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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아동의 입원은 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며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아.

동을 돌보는 주된 양육자는 아동 곁에 상주하면서 입원

생활의 전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동과의 공통의 경

험을 통해 불안 좌절감 무기력 등의 정서적 반응을 겪, ,

게 된다노와 탁 문 조 여러( , 1996; , 1989; , 1995).

연구에서 아동의 입원으로 인한 가족의 정서적 반응을

보고하였는데문 조 아동의 입원 시 가( , 1989; , 1995),

족은 낯선 병원 환경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아동에,

대해 걱정스러워하며 아동의 질병의 경과와 예후에 대,

해 불안을 표현하였다 노 의 연구에서 학령기 환. (1984)

아 어머니의 상태 불안은 정상 아동 어머니의 상태 불안

보다 더 높았다.

또한 입원 아동의 가족은 아동의 질병 상태를 애매모

호하게 인지하고 질병에 대한 정보와 명료성이 부족하,

며 질병의 예후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운 상태 즉 불확, ,

실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오 불안 수준은 질( , 1997).

병의 경과와 예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없을 때

더 높아지는데 환아 어머니는 아동의 진단명을 알고 있,

는 경우보다 모르는 경우에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조( ,

즉 질병 상태에 관한 사실들을 충분히 파악하지1992).

못하고 구조화하거나 범주화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은 불,

안을 야기 시킨다이( , 1984).

이러한 가족의 불확실성과 불안은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에게도 입원 기간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의 정서는 아동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즉 긍정적.

인 정서는 아동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적응과 질병 치료

및 회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부정적인,

정서는 아동의 불안을 증진시키고 치료를 지연시킨다조( ,

따라서 질환으로 입원한 아동과 가족을 돕기 위1995).

해서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연령 입원에 대한 준비 형태와 정도 입, ,

원 기간과 빈도 과거 입원 경험 아동의 기질 부모의, , ,

대응 능력 아동과 부모의 관계 병원 환경 등의 요인들, ,

은 가족의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조 등( , 2000),

가족의 월수입 교육 정도 아동의 질병 상태 및 질병의, ,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부모의 불확실성이

다르기 때문에조 오 오와 박( , 1992; , 1997; , 1998),

입원 아동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간호중재가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입원한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

성과 불안을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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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차이를 파악하여 입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간호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파1)

악한다.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의 관2)

계를 알아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원 아동 가족의 불확실성과 불3)

안을 알아본다.

용어의 정의2.

불확실성1)

불확실성은 질병의 치료 과정 및 경과와 관련된 상황

적 자극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모호하게 받아

들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박(Mishel, 1988),

이 번안한 의 부모의 불확실성 인(1996) Mishel(1983)

지 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불안2)

불안은 긴장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

행동적 반응과 관련된 과정으로 측정 순간에 경험하는,

주관적인 긴장감이나 염려를 나타내는 상태 불안과 비교

적 안정되고 뚜렷한 개인차를 지닌 기질 불안으로 구분

할 수 있다(Spielberger, Lushene and Mcadoo,

본 연구에서는 김 이 번안한1977). (1978) Spielberger

의 상태 기질 불안 자가 평가 도구로 측정한 상(1972) -

태 불안을 의미한다.

연구의 제한점3.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일부 지역의 병원

에 입원한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

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Ⅱ 문헌 고찰.

불확실성은 사건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

는 상태로 사건에 대해 명확한 가치를 정할 수 없을 때,

생기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Mishel

은 가지 단계의and Braden, 1988). Mishel(1988) 4

불확실성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첫째 불확실성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 단계 둘째 위험이나,

기회로 불확실성을 간주하는 평가 단계 셋째 문제 중심,

이나 정서 중심의 대처 단계 넷째 효과적인 대처로부터,

나오는 상황 적응의 단계로 구성된다 개인이 불확실성.

을 변화시키고 다룰 수 있다고 믿을 때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정보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재, ,

평가하는 등의 문제 중심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중심적 대처 전략은 불확실성과 관련된 정

서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문제에 중(Mishel, 1988).

점을 둔 대처는 직접적인 행동과 관련된 전략으로 스트,

레스를 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다(Lazarus and Folkman, 1984).

은 질병을 경험하는 개인이 가지 형Mishel(1983) 4

태의 불확실성 즉 질병 상태에 대한 애매모호성 명료성, ,

의 부족 질병의 심각성과 진단에 대한 정보의 부족 예, ,

후와 질병 과정에 대한 불예측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애.

매모호성은 불확실성의 형태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무

능력으로 정의되며 자극이 애매모호하게 판단될 때 불,

확실성이 더욱 증가한다 명료성의 부족은 친숙하지 않.

은 의학 용어의 사용 등으로 인한 불완전한 설명이나 부

모의 경험 부족 제한된 지적 능력 등으로 인한 이해 부,

족의 결과로 일어난다 정보 부족은 불확실한 진단 및.

질병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정보가 공유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다 불예측성은 아.

동의 치료 기간 중 아동 양육 방법을 포함한 부모의 역

할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잦은 재발과 예측할 수,

없는 병의 예후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

(Mishel, 1983, 1988).

입원 아동의 가족은 아동의 질병 상태를 애매모호하게

인지하고 명료성과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질병, ,

의 예후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운 상태 즉 불확실한 상,

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질병을 앓고 있.

는 아동과 가족에게 입원 치료 및 간호 과정동안 영향,

을 미친다 또한 불확실성은 아동과 가족의 일반적 특성.

에 따라 다르게 인지되는데 입원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

으로 한 오 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교육 정도 월(1997) ,

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암환아 가족을 대상,

으로 한 민 의 연구에서 질병 상태에 따라 유의한(1994)

차이가 있었으며 암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오와 박,

의 연구에서 가족의 월수입 질병의 심각성 인식(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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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입원 아동의 어머니는 불확실성을 높게 인지하는 경우

에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았다박 등 불안은 불( , 2000).

특정적이며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정

서적 반응으로 생리적 각성과 함께 여러 유형의 걱정,

행동과 감정이 혼합된 주관적인 느낌이다이 등( , 1992).

등 은 불안을 상태 불안과 기질 불Spielberger (1977)

안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상태 불안은 측정.

순간에 경험하는 주관적인 긴장감이나 염려를 나타내는

불안으로 어떤 환경을 개체가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

면 상태 불안의 수준은 높아진다 기질 불안은 비교적.

안정되고 뚜렷한 개인차를 지닌 불안으로 불안 경향에,

있어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개인차를 지닌 동기나 획득

된 행동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Spielberger, et al.,

1977).

아동이 입원했을 때 아동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다

양한 정서 반응을 나타낸다 부모는 처음에 특히 질병이. ,

갑작스럽거나 심각한 경우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

이지만 아동의 질병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분,

노나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아동의 입원이 결정되면 부.

모의 죄책감은 더 깊어지고 두려움과 불안을 표현한다,

이러한 불안은 아동의(Whaley and Wong, 1997).

입원이라는 특정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상태 불안으로,

입원 아동의 가족이 입원으로 인한 환경 변화를 위협적

인 것으로 지각하면서 상태 불안의 수준은 높아진다.

입원 아동의 가족은 병원과 의료인이라는 낯선 환경,

다양한 검사로 인한 아동의 손상이나 통증 질병의 경과,

와 예후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어 불안을,

경험하는데 아동의 질병 상태가 심하거나 입원이 반복,

되는 경우 진단명을 알지 못할 때 불안은 더 높았다문, ( ,

문과 박 조 조 즉 질병1989; , 1996; , 1992; , 1995).

의 경과 및 치료 과정과 관련된 상황적 자극에 대해 정

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모호하게 받아들이는 불확실성은

불안을 야기시켜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도 높

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이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 1984),

한 이 의 연구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은 순상관 관(1984)

계였다.

질병과 병원 환경 및 치료적 과정에 적응해야 하는 아

동은 가족에게서 지지와 지원을 받으므로 가족의 불확,

실성과 불안은 낯선 병원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동에

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Ⅲ 연구 방법.

연구 설계1.

본 연구는 입원한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2.

본 연구는 대구 시내 대학 부속병원 소아과병동에C

입원한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입원 아동을 돌.

보는 가족 명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130

얻은 후 그 자리에서 직접 면접을 통해 구조화된 질문지

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누락은 없었다 질환의 특성은 가, .

족의 정서적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문 민( , 1989; ,

오와 박 선천성 기형 사고 소아암 및1994; , 1998), , ,

만성 질환으로 입원한 아동의 가족을 제외하고 호흡기,

계 질환 위장관계 질환 비뇨기계 질환 등 급성 질환으, ,

로 입원한 아동의 가족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126 .

연구 도구3.

불확실성1)

불확실성은 이 개발한 부모의 불확실성Mishel(1983)

인지 측정 도구(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문항을 수정 보완한 박 의 불Scale: PPUS) 31 (1996)

확실성 도구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애매모28 .

호성 문항 명료성의 부족 문항 정보 부족 문항12 , 7 , 5 ,

불예측성 문항으로 구성된 점 척도로 점수가4 4 Likert ,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음을 의미한다최저 점에서 최( 28

고 점 본 연구에서 반분법을 이용한 신뢰도 점수는112 ).

이었고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학 교수0.868 ,

인과 해당 분야 간호사 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2 2 .

불안2)

불안은 김 이 번안한 의 상(1978) Spielberger(1972)

태 불안 자가 평가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상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된 점20 4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최저, (

점에서 최고 점 본 연구에서 반분법을 이용한 신20 80 ).

뢰도 점수는 이었고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0.898 ,

간호학 교수 인과 해당 분야 간호사 인으로부터 자문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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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다.

자료 분석4.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Social Sciences)

석하였다.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은 서1)

술 통계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성과 불안간의2)

관계는 로 검정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원 아동 가족의 불확실성과 불3)

안은 로 검정하였다one-way ANOVA .

Ⅳ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1.

입원 아동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표 과 같다< 1> .

입원 아동을 돌보는 대상자는 아동의 어머니가

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연령은 세가77.0% , 31-40

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는 종교가 있었50.0% . 56.3%

고 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는 대, 75.4% , 46.8%

졸 이상이었다 대상자의 에서 가족의 월수입이. 66.7%

만원이었고 에서 가족 형태가 핵가족이101-200 , 84.9%

었다 대상자의 는 입원 아동을 하루 종일 돌보았. 82.5%

으며, 아동의 질병 심각성에 대해서 의 대상자가50.0%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의 대상자는, 46.0%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입원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표 와 같다< 2> .

개월 이하의 영아기에 속하는 입원 아동은12 51.8%

였고 개월의 유아기에 속하는 아동은, 13-36 25.4%,

개월의 학령전기에 속하는 아동은37-72 13.2%,

개월의 학령기에 속하는 아동은 였다 입원73-144 9.6% .

아동의 가 남아였고 는 둘째아였다 입원59.6% , 50.0% .

아동의 는 호흡기계 질환으로 입원하였고66.7% ,

가 입원 기간 일이었으며 의 아동이60.5% 1-3 , 60.5%

입원 경험 없이 처음 입원한 상태였다.

표 입원 아동 가족의 일반적 특성< 1> N=126

일반적 특성 실수 비율

아동과의 관계 어머니 97 77.0

아버지 17 13.5

할머니 7 5.5

기타 가족 5 4.0

연령세( ) 21-30 49 38.9

31-40 63 50.0

41-50 5 4.0

51- 9 7.1

종교 있음 71 56.3

없음 55 43.7

직업 있음 31 24.6

없음 95 75.4

교육 중졸 이하 11 8.8

고졸 56 44.4

대졸 이상 59 46.8

가족 월수입만원( ) -100 11 8.7

101-200 84 66.7

201-300 21 16.7

301- 10 7.9

가족 형태 핵가족 107 84.9

확대가족 19 15.1

입원동안 아동을 하루 종일 104 82.5

돌보는 시간 낮동안 6 4.8

밤동안 6 4.8

가끔 10 7.9

아동의 질병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1.6

심각성에 대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63 50.0

인지 심각한 편이다. 58 46.0

매우 심각하다. 3 2.4

표 입원 아동의 일반적 특성< 2> N=114

일반적 특성 실수 비율

연령개월( ) 1-12 59 51.8

13-36 29 25.4

37-72 15 13.2

73-144 11 9.6

성별 남 68 59.6

여 46 40.4

출생 순위 첫째 53 46.5

둘째 57 50.0

셋째 4 3.5

진단명 호흡기계 질환 76 66.7

위장관계 질환 12 10.5

혈액계 질환 8 7.0

비뇨기계 질환 7 6.1

패혈증 6 5.3

뇌기능 피부 질환, 5 4.4

입원 기간일( ) 1-3 69 60.5

4-6 30 26.3

7-9 15 13.2

입원 경험 있음 45 39.5

없음 69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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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성2.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성은 최저 점31

에서 최고 점까지의 범위로 평균 점 평점95 64.70 ,

표준편차 이었다 표 또한 불확실성의 하2.31( 0.38) < 3>.

위 개념인 개 요인의 평점은 명료성의 부족이 표4 2.59(

준편차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예측성0.41) , 2.46

표준편차 정보 부족 표준편차 애( 0.43), 2.22( 0.47),

매모호성 표준편차 의 순이었다2.14( 0.46) .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안3.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안은 최저 점에서20

최고 점까지의 범위로 평균 점 평점 표72 47.93 , 2.40(

준편차 이었다 표0.48) < 4>.

표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안< 4>

최저 최고 평균 평점 표준편차

불안 20 72 47.93 2.40 0.48

입원 아동 가족의 불확실성과 불안간의 상관 관계4.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은

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 표r=0.556(P=0.000) < 5>.

또한 불확실성의 하위 개념인 개의 요인 각각과 불안과4

의 상관 관계를 보면 불안은 애매모호성과, r=0.562

명료성의 부족과(P=0.000), r=0.343(P=0.000),

정보 부족과 불예측성과r=0.475(P=0.000), r=

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0.403(P=0.000)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원 아동 가족의 불확실성과5.

불안

입원 아동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

안은 표 과 같다< 6> .

입원 아동을 돌보는 대상자의 불확실성은 할머니의 경

우가 부모나 기타 가족의 경우에 비해 높았고 대상자의,

연령이 세 이상일 때가 세 이하일 때보다 높았으51 50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 .

의하지는 않았으나 입원 아동을 하루종일 돌보는 대상자

의 불확실성이 낮동안만 돌보는 대상자나 가끔 불규칙하

게 돌보는 대상자의 불확실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입원 아동을 돌보는 대상자의 불안은 종교가 있는 경

우에 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인 점보다 유45.98 49.75

의하게 낮았다 또한 가족 월수입에 따라서(P=0.033).

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만원의 월수입을 갖, 101-200

는 대상자의 불안은 점으로 만원 이상의 월수48.70 301

입을 갖는 대상자의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38.88

아동의 상태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대(P=0.033).

상자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불안은 각각

점과 점으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49.67 48.33

한 대상자와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불

안 점과 점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46.52 41.00 ,

하지는 않았다.

입원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안은 <

표 과 같다7> .

대상자의 불확실성과 불안은 입원 아동의 연령이

개월인 경우에 개월 이상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1-12 12

났고 입원 기간이 일로 짧은 경우에 일 이상으로, 1-3 4

긴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표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성< 3>

요인 문항수 최저 최고 평균 평점 표준편차

불확실성전체( ) 28 31 95 64.70 2.31 0.38

애매모호성 12 12 39 25.65 2.14 0.46

명료성의 부족 7 10 26 18.11 2.59 0.41

정보 부족 5 5 19 11.10 2.22 0.47

불예측성 4 4 15 9.83 2.46 0.43

표 입원 아동 가족의 불확실성과 불안간의 상관 관계< 5>

불확실성전체( ) 애매모호성 명료성의 부족 정보 부족 불예측성

불안
0.556 0.562 0.343 0.475 0.403

(0.000) (0.000)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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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입원 아동을 돌보는 대상자의 불확실성과 불안.

은 아동의 성별 출생 순위 진단명 입원 경험에 따라, , ,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Ⅴ 논 의.

본 연구에서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성은

평균 평점 이었고 불안은 평균 이었64.70( 2.31) , 47.93

다 이는 입원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오. (1997)

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불확실성 평점 과 유사한 정2.37

도였고 만성질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박 의, (1996)

연구에서 불확실성의 평균 암환아 부모를 대상으68.43,

로 한 오 의 연구에서 불확실성의 평균 보(1999) 67.53

다 약간 낮은 정도였다 또한 학령기 입원 아동의 어머.

니를 대상으로 한 문과 박 의 연구에서 상태 불안(1996)

일반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박 등 의46.7, (2000)

연구에서 상태 불안 와 유사한 정도였다49.9 .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 기형 사고 소아암 및 만성 질, ,

환으로 입원한 아동의 가족을 제외하고 호흡기계 질환, ,

위장관계 질환 비뇨기계 질환 등으로 입원한 아동의 가,

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불확실성 정도는 만성질환아,

어머니와 암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입원 아동의 가족은 아동.

의 질병 상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준의 불,

확실성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소아.

암과 만성 질환 등으로 입원한 아동의 가족 뿐 아니라

급성 질환으로 입원한 아동의 가족도 질병과 치료에 관

해 불확실한 상태를 경험함을 기억하고 이를 감소시키,

기 위한 간호 중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원 아동의 가족은 불확실성의 하위 개념 중 명

표 입원 아동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안< 6>

일반적 특성
불확실성 불안

평균 표준편차± p 평균 표준편차± p

아동과의

관계

어머니 64.75±10.29 0.832 48.78± 9.15 0.299

아버지 63.06±14.39 44.24±12.20

할머니 67.43± 5.80 46.43± 8.28

기타 가족 65.40± 9.84 46.00± 7.84

연령세( ) 21-30 64.82± 9.58 0.619 48.84± 8.66 0.513

31-40 64.70±12.03 47.90±10.69

41-50 59.20± 7.19 42.60± 4.83

51- 67.11± 6.77 46.11± 7.22

종교 있음 63.59±11.78 0.186 45.98± 9.35 0.033

없음 66.13± 8.88 49.75± 9.35

직업 있음 63.39±11.49 0.432 46.45±11.63 0.324

없음 65.13±10.38 48.41± 8.79

교육 중졸 이하 67.36± 9.01 0.440 45.45± 6.39 0.212

고졸 65.41±11.72 49.55±10.53

대졸 이상 63.53± 9.84 46.85± 8.93

가족 월수입

만원( )

-100 68.73± 9.75 0.380 47.41± 7.19 0.033

101-200 64.76±10.37 48.70± 9.07

201-300 61.90±11.77 47.80±10.48

301- 65.60±11.35 38.88±10.03

가족 형태 핵가족 64.68±10.55 0.968 47.94± 9.43 0.966

확대가족 64.79±11.48 47.84±10.52

입원동안

아동을

돌보는 시간

하루 종일 63.85±10.55 0.120 48.07± 9.26 0.955

낮동안 68.83± 9.13 46.00±10.43

밤동안 63.83±11.30 47.00±13.81

가끔 71.60±10.44 48.20±10.82

아동의

질병 심각성에

대한 인지

전혀 심각하지 않다. 54.00±11.31 0.320 41.00± 5.66 0.227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63.90±11.27 46.52± 9.12

심각한 편이다. 66.07± 9.96 49.67±10.07

매우 심각하다. 62.00± 7.55 48.33±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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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성의 부족을 가장 높게 인지하였고 불예측성 정보 부, ,

족 애매모호성의 순으로 높게 인지하였다 이는 경련성, .

질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인 의 연구와 암환(1989)

아를 대상으로 한 오와 박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1998)

과였으나 애매모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Mishel

의 연구 불예측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만성질환(1983) ,

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박 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1996)

었다.

명료성의 부족은 친숙하지 않은 의학 용어의 사용 등

으로 인한 불완전한 설명이나 부모의 경험 부족 제한된,

지적 능력 등으로 인한 이해 부족의 결과로 일어난다

따라서 입원 아동과 가족을 간(Mishel, 1983, 1988).

호할 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충분하게 아동의 상태,

질병 과정 치료적 처치 및 간호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간호사의 명료한 정보 제공은.

입원 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안은 불확실성과

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고 불확실성의 하위 개r=0.556 ,

념인 애매모호성 명료성의 부족 정보 부족 불예측성과, , ,

도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 즉 가족의 불확실성이 높을수.

록 불안 정도도 높게 인지되었다 입원 아동의 가족은.

병원과 의료인이라는 낯선 환경 질병의 경과 예후 등에, ,

관해 불안해하고 질병 상태의 심각한 정도나 진단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되어 불안을 경험하는데문( ,

문과 박 조 조 이러한1989; , 1996; , 1992; , 1995),

불안과 관련된 특성들은 불확실성과도 관련되므로 불확,

실성을 높게 인지하는 입원 아동의 가족은 불안도 높게

인지한다 질환에 대한 불확실성은 불안을 야기시키므로.

이 입원 아동의 가족에게 불확실성을 감소시키( , 1984),

기 위해 명료한 정보 제공 등의 간호를 수행한다면 이,

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원 아동을 돌보는 대상자의 불확실성은 할머니의 경

우가 부모나 기타 가족의 경우에 비해 높았고 대상자의,

연령이 세 이상일 때가 세 이하일 때보다 높았으51 50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현재 여성의 사회 진, .

출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입원 아동을 돌보는 대

상자가 아동의 어머니 외에 할머니 등 다른 가족 구성원

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양육대행자의 연령도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아동의 할머니가 지각하는 불확실성이 높았음

을 주목하여 아동의 입원 시 부모 외의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반응을 정확히 사정하고 이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입원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의 불확실성과 불안< 7>

일반적 특성
불확실성 불안

평균 표준편차± P 평균 표준편차± P

연령개월( ) 1-12 66.62±10.25 0.144 49.61± 9.61 0.141

13-36 61.65±10.11 46.77± 8.38

37-72 64.69±13.05 46.81±11.11

73-144 62.23± 9.57 43.54± 8.91

성별 남 65.51±11.35 0.307 48.11± 9.37 0.802

여 63.54± 9.54 47.67± 9.87

출생 순위 첫째 63.71± 9.80 0.592 47.55± 8.97 0.875

둘째 65.68±11.73 48.38±10.42

셋째 65.25± 4.92 47.00± 5.10

진단명 호흡기계 질환 63.42±11.20 0.285 46.80± 9.98 0.453

위장관계 질환 63.62± 8.39 50.15± 9.26

혈액계 질환 68.00± 4.61 51.33± 3.12

비뇨기계 질환 70.71±10.90 51.86± 8.75

패혈증 69.25± 9.91 50.00± 9.97

뇌기능 피부 질환, 67.40±12.54 46.20±10.62

입원 기간일( ) 1-3 65.32± 9.11 0.591 48.94± 9.23 0.254

4-6 64.34±11.08 46.97±10.17

7-9 62.38±16.02 44.94± 9.63

입원 경험 있음 64.13±10.52 0.455 47.74± 8.65 0.783

없음 65.59±10.88 48.22±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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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원 아동을 하루종일 돌보는 대상자의 불확실성

은 낮동안만 돌보는 대상자나 혹은 가끔 불규칙하게 돌

보는 대상자의 불확실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입원 아동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가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의 상태와 경과 및 진

행 과정에 대해 잘 알게 되므로 불확실성을 낮게 인지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입.

원 아동을 곁에서 계속 돌보지 못하는 가족은 불확실성

이 높으므로 이들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은 종교 교육 정도 직업 가족, , ,

의 월수입 가족 형태 아동의 성별 연령 출생 순위, , , , ,

입원 기간 및 입원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불안은 종교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문과 박 의 연구 보, (1996)

고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대상자의 불안은 가족 월.

수입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박 등, (2000)

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입원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조 의 연구에서 환아의 예(1992)

후가 나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예후가 좋을 것이라

고 응답한 경우보다 불안이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아동의 상태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불안 수준이 높았다 즉 아동의 질병 상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가족은 불안도 높게 인식하므로,

간호사는 이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 제공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결론1.

입원한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알

아보고 파악하여 입원 아동 및 가족 간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구 시내 대학 부속병원 소아과병동에 입원한, C

아동의 가족 명을 대상으로 의 불확실성 측정126 Mishel

도구와 의 상태 불안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Spielberger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성은 최저 점1) 31

에서 최고 점까지의 범위로 평균 점 평점95 64.70 ,

이었다 또한 불확실성의 요인 중 명료성의 부2.31 .

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예측성 정보 부족 애, , ,

매모호성의 순이었다.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안은 최저 점에서2) 20

최고 점까지의 범위로 평균 점 평점72 47.93 , 2.40

이었다.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은3)

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 또한 불안은 불r=0.556 .

확실성의 요인 중 애매모호성과 명료성의r=0.562,

부족과 정보 부족과 불예측성r=0.343, r=0.475,

과 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r=0.403 .

입원 아동의 가족이 인지하는 불안은 종교와 가족 월4)

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입원한 아동을 돌보는 가족은 불확실성

과 불안을 경험하며 불확실성을 높게 인지할 수록 불안,

의 정도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입원 시.

가족의 불확실성과 불안 정도를 정확히 사정하여 이를,

경감시키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간호 중

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언2.

아동의 입원 시 가족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질병 과정과 입원 생활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돕는 간호 중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알,

아보는 연구의 실시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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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Uncertainty, Anxiety

Uncertainty and Anxiety in

Families of Hospitalized Children

Koo, Hy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uncertainty and anxiety in families

of hospitalized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and state anxiety. The subjects

consisted of 126 families of hospitalized children

in one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in Daegu.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uncertainty was 64.70

(Range=31-95). The mean scores of subsets

of the uncertainty were followed as: lack of

clarity (2.59), unpredictability (2.46), lack

of information (2.22) and ambiguity (2.14).

2. The mean score of state anxiety was 47.93

(Range=20-67).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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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level of uncertainty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level of state anxiety.

4. The level of anxiety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religion and monthly income.

The abov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uncertainty and the state anxiety in families of

hospitalized children were positively correlated.

Therefore, nursing intervention for reducing

uncertainty and anxiety and improving coping

method should be provided for families of

hospitalized child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