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1 -

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아동에 있어서 암 발병률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진행과정 또한 급격하고 치명적이던 것이 치료방법의 개

발로 암 환아의 생명의 연장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질

병과정을 경험하는 만성질병으로 바뀌어가고 있다홍창(

의, 1997; Wong, 1997).

가족 내 암 환아의 발생은 다른 만성질환의 발생과 마

찬가지로 가족 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가.

족관계를 분열시키고 의사소통의 유형을 혼란시키며 경

제적 고난을 야기할 뿐 아니라 주거 직업 수면 및 가족, ,

이 여가를 즐기는 형태에 조차 변화를 주고 있다 암 환.

아의 발생은 환아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의 분열 건강한,

다른 자녀에 대한 죄책감 부모의 무력감과 절망감 등으,

로 가족원 및 가족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족원 중 환아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

는 커다란 부담감을 갖게 된다.

희망이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초점을 둔 역

동적인 힘으로 질병의 적응이나 치료의 이행에 있어 중,

요하게 작용하여김달숙 암 환아와 그 가족이( , 1992)

치료과정 중 초래되는 어려움과 절망감 상실감 등에 효,

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방어를 강화,

시킨다(Mcgee, 1984; Nowontny, 1989; Owen,

1989).

그러므로 희망은 가족 내에서 암 환아를 경험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암 환아 가족과 어머니가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간.

호사는 암 환아와 그 가족 특히 어머니와 밀접하게 접촉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지지,

를 위해 그들에게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한편 만성 환아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구성원은 가

족기능정도에 따라 만성 환아로 인하여 가족 내에 발생

하는 변화와 그 문제들에 적응하고 해결하는 정도에 차

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Miller & Wood, 1991)

암으로 투병하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기능을 재확

인하는 일은 의미있다 그러나 암 환아 발생으로 야기되.

는 환아 가족의 기능과 가족 및 어머니의 부담감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것이 보

고되고 있으며서종숙 백소희 이은정( , 1993; , 1995; ,

희망 부담감과 가족기능과의 관련연구는 아직1996) ,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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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자는 암 환아를 주로 돌보는 어머니를 대

상으로 희망정도와 부담감 정도를 파악하고 암 환아 가,

족의 기능 정도를 파악하며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

하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2.

이 연구의 목적은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과 부담감정

도 및 가족기능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가족 내 암,

환아 발생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로 하며 효

과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 부담감정도 및 가족기능을1) ,

파악한다.

암 환아 및 암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2)

망 부담감 가족기능을 파악한다, ,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과 부담감과 가족기능과의 관3)

계를 파악한다.

Ⅱ 문헌 고찰.

희망1.

희망은 앞일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

는 그러한 소원 미래에 대한 가망 기원으로 미래에 대, ,

한 긍정적인 기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 의

해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힘 또 자기 존,

재를 끊임없이 개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하여 가

치 있는 삶을 지속시켜 주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설명한

다김달숙 태영숙( , 1992; , 1994).

또한 는 희망이란 존재를 부유하게 하Herth(1990)

는 방향으로 직접 이끄는 내적인 힘이라 하여 희망을 가

진 사람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내는데 대하여 확신을 갖는다고 하였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커다란 재난 등에 의한 스트레

스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힘이 되는 자원은 자신이 소유

하고 있는 희망이며 이러한 희망은 처한 상황이나 개인

이 소유한 힘 그리고 나약함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결과,

를 취하기 위한 개인적인 경향을 발생시킨다.

는 희망은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에서 생Mcgee(1984)

활을 참을 수 있고 의미 있게 하는 위기에 대한 효과적,

인 반응의 한 요소로서 신체적정신적인 방어를 강화시

키며 희망이 없을 때는 초기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희망의 주요 기능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에 대

처하는 전체적인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서 인간으로 하여

금 적절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며 개인이 질병에 대처

하고 적응하도록 도우며 지쳐있는 신체와 정신에 힘과

활력을 주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강력한 심리적 변화로

써 동기체계를 활성화시켜주며 생존을 위한 중요한 상,

황에서 생명을 연장시킨다 희망은 질병의 적응에 있어.

극히 중대한 힘이며 높은 삶의 질과 관계가 있고 질병에

의 적응을 돕고 치료요법에 충실하게 해 준다(Korner,

1970; Obayuwana & Carter, 1982).

인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도 극복하며 치료과

정 중 초래되는 스트레스와 절망을 이겨내며 실제적 잠,

재적 상실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대처반응은 질병에 대한 반응양(Owen, 1989),

상에서 중요한 것이며 효과적인 방(Mecchanic, 1977),

안 중 하나가 희망이다(Nowontny, 1989).

희망은 삶의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기본이 되는 것으

로 강한 희망은 대상자가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려운 상,

황을 잘 다루기 위한 힘과 용기를 주는 반면 절망은 수,

동성과 체념을 줄 수 있다 희망이란(Rustoen, 1995).

현재를 가능성과 풍요함으로 살아있게 하는 하나의 표현

으로 은 돌봄의 주 요소 가지 중 하나Watson(1988) 10

가 믿음과 희망이라고 하였다 도 희. Travelbee(1985)

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며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정서적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

였으며 간호의 목표를 희망을 유지하고 절망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았다.

문헌상 희망은 암 환자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로 기술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희망은

인간에게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게 함으로서 치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암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2.

암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자녀가

암에 이환 된 경우 자녀를 돌보는 상황에서 환아 어머니

가 경험하게되는 신체 경제 사회 및 심리적 차원에서의, ,

복합적인 반응이라 볼 수 있다 가족의 부담감에 대한.

연구는 만성 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안정에 초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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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작되어 노인성 치매 정신질환 및 뇌척수손상 환자,

및 천식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 만성 질환.

자를 돌보는 가족은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게되며 역

할 과중과 역할 혼돈을 경험하며 분노 좌절 죄책감 우, , ,

울 등 심리적인 문제를 보이고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며

기존의 신체질환의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정신지체아를 돌보는 어머니는 보통 이상의 부담감을 가

지고 있었으며문진하 또한 신증후군 환아 어머( , 1994)

니의 부담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지한 환아

상태가 부정적일수록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이 높았으며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환아 진

단 환아 상태 경제상태 및 환아 성별을 보고하였다성, , (

미혜, 1998).

백혈병 및 암 환아 어머니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연구

는 사회적 지지 가족기능 등과 함께 연구되었으며 암, ,

환아 어머니는 상당히 높은 정도의 부담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담감의 영역은 자녀의 건강상태와.

예상되는 죽음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책임과 역할,

증대로 인한 신체적 부담감은 물론 남은 자녀와 남편과

의 갈등의 가족관계 및 모성역할 부담감 및 치료비용으

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시간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대,

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 부담감 등으로 복합적이고 부정

적인 반응으로 밝혀졌다서종숙 백소희( , 1992; , 1995;

이은정, 1996).

암 환아 가족의 기능3.

가족기능이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나 가족 내 환경이

반영된 의미로 가족의 일차적 기능을 아동의 사회화와

가족구성원의 적응능력의 촉진 및 가족의 건강한 내적

환경의 제공이라 한다.

건강과 관련하여 가족기능을 살펴보면 가족의 기능은

구성원의 건강증진 저해요인의 인식 질병과 건강의 변,

화관찰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건강문제나 위, ,

기의 처리 의존적 가족구성원에게 간호제공 건강증진을, ,

위한 가정환경의 유지 및 증진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관계유지 등이라고 하였다(Strauss & Glasser,

1975).

FACES(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

은 가족 기능의 과정을 가족 적응력과ation Scale) lll

가족 결속력의 독립된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가족

적응력과 가족 결속력의 촉매로써 가족 내 의사소통을 설

명하는 모형을 기초로 만들어진 가족 적응력 결속력 평.

가척도로써 이 도구에 의하면 가(Olson, et al., 1985),

족적응력을 가족 구성원이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한 반응으

로 보고 가족 내의 권력 구조 역할 규칙 등을 변화시킬, ,

수 있는 가족체제의 능력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가족 결.

속력이란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로 보고 가족 결속,

력을 구성원의 개별적 자율성의 정도로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적응력과 결속력이 잘 조화된 유형의 가족이

란 정서적으로 적절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변화가 요구될

때 적절하게 반응 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 각자의 의사

소통과 자기표현이 가능한 가정을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 내 질병의 발생은 가족체계에 혼란을

야기시키며 특히 장기적인 질병의 발병은 가족의 체제와

기능의 실제적 적응을 요구한다 아동의 암 발병이라는.

가족내의 큰 변화는 가족의 구성원에게는 역할과 채임의

재분배를 포함하여 가족기능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Miller & Wood, 1991).

이러한 상황에서의 원만한 가족기능의 유지는 장기적

으로 지속되는 환아 치료 및 관리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위기에 있어 이를 잘 극복하고 성공.

적으로 적응한 가족은 질병 중의 아동이라도 환아 성장

과 발달을 도울 뿐 아니라 가족이 성장 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암으로 투병하는 자녀.

를 둔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는 일은 암 환아 간호에 있

어 우선적이고 기초적 단계의 과업이라 생각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연구대상1.

년 월부터 월까지 서울시 대학교 병원과 서1999 1 8 C

울 병원에서 소아 암으로 진단 받은 후 입원하였거나S

외래를 방문한 아동의 어머니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145 .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및 자료수집 절차2.

연구 도구1)

희망 측정도구(1)

희망의 측정은 한국인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김달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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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우 가 개발한 도구를 암 환아 어머니에게 적(1998)

합하도록 박호란 등 이 수정 보완한 개 문항의(2000) 35

희망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삶에 대한 각성 삶에 있어서의 역할,

확인 삶의 변화시도 운명의 수용 의료진에 대한 신뢰, , , ,

현실 인식 신앙에 의지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 ‘

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점 척도로 최저’ ‘ ’ 4

점에서 최고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이 높은35 140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값. Cronbach's α

은 이었다0.90 .

부담감 측정도구(2)

부담감 측정은 서미혜와 오가실 이 제작한(1993) 25

개 문항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경제 사회. , ,

신체 정서 의존에 관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

문항에 대하여 아동을 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현재의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

에서 매우 그렇다의 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 5 .

가능한 점수는 최저 점에서 최고 점으로 점수가25 125

높을수록 부담감이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 값은 이었다Cronbach's 0.82 .α

가족 기능 측정도구(3)

가족의 기능은 Olson, Portner and Lavee(1985)

가 개발하고 김윤희 가 보완한 가족의 적응력과(1989)

결속력 평가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FACES-III) .

가족의 결속력 문항 적응력 문항의 총 개 문항10 , 10 20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속력 문항은 정서적 유대감 가,

족기능 가족원과의 경계 시간과 친구 관심과 여가활동, ,

으로 구성되며 적응력 문항은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 , ,

과 규율로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 ’

에서 매우 그렇다의 점 척도로 결속력과 적응력이 각‘ ’ 5

각 최저 점에서 최고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10 50

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값은 이었다Cronbach's 0.82 .α

자료수집 절차2)

암 환아 어머니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동의를 얻은 후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바로 회

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분. 20-30

이었다.

자료분석3.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SAS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희망 및 부,

담감 가족기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일반, ,

적 특성에 따른 희망 및 부담감 가족기능은 와, t-test

로 분석하였다 암 환아 어머니ANOVA, Scheffe test .

의 희망과 부담감 가족기능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로 분석하였다correlation coefficient .

Ⅳ 연구 결과.

암 환아 및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1.

암 환아 평균 연령은 세로 세 세 군8.6 (1 19 ), 1 7～ ～

이 가장 많았다 표(48.9%) < 2>.

암 환아 중 여아는 명 이었으며 첫째아이78 (53.8%) ,

인 경우가 명 종교가 있는 경우가 명85 (59.0%), 93

이었다 표(64.6%) < 2>.

백혈병인 경우가 명 으로 이 중에서87 (60.8%)

이 가장 많았으며 이ALL(45.5%) , AML 13.3%, CML

이 이었다 기타 질병에는 재생 불량성 빈혈이2.1% .

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신경아 세포종 순적14.7% ,

혈구 빈혈 근육종양 혈소판감소증 호지킨스 림프종 조, , , ,

직구 증식증 간아세포종 구상적혈구증 림프종 뇌종양, , , , ,

원시신경외배엽성 종양 대장암 골육종 등이 있었다, , .

질병기간은 평균 개월 일 년로 개월 년 사16 (1 8 ) 7 3～ ～

이인 경우가 명 으로 가장 많았다 표71 (55.9%) < 2>.

암 환아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세로 세35.6 (23 51 ),～

세 군 이 가장 많았다 표30 39 (69.8%) < 3>.～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인 군이 명82 (57.3%)

이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명 종17 (11.7%),

교가 있는 경우가 명 배우자와 함께 살고95 (66.0%),

있는 경우가 명 환아 이외의 자녀가 있는139 (97.2%),

경우는 명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군이123 (85.4%), 19

명 이었다 표(13.1%) < 3>.

가정의 수입은 평균 만원 만원으로166 (20 400 ) 10～

만원인 군 이 가장 많았다 표0 200 (45.4%) < 3>.～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 부담감 가족기능 정도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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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은 총점 점 중 평균140

점 평균 평점 점 중 점이112.87±20.54 , 4 3.22±0.56

었으며 범위는 점이었다 표42 140 < 1>.～

암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은 총점 점 중 평균125

점 평균 평점 점 중 점이었66.94±12.43 , 5 2.68±0.50

으며 범위는 점이었다 표33 99 < 1>.～

암 환아 어머니의 가족기능은 총점 점 중 평균100

점 평균 평점 점 중 점이었69.94±10.87 , 5 3.50±0.54

으며 범위는 점이었다 가족기능 중 결속력과 적43 92 .～

응력은 각각 점 만점 중 평균 점평균50 38.96±6.32 (

평점 점 평균 점평균 평점3.90±0.63 ), 30.98±6.17 (

점 이었다 표3.10±0.62 ) < 1>.

표 암환아 어머니의 부담감 희망 가족기능 점수< 1> ,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 평점

희 망 112.87±20.54 42 140～ 3.22±0.56

부 담 감 66.94±12.43 33 99～ 2.68±0.50

가 족 기 능 69.94±10.87 43 92～ 3.50±0.54

결 속 력 38.96± 6.32 17 49～ 3.90±0.63

적 응 력 30.98± 6.17 17 45～ 3.10±0.62

암 환아 및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3. ,

부담감 가족기능,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정도는 암 환아 일반적인 특성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어머니의 특성 중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t=2.53, P=0.0154). ,

는 군 점 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군(3.42±0.28 )

점 보다 희망이 높았다(3.20±0.61 ) .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은 유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환아가 남아인 경우 어머니의 연, ,

령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 ,

우 환아 이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 ,

은 경우에 어머니의 희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2, 3>.

암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은 암 환아 일반적 특성에 따

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중 결혼상태와 건강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

보다 부담감이 유의하게 낮았으며(t=2.02, P=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건강한 군이 그렇지 않0.0451),

는 군보다 부담감이 유의하게 낮았다(F=3.73,

표P=0.0265)< 2, 3>.

암 환아 어머니의 가족기능 정도는 암 환아 일반적 특

성 중 진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백혈병인,

군이 기타 군보다 가족 결속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환아 투병기간이 길수록 가족기(t=2.11, P=0.0370).

능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2>.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중퇴 이상인 군 점(3.65±0.45 )

이 고졸 이하인 군 보다 유의하게 가족기능(3.41±0.57)

이 높았다 특히 가족 결속력이(t=2.72, P=0.0075).

학력이 높은 군에서 더 높았다(t=3.04, P=0.0028)<

표 3>.

표 암 환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 희망 가족기능< 2> , (N=145)

일반적

특성
구 분 N(%)

희 망 부담감 가족기능결속력( ) 가족기능적응력( )

M±SD F/t M±SD F/t M±SD F/t M±SD F/t

연령

세( )

1 7～ 68(48.9) 3.18±0.71 0.78 2.72±0.42 0.35 3.90±0.60 0.34 3.03±0.63 0.64

8 12～ 41(29.5) 3.32±0.37 2.65±0.54 3.98±0.57 3.15±0.57

13 19～ 30(21.6) 3.19±0.50 2.66±0.50 3.86±0.69 3.15±0.67

성별 남 67(46.2) 3.26±0.62 0.69 2.66±0.45 0.35 3.86±0.68 0.59 3.14±0.63 0.72

여 78(53.8) 3.19±0.56 2.69±0.54 3.93±0.59 3.06±0.61

출생

순위

첫째 85(59.0) 3.20±0.66 0.73 2.67±0.47 0.01 3.90±0.59 0.35 3.09±0.63 0.31

둘째이상 59(41.0) 3.26±0.46 2.68±0.54 3.93±0.64 3.12±0.61

종교 유 93(64.6) 3.28±0.57 1.40 2.64±0.50 1.10 3.92±0.67 0.48 3.17±0.58 1.76

무 51(35.4) 3.13±0.62 2.74±0.49 3.86±0.56 2.98±0.68

진단명 백혈병 87(60.8) 3.22±0.64 0.06 2.64±0.53 1.04 3.99±0.63 2.11* 3.16±0.62 1.27

기타 56(39.2) 3.23±0.50 2.73±0.46 3.76±0.62 3.02±0.62

질병

기간

개월이하6 44(34.6) 3.15±0.65 1.74 2.70±0.46 0.18 3.84±0.66 1.71 3.07±0.66 1.12

개월 년7 3～ 71(55.9) 3.32±0.53 2.65±0.52 3.90±0.63 3.08±0.58

년이상3 11( 9.5) 3.07±0.50 2.72±0.57 4.22±0.47 3.36±0.55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임*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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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종교가 있는 군이 종교가 없는 군보다 가족

기능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

나 가족 적응력은 종교가 있는 군이 종교가 없는 군보다

높았다 가족의 수입에 따라서 가(t=2.11, P=0.0371).

족기능의 차이가 있었는데 월수입이 만원 이상인 군, 300

이 만원 이하인 군보다 유의하게 가족기능이 높았다100

특히 월수입 이상 만(F=3.61, P=0.0155). 200 300～

원 미만인 군과 만원 이상인 군이 만원 이하인300 100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가족 결속력이 높았다(F=6.56,

표P=0.0004)< 3>.

어머니가 현재 배우자와 동거상태인 군과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군이 다른 군에 비해 가족기능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 부담감과 가족기능과의 관계4. ,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과 가족기능 중 가족결속력간에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0.2068, P=0.0135).

즉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정도는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희망과 부담.

감 희망과 가족기능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 또, ,

한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가족기능간에도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 표< 4>.

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 부담감 가족기능< 3> , , (N=145)

일반적

특성
구 분 N(%)

희 망 부담감 가족기능결속력( ) 가족기능적응력( )

M±SD F/t M±SD F/t M±SD F/t M±SD F/t

연령 세이하29 23(16.5) 3.00±0.82 2.05 2.59±0.52 0.36 3.80±0.56 0.85 2.93±0.67 0.78

세30 39～ 97(69.8) 3.26±0.52 2.69±0.48 3.93±0.61 3.10±0.60

세이상40 19(13.7) 3.30±0.58 2.71±0.60 3.76±0.82 3.13±0.59

교육

수준

고졸이하 82(57.3) 3.24±0.57 0.25 2.65±0.52 0.63 3.77±0.68 3.04* 3.04±0.63 1.63

대학중퇴이상 61(42.7) 3.21±0.62 2.70±0.47 4.09±0.50 3.21±0.56

직업 유 17(11.7) 3.42±0.28 2.53* 2.67±0.48 0.10 4.05±0.61 1.09 3.11±0.49 0.06

무 128(88.3) 3.20±0.61 2.68±0.50 3.87±0.63 3.10±0.63

종교 유 95(66.0) 3.25±0.59 0.77 2.68±0.49 0.02 3.92±0.67 0.56 3.17±0.57 2.11*

무 49(34.0) 3.17±0.59 2.68±0.52 3.86±0.57 2.94±0.67

종교의

깊이

매우 열심히 다님 10(10.0) 3.42±0.72 1.21 2.62±0.31 1.08 3.92±0.88 0.38 3.27±0.52 0.49

열심히 다니는 편임 55(55.0) 3.24±0.56 2.62±0.50 3.94±0.61 3.21±0.63

가끔 다니는 편임 20(20.0) 3.26±0.48 2.80±0.44 3.78±0.70 3.13±0.49

거의 다니지 않음 15(15.0) 2.99±0.70 2.82±0.60 4.00±0.61 3.04±0.52

수입

만원( )

<100～ 21(17.6) 3.24±0.54 0.96 2.82±0.42 1.19 3.54±0.79ab 6.56* 3.03±0.61 0.61

100 <200≤～ 54(45.4) 3.11±0.71 2.73±0.55 3.90±0.59 3.11±0.62

200 <300≤～ 28(23.5) 3.28±0.58 2.58±0.49 4.03±0.41a 3.18±0.61

300≤～ 16(13.4) 3.37±0.35 2.62±0.40 4.36±0.42b 3.28±0.56

환아외 유 123(85.4) 3.26±0.53 1.49 2.65±0.50 1.53 3.89±0.64 0.06 3.11±0.59 0.72

자녀 무 21(14.6) 2.99±0.82 2.83±0.48 3.90±0.58 3.00±0.76

결혼

상태

동거 139(97.2) 3.22±0.60 0.30 2.67±0.49 2.02* 3.90±0.64 0.63 3.11±0.61 1.89

기타 4( 2.8) 3.27±0.33 3.17±0.42 3.70±0.45 2.53±0.56

건강

상태

건강하다 101(69.7) 3.25±0.57 0.96 2.62±0.50a 3.73* 3.89±0.59 0.11 3.07±0.60 2.04

그저 그렇다 25(17.2) 3.24±0.47 2.71±0.45 3.87±0.72 3.00±0.62

건강하지 못하다 19(13.1) 3.05±0.81 2.95±0.45a 3.96±0.74 3.35±0.67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임* : P<0.05

같은 문자는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ab : Scheffe‘ test

표 암환아 어머니의 희망 부담감 가족기능과의 관계< 4> , ,

희 망 부담감 가족기능 가족기능결속력( ) 가족기능적응력( )

희 망 -0.0924 0.1437 0.2068* 0.0413

부담감 0.0298 0.0211 0.0308

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임*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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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의 대상자 명의 암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145

특성에서 어머니의 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66% ,

회나 절 등에 매우 열심히 다닌다 와 열심히 다니(10%) ,

는 편이다 가 대상자의 로 암 환아 어머니의(55%) 65%

신앙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암 환아 어머니의 영적 요구에 대한 연구에서 암 환아

어머니의 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조사결과김85.9% (

대희 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이라 볼 수 있으나, 1988) ,

자녀의 암 발병 전과후의 신앙상태가 유의하게 변화하였

다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암 환아 어머니는 자녀가

암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종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암 환아 일반적 특성 중 진단명이 백혈병

인 아동이 이었으며 성별분포는 남아가60.8% , 46.2%,

여아가 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은정 이53.8% (1996)

명 암 환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단명이 백혈병76

인 환아가 전체의 이었으며 남아가 여아86.8% 60.5%,

가 이었다는 보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39.5% .

대상자의 선정시 선택한 병원의 차이와 대상자의 수와

관련이 있겠으나 암의 조기발견의 기술발전과 부모의 암

관련 지식의 증대로 백혈병 이외의 암 환아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본다.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과 부담감 및 가족기능정도를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정도는 4

점 중 점으로 평균이상의 점수이었는데 선행연구가3.2

없어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 설명 할 수 없다 일회의.

연구로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정도를 평가 할 수 없으므

로 추후 암 환아 어머니 혹은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희,

망정도를 사정하는 것이 간호제공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 암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정도가 점 중5

점이었는데 이는 암 환아 어머니가 인지한 부담감이2.6

점 중 점으로 상당히 높다고 보고한 백소희10 8.4

의 결과나 점 중 점으로 보고한 서종숙(1995) , 10 7.6

의 결과보다는 낮은 점수였다 그러나 소아 암(1993) .

환자 어머니의 부담감을 점 중 점으로 측정한 이은5 2.9

정 의 결과와는 비슷하였다(1996) .

한편 만성질환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 정도와 비교하

면 정신지체 아동의 어머니의 부담감이 점 중 점으, 5 3.1

로 보통 이상이라고 보고한 문진하 의 결과보다(1994)

다소 낮은 경향이 있으나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부담,

감이 점 중 점으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고 보고한 성5 2.8

미혜 의 결과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론적으(1998) .

로 암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 정도가 본 연구에서는 선행

암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에 대한 연구 결과에 비하여 비

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오히려 선행된 만성 질환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비슷한 수준에 있었다.

이는 아동에 있어서 암 질병이 생명의 연장과 함께 만

성질환으로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경향이 본 연구

대상자의 암 환아와 어머니에게서도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본다.

암 환아 어머니 가족의 기능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가

족기능 점 중 점이었으며 가족 결속력과 가족 적응5 3.5

력은 각각 점과 점이었다 이를 직접적으로 비교3.9 3.1 .

할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만성 질환자 가족의 가족기능

정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라고 보고한 김은진 과(1992)

김성화 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였으며 발달장애(1995) ,

아동의 가족기능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정원미

의 결과와 만성환자가족의 기능이 낮았다는 김주(1994)

성 의 결과보다는 가족기능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1996)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가족 기능 가족 결속력 및 가족 적응,

력의 평균 이상의 점수 점은 정상아동의 가정과3.9-3.1

비교할 때 만성 질환아 가족의 결속력이 결코 낮지 않으

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조미연( , 1990)

과 일치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환아 및 암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과

부담감과 가족기능의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어머니의 희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와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어머

니의 부담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암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 정도가 어머

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이은정( ,

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암 환1996) ,

아 진단에 따라 어머니의 부담감에 차이가 없는 것도 정

신지체아 어머니의 부담감의 예측 변인으로 정신지체 장

애 정도를 보고한 선행연구문진하 와도 차이가( ,1994)

있었다 그러나 만성환자 가족의 부담감이 가족의 교육.

수준 직업유무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는 보고김성화 나 간호제공자의 건강상태가 나( , 1995)

쁠수록 부담감의 인지정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박명희( ,

나 가족의 건강상태가 뇌척수손상환자 가족의 부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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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감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정추자 들과는 일치( , 1993)

하고 있다.

한편 가족의 결속력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 군 보다

대학중퇴 이상 군에서 높았으며 가족의 수입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어 수입이 많은 군이 낮은 군보다 가족의 결속

력이 좋았으며 가족의 적응력 또한 어머니의 종교 유무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종교가 있는 어머니 군이

종교가 없는 어머니 군보다 가족의 적응력이 좋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암 환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에서는 암 환아 진단에 따라 가족의 결속력에 유의한 차

이가 있어 암 환아 진단이 백혈병인 경우가 기타 암인

경우보다 가족의 결속력이 좋았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아동건강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아동의 활동제한 정도가 가족기능 유지에 영향

을 미친다 는 주장이나(Athreya & McComick, 1987)

재정적 부담감이 만성환자의 가족 기능에 주요 영향변수

라는 결과김성화 와 일치하며 또 암 환자 가족( , 1995)

의 기능이 가정의 경제 상태와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었

다한숙정 는 연구보고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 1992) .

암 환아 진단에 따른 가족의 결속력의 차이는 가족의 기

능이 환자의 장애 정도의 심각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정길수 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 , 1990)

된다.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과 부담감과 가족기능과의 상관

관계 분석에서 희망과 가족의 결속력간에 유의한 정 상

관이 있었는데 이는 희망이 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예상

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희망과 부담감 희망과 가족 적응. ,

력과의 관계는 반복되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계속 연구

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Ⅵ 결론 및 제언.

결론1.

이 연구는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과 부담감 정도 및

가족기능 정도를 알아보고 희망과 부담감과 가족기능과

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대학교 병원과C

서울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 받고 치료 중인 아동의 어S

머니 명에게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하였다 수145 .

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여SAS t-test,

와 및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로 분석하였다coefficients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암 환아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세로 세가1) 35.6 30-39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종교57.3%,

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이었다 암 환아 평66.0% .

균 연령은 세로 세가 가장 많았으며 진단은8.6 1-7

백혈병이 로 가장 많았다60.8% .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 정도는 점 중 점 부담2) 4 3.2 ,

감 정도는 점 만점 중 점이었으며 암 환아 가5 2.6 ,

족기능의 총 점수는 점 만점 중 점으로 가족 결5 3.5

속력이 점 가족 적응력이 점이었다3.9 , 3.1 .

암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은 직업을3)

갖고 있는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어머니보다 유의하

게 희망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부담감정도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하

여 부담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가족의 결속력점수는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인

군 보다 대졸 중퇴이상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종

교를 갖은 어머니가 종교가 없는 군보다 가족의 적응

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족의 수입이 월 평균 300

만원 이상인 어머니 군이 만원 이하인 군에 비하100

여 가족 결속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암 환아 특.

성에 따른 환아 어머니의 희망 부담감 및 가족기능,

정도는 암 환아 진단이 백혈병인 군이 기타 질환 군

보다 가족 결속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암 환아 어머니의 희망과 부담감과 가족 기능과의 관4)

계분석에서 어머니의 희망과 부담감과는 유의한 상관

이 없었으며 가족 기능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

고 희망과 가족의 결속력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어,

희망이 높을수록 결속력이 높았다.

제언2

이상의 결과로 다음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 일부 병원의 암 환아를 대1.

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므로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대상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암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지속적으2.

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암 환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그들의 희망 부담감 및 가족기능에 대하여 연구하,

고 비교 할 것을 제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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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아 가족 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정상 아동인 암3.

환아 형제를 대상으로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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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Burden, Hope, Family function,

Cancer child, Mother

The Hope, Burden, and Family

Function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Park, Ho Ran*Park, Sun Nam**

Jung, Kyang Hee***Kim, Hae Ja****

The purpose of the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 among the hope,

the burden and the family function in mothers

caring for children with cancer. 145 mothers

completed the three questionaires of the study

divided into tree sections: a) The Hope Scale,

b) The Burden Scale, c) FACES- . TheⅢ

collected data was analysed with t-test,

ANOVA, Scheffé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age of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was 35.6 years old and the ages

between 30 to 39 were the most abundant.

57.3% of the mothers had an education level

of below high school education and 66.0%

had religion. The average age of the children

was 8.6 years old. Ages between 1 to 7 were

the most and 60.8% were diagnosed as

leukemia.

2) Regarding the section of degree of burden,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marked 2.6

out of 5, and the degree of hope 3.2 out of

4. The result for family function came out to

be 3.5 out of 5, an average of family

cohesion of 3.9 and family adaptation of 3.1.

3) There were significantly less burden to the

mothers who were living together with a

spouse compared to the mothers who were

not. Also mothers who replied that they

preserved good health came out to be

exposed to less burden compared to the

mothers who did not. In analysing hop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mothers

who were employed marked high in the

degree of hope compared to unemployed

mothers. Furthermore, the degree of family

cohesion marked higher with mothers who

had higher education of college graduate,

mothers with religion and mothers with a

monthly family income of over 3,000,000,￦

compared to the group of mothers with lower

education of high school graduate,

non-religious or with a monthly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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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idate for Ph.D.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Sam- Sung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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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of less than 1,000,000.￦

4) Excluding the fact that the group sorted with

children diagnosed as leukemia marked a

perceivably high score regarding family

cohesion, compared to groups with other

cancers, the degree of burden, hope and

family cohesion did not show any noticeable

differe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different cancers.

5) In the correlation of the hope, the burden

and the family function regarding the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the burden

did not have any manifest relationship with

hope or family function. However, the degree

of hope and family function cohesion had a

direct proportional relationship, as family

cohesion marked higher when the degree of

hope were hig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