구하는 것은 암환아 가족의 긍정적인 적

응을 도울 수 있다.

이에 암환아 가족의 효과적인 적응을 위한 간호 중재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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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등의 암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있는 세 이하의 소아18

암환아 아버지 어머니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309 .

도구는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일반적 가족가치관 문18

항 점척도 과 본 연구자가(5 , Cronbach alpha= 0.78)

개발한 환아 상황 가족가치관 문항 점척도12 (5 ,

을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0.73) .

자료 분석 방법은 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SAS 6.12

반적 특성은 백분율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고 연, ,

구 변수간의 관계는 평균 값ANOVA, t-test, , F ,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Duncan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가족가치관에서 아버지들의 평균 점수는 자식‘

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한다가 가장 높았고’

점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가 다음 순위 였(4.01 ) ‘ ’

으며 점 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가 가(3.91 ) ‘ ’

장 낮았다 점 어머니들은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1.97 ). ‘

같다가 가장 높았으며 점 집안 화목을 위해서 부’ (3.77 ) ‘

인은 참아야 할 때가 많다가 다음 순위로 나타났고’

점 남자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가 가장(3.56 ) ‘ ’

낮았다 점 일반적 가족 가치관에서는 아버지들의(1.44 ).

점수가 높았던 것에 비해서 환아 상황 가족 가치관에서

는 모든 문항에서 어머니들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아버

지 어머니 모두 가족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가 가장, ‘ ’

높았고아버지 어머니 어려운 일이 있을( 4.85, 4.97), ‘

때는 부부간에 서로 참고 이해를 해야 된다가 다음 순위’

였으며 아이가 아프고 난 후에 부부 사이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가 가장 낮았다아버지’ (

어머니3.34, 3.37).

부부간의 차이에서는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

야 한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남자의’, ‘ ’, ‘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딸만 둘일 경우 대를 잇기’, ‘

위해 자녀를 명까지는 낳을 수 있다 가정 경제는 남3 ’, ‘

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 ‘

등이 있을 때 아들은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한다 등의 문’

항에서 아버지들의 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환아 상황 가족가치관에서는 부,

부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 가족 가치관에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환아의 출생 순위 어머니 연령 어머니 교육정도 의료, , ,

비 지불형태이었고 환아 상황 가족가치관에서 차이를,

나타낸 특성은 환아 연령 질병 경과 기간 치료 끝난 후, ,

경과기간 가족형태 가족 구성원수 총자녀수이었다, , , .

제언2.

암 질병은 장기간에 걸친 치료기간을 경과하며 그동안

에 주위 사람들의 지지 정도의 변화 가중되는 의료비,

부담 재발에 대한 불안감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

용하므로 이런 요인들과 시간적인 차이에 따른 가족 스

트레스 가족 가치관과의 관계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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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Family value, Children with

cancer

Analysis on Family Value of the

Family with Cancer Children

Park, In-Sook*Kim, Dal-Sook*

The family value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adjusting a new environment for the

family, especially in the critical situation as

having a child with cancer in the famil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family

values of the family with cancer children in

order to offer descriptive data, which will

facilitate family adjustment with cancer

children.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18, 2000

to August 30, 2000 and the analysis included

309 parents of the children who have been

diagnosed as cancer, 18 years of age or less,

and treated either hospitalized or at the

outpatient clinics. Two instruments were used to

measure family value. The modified form of

General family value scale was 18 items with a

5 points of Likert response format (Cronbach

alpha= .78) and Family value scale was

developed for the study with 12 items on a 5

points of Likert response format(Cronbach

alpha= .73).

The data analysis utilized SAS 6.12 for

percentage, frequency, Mean, and t-tes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ean, F score,

ANOVA, and Duncan follow-up test of variable

relationships. The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1) In General family value, the fathers gave the

higher scores to 'The children should live

with their parents'(M=4.01), and 'A parents

and their children are like one body'

(M=3.91). The item with lowest score was

'Its not impossible for man to have

extramarital relationship'(M=1.92). The

mothers thought the most important items

were 'A parents and their children are like

one body'(M=3.79), and 'A wife needs to be

patient to keep harmony of the family'

(M=3.56), and the item with lowest score

was 'Its not impossible for man to have

extramarital relationship'(M=1.44).

2) The mean scores of the mothers were higher

than the fathers for all items in family value

with cancer children, while fathers gave more

points for items in general family value.

Both of parents gave the highest score to

'The health of the family is most important

to me'(M=4.85 for fathers, M=4.97 for

mothers), and followed by 'The husband and

wife need to be patient and understand each

other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The item

with lowest scores was 'The parents can

have conflicts in making decisions since their

child was sick'(M=3.34 for fathers, M=3.37

for mothers).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athers and mothers in items of General

family value; fathers gave more points to

the items of 'The children should live with

their parents', 'Its essential to hold the

ceremony to respect their forefathers', 'Its

not impossible for man to have extramarital

relationship', 'A woman with two daughters

should have one more baby to succeed the

generation', 'The husbands are responsible

for the household economy', and 'When his

mother and wife dont get along, the man

should be on his mothers sid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athers and mothers in items of Family

value with cancer children.
*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7 3

- 341 -

4) The general family valu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birth order of cancer

children, mothers age, mothers education

level, and types of payment. On the other

hand, the family value with cancer childre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age of

cancer children, period of illness, period

after completing treatment, family type,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the number

of total child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