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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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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Attitude and Anxiet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Epilepsy 
So Yeon Park1, Hyeon Ok Ju2

1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san; 2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levels and correlations of epilepsy specific knowledge, attitude and anxiet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epilepsy. Methods:  Participants were 176 mothers of children with epilepsy living in B and Y citie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the SPSS 21.0 program. Results: Participants scored 57.2 (±1.7) 
out of 100 points on epilepsy-related knowledge; 35.6 (±5.0) out of 48 points on attitude toward epilepsy; 58.1 (±15.3) out of 85 on anxiety 
related to a child’s epileptic condition. The participants had higher levels of epilepsy-related knowledge if their family monthly income was three 
million KRW or higher (t=-2.92, p=.004); if there was no side effect from the medication (t=-2.91, p=.004); and if the mothers’ perception of 
the child’s health was good (F=6.181, p=.001).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related to epilepsy (r=.321, 
p<.001),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nxiety (r=-.257, p=.001).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interventions 
which reduce mothers’ anxiety by providing epilepsy specific knowledge and help to achieve more positive attitudes to better ways of coping 
with child’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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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뇌전증은 다양한 원인과 발병과정을 통해 경련이나 의식 장애 등과 

같은 발작(Seizure)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WHO[1]의 

보고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4-10명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50-70명이 유병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누

적 발생률과 유병률을 통해 뇌전증을 가진 인구의 절반이 아동기에 발

병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경우 뇌발달이 빠르고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상받기 쉬운 뇌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

뇌전증의 최소 치료 기간은 2년이며, 의학적 발전으로 뇌전증 환자의 

70-80%는 지속적인 약물로 경련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손상이나 부작용, 불안 및 질병에 대한 부정적 태도, 학습 장애 등 

의학적으로 극복되지 않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3]. 그러나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올바른 약물 복용과 경련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고 이를 피하는 등의 자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4-5].

뇌전증 아동에게 약물 요법이 일차적 치료라고 한다면, 질병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대처 등의 관리를 위한 중재는 이차적 중재라고 할 수 

있다[6]. 뇌전증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의 일차 책임자인 동시에 

약물 복용과 질병에 대해 관리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이 경련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어머니는 불안감과 공포

를 느끼며, 경련이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7]. 그뿐만 아니라 뇌전증이라는 질병 자체에 적응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양육의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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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지식수준이 

다른 만성 질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뇌전증 아동의 

유병기간이 짧을수록 질병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더 부족하였다[9]. 

뇌전증이라는 질병에 대한 적응은 질병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과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아동 및 가

족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뇌전증에 대한 낙인이며, 이는 질병에 대한 

지식과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0]. 

국내에서 뇌전증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지지, 캠프 등의 중재를 

통해 지식과 대처 방법을 제공한 연구가 있었으나[11,12], 오랫동안 뇌

전증을 앓아온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Shore 등[9]의 

연구에 의하면 뇌전증 아동과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요구는 발작 후 3

개월에 가장 높고, 걱정과 염려 및 정보에 대한 요구는 24개월 동안 지

속된다고 하였다. 뇌전증에 대한 지식부족과 오해는 부모의 불안과 관

련이 있다는 보고들도 있다[13]. 이에 본 연구는 뇌전증 아동의 최소 약

물 치료기간이 2-3년인 점과 유병기간이 짧을수록 질병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뇌전증 유병기간이 24개월 

이내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불안 

정도를 파악하여, 어머니들이 뇌전증 아동을 관리하기 위한 중재 프

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뇌전증으로 진단받은 지 24개월 이내의 아동 어머

니를 대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불안 정도와 이들 변수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불안 정도를 

조사한다.

2) 뇌전증 아동 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및 

불안 정도의 차이를 조사한다.

3)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불안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B시와 Y시의 P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뇌신경 

클리닉 외래를 통해 치료 중이며, 뇌전증으로 진단받은 지 24개월 이내

인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Version 

3.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정방법 ANOVA,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2 (medium), 검정력 .80을 기준으로 필요한 대상자는 150명이었다. 이

에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응답이 

미흡한 4부를 제외하여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76부였다. 

연구 도구

뇌전증 관련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Pfäfflin, Petermann, Rau와 May[14]가 

뇌전증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뇌전증 관련 척도-부모용’ 도구

이다. 전자우편을 통해 도구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과 독

일어판 원도구를 받았고, 독일어 전공자에게 번역 및 역번역을 의뢰하

였다. 이후 한국어로 번역된 도구를 간호학 교수 1인, 소아신경 전문의 

1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원도구는 지식, 대처, 태도, 불

안 및 뇌전증 관련 규칙과 제한 등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식, 태도 및 불안 등의 29문항을 사용하였다. 태도문항

은 원도구에서 13문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식과 관련된 문항 하나를 

제외하고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뇌전증에 대한 지식(Epilepsy specific 

knowledge) 측정도구는 9문항의 명목 척도이다. 정답이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뇌전증에 대한 태도

(Epilepsy attitude scale)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총 12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가 4점,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뇌전증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뇌

전증에 대한 불안(Epilepsy anxiety scale)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17문

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

렇다’가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뇌전증에 대한 불안이 높음을 의미

한다.

뇌전증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Pfäfflin 등[14]의 연

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가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5였다. 불안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Pfäfflin 등[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자료 수집 방법

B시와 Y시의 P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뇌신경 클리닉 외래를 방문

하는 뇌전증 아동 어머니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절차를 설명하

고,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구조

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

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이었고, 답례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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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고려

본 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P대

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 B)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013031).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해 연구에

서 무기명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에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정보

를 미리 제공하였다.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이 유지되고,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으

며, 중도 탈락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주었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1) 뇌전증 아동 및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2)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불안은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뇌전증 아동 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및 

불안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로 분석하였다.

4)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불안 간의 상

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뇌전증 아동 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

뇌전증 아동 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어머니

의 평균 연령은 39.3 ± 5.6세였고, 자녀수는 2명 이상인 경우가 74.4%였

으며, 가족 월수입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57.4%였다. 어머니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 혹은 ‘매우 건강하다’라고 생각하

는 경우가 59.1%였다.

아동의 평균 연령은 8.6 ± 5.0세였으며, 진단받은 연령은 평균 7.2 ±

4.9세였고, 유병기간은 평균 15.2 ±10.4개월이었다. 약물의 부작용은 없

는 경우가 74.4%였고, 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건강상태는 ‘건

강하다’ 또는 ‘매우 건강하다’가 71.6%였다.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불안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불안 정도는 Ta-

ble 2와 같다. 지식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7.2점(±1.7)이었

고, 태도는 48점 만점에 35.6점(± 5.0)이었다. 불안은 85점 만점에 58.1점

(±15.3)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뇌전증에 대한 지식점수가 가장 높

은 문항은 ‘대부분의 간질아동은 뇌전증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성장한

다’가 정답률 84.1%였으며, 가장 낮은 문항은 ‘전신 발작 시에는 경련이 

뇌 전체를 지배한다’로 정답률 40.9%였다. 태도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

은 ‘아이의 발작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치료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

다’와 ‘아이가 뇌전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고 

생각한다’가 4점 만점에 각각 3.5 ± 0.7점과 3.5 ± 0.6점이었으며, 가장 낮

은 문항은 ‘사람들의 뇌전증에 대한 인식부족이 나를 의기소침하게 한

다’로 2.3 ± 0.9점이었다. 불안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경련이 앞으로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and Their Children    (N=176) 

Participants Variable Category n (%) M ± SD

Mother Age (year) 20-29 7 (4.0) 39.3 ± 5.6
30-39 84 (47.7)
≥40 85 (48.3)

  Number of children 1 45 (25.6)   
≥2 131 (74.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72 (40.9)
≥College 104 (59.1)

  Job Yes 83 (47.2)
No 93 (52.8)

  Religion Yes 111(63.1)
No 65 (36.9)

  Monthly < 300 75 (42.6)
 (10,000 KRW) ≥300 101 (57.4)

  Perceived mother's Very good 22 (12.5)
 health Good 82 (46.6)

Not bad 62 (35.2)
Poor 10 (5.7)

Children Age (year) ≤5 53 (30.1) 8.6 ± 5.0
≥6 123 (69.9)

  Gender Male 90 (51.1)   
Female 86 (48.9)

  Gestational age < 37 7 (4.0) 39.2 ± 1.3
 (week) ≥37 169 (96.0)

  Birth weight (gram) < 2,500 12 (6.8) 3.2 ± 0.5
≥2,500 164 (93.2)

  Birth order First 103 (58.5)   
Second 57 (32.4)
≥Third 16 (9.1)

  Age of diagnosis ≤5 82 (46.6) 7.3 ± 4.9
 (year) ≥6 94 (53.4)

  Duration of illness ≤3 30 (17.1) 15.2 ± 10.4
 (month) 4-12 49 (27.8)

≥13 97 (55.1)
  Number of convulsions   ≤10 125 (71.0) 10.8 ± 25.2

 (annual) ≥11 51 (29.0)
  Side effect Yes 45 (25.6)   

No 131 (74.4)
  Perceived child's Very good 28 (15.9)

 health Good 98 (55.7)
Not bad 43 (24.4)
Poor 7 (4.0)

KRW = 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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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계속 아이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가 5점 

만점에 3.9 ±1.5점이었으며, 그 외 ‘불안점수가 높은 문항들은 경련이 평

생 지속되는 것’, ‘경련 중 아이가 다치는 것’ 및 ‘항경련제의 평생복용

과 부작용’ 등에 대한 것이 3.5점 이상이었다. 불안점수가 가장 낮은 문

항은 ‘아이가 경련 도중 사망할까봐 겁이 난다’가 2.5 ±1.4점이었다. 

뇌전증 아동 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전증 관련 

지식, 태도 및 불안의 차이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

도 및 불안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가족의 월수입이 300만 원 이상

인 경우의 지식점수가 61.3점(±18.5)으로 300만 원 미만인 경우 52.8점

(±19.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 -2.92, p=.004), 태도점수

의 경우 가족의 월수입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36.6점(± 5.0)으로 

Table 2. Scores for Epilepsy related Knowledge, Attitude and Anxiety in Mothers 

Variable Number of items Min. Max. M ± SD

Knowledge 9 11 99 57.2 ± 1.7

Attitude 12 17 48 35.6 ± 5.0

Anxiety 17 23 85 58.1 ± 15.3

Table 3. Differences in Knowledge, Attitude and Anxiety according to Mother's General Characteristics  (N=176) 

Variable Category
Knowledge Attitude Anxiety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Age (year) 20-29
30-29
≥40

65.0 ± 18.6
56.2 ± 20.9
58.5 ± 17.9

0.78 (.458) 35.8 ± 3.5
36.2 ± 5.1
35.0 ± 4.9

1.33 (.265) 65.5 ± 15.0
57.3 ± 15.8
58.1 ± 14.8

0.92 (.398)

Number of children 1
≥2

55.5 ± 19.8
58.4 ± 19.3

-0.88 (.379) 35.4 ± 4.0
35.7 ± 5.3

-0.33 (.742) 59.8 ± 15.8
57.4 ± 15.1

0.89 (.37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56.1 ± 19.9
58.8 ± 19.1

-0.90 (.368) 35.6 ± 4.1
35.6 ± 5.6

0.09 (.923) 58.9 ± 15.0
57.4 ± 15.5

0.65 (.514)

Job Yes
No

57.2 ± 21.1
58.3 ± 18.0

-0.39 (.924) 35.9 ± 7.8
35.4 ± 5.3

0.66 (.508) 59.2 ± 15.1
57.1 ± 15.6

0.92 (.357)

Religion Yes
No

58.2 ± 18.5
56.8 ± 21.0

0.43 (.662) 35.8 ± 5.2
35.2 ± 4.6

0.78 (.433) 57.6 ± 16.0
58.7 ± 14.1

-0.46 (.641)

Monthly income 
 (10,000 KRW)

< 300
≥300 

52.8 ± 19.7
61.3 ± 18.5

-2.92 (.004) 34.2 ± 4.7
36.6 ± 5.0

-3.22 (.002) 61.3 ± 14.7
55.5 ± 15.3

2.51 (.013)

Perceived mother's health Very good
Good
Not bad
Poor

60.5 ± 14.4
59.4 ± 20.4
54.0 ± 19.8
59.9 ± 17.5

1.13 (.335) 36.2 ± 6.3
35.3 ± 4.8
36.1 ± 5.0
33.9 ± 3.2

0.80 (.492) 54.6 ± 17.8
58.4 ± 14.8
58.2 ± 14.9
61.0 ± 16.5

0.49 (.685)

KRW = Korean won. 

Table 4. Differences in Knowledge, Attitude, and Anxiety according to Child's General Characteristics (N=176) 

Variable Category
Knowledge Attitude Anxiety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Age (year) ≤5
≥6

54.8 ± 22.4
58.9 ± 17.9

-1.27 (.205) 37.0 ± 4.3
35.0 ± 5.2

2.38 (.018) 58.7 ± 16.3
57.7 ± 14.9

0.38 (.703)

Birth order First
Second

55.7 ± 20.3
60.3 ± 17.6

1.31 (.272) 34.9 ± 4.8
36.5 ± 4.8

2.22 (.112) 59.7 ± 14.9
55.7 ± 16.1

1.42 (.244)

Age of diagnosis (year) ≤5
≥6

55.6 ± 21.7
59.5 ± 17.1

-1.32 (.188) 36.1 ± 4.9
35.2 ± 5.1

1.22 (.222) 58.9 ± 15.2
57.2 ± 15.4

0.71 (.474)

Duration of illness (month) ≤3
4-12
≥13

63.2 ± 18.0
53.9 ± 22.6
57.9 ± 17.8

1.76 (.186) 36.3 ± 5.7
34.9 ± 4.4
35.8 ± 5.1

0.22 (.638) 53.1 ± 15.1b

63.0 ± 14.7a

57.0 ± 15.1

4.45 (.013)

Number of convulsions (annual) ≤10
≥11

58.7 ± 18.1
55.2 ± 22.3

0.96 (.336) 35.9 ± 4.6
34.8 ± 5.8

1.40 (.162) 57.9 ± 16.0
58.4 ± 13.5

-0.24 (.810)

Side effects Yes
No

50.5 ± 21.2
60.1 ± 18.2

-2.91 (.004) 34.0 ± 5.5
36.2 ± 4.7

-2.56 (.011) 62.8 ± 11.8
56.4 ± 16.0

2.84 (.005)

Perceived child's health Very good
Good
Not bad
Poor

61.8 ± 17.2a

61.0 ± 18.8a

50.6 ± 19.5 
38.0 ± 14.1b

6.18 (.001) 38.7 ± 5.6a

35.8 ± 4.1b

33.8 ± 5.4c

31.1 ± 3.3d

8.32 ( < .001) 52.1 ± 16.2c

57.3 ± 16.3b

62.5 ± 11.3a

64.2 ±  8.6a

9.37 (.003)

Scheffe a > b > c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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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미만인 경우 34.2점(± 4.7)으로 높았다(t= -3.22, p=.002). 불안

점수는 가족의 월수입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55.5점(±15.3)으로 300

만 원 미만인 경우 61.3점( ±14.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t=2.51, p=.013).

뇌전증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및 불안의 차이는 Ta-

ble 4와 같다. 지식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약물 부작용

과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건강상태였다. 약물 부작용이 없는 경우의 

지식점수가 60.1점(±18.2)으로 부작용이 있는 경우 50.5점(± 21.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 = -2.91, p =.004),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와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지식점수가 각각 61.8점(±17.2)과 61.0점(±18.8)으로 ‘건강하지 않다’라

고 응답한 집단의 지식점수 38.0점(±14.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F = 6.181, p=.001).

태도점수는 아동의 연령, 약물 부작용과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5세 이하

인 경우가 37.0점(±4.3)으로 6세 이상 35.0점(± 5.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t=2.38, p=.018). 약물 부작용이 없는 경우가 36.2점(±4.7)으

로 부작용이 있는 경우 34점(± 5.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2.56, p=.011).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

을수록 태도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 = 8.32, p<.001).

불안점수는 자녀의 유병기간, 약물 부작용 및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

의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유병기간이 4개월에서 12개

월인 경우의 불안점수가 63.0점(±14.7)으로 3개월 이하의 53.1점(±15.1)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 = 4.45, p=.013). 약물로 인한 부작용

이 있는 경우 불안점수는 62.8점(±11.8)으로 부작용이 없는 경우 56.4점

(±16.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84, p=.005). 어머니가 지

각하는 자녀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인 경우 불안점수가 

52.1점(±16.2)으로 ‘보통이다’인 경우 62.5점(±11.3)과 ‘건강하지 않다’ 

64.2점(± 8.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F =9.37, p=.003).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도, 불안 및 대처 

간의 관계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불안 간의 관계

는 Table 5와 같다.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지식은 태도와 정적 상관관

계가 있었으며(r=.321, p < .001), 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r= -.257, 

p =.001). 또한 어머니의 태도는 불안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r= -.569, 

p< .001). 즉,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이며, 태도가 긍정적일수

록 불안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아동이 뇌전증으로 진단받으면 부모는 위기를 느끼며, 뇌전증에 대

한 지식부족과 오해는 부모의 불안을 유발시키고, 부모의 불안은 아

동에게 전달된다. 뇌전증 아동은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면서, 질병

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경련 발생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 본 연구

는 유병기간이 24개월 이내인 뇌전증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뇌전

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불안 등을 조사하고, 변수 간의 상관성을 밝

혀 뇌전증 아동 및 어머니를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

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지식수준은 100점 만점에 57.2점

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Pfäfflin 등[14]의 연구 74-83점보다 낮았다. 

이는 Pfäfflin 등[14]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유병기간이 평균 48개월이었

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균 15.2개월로 유병기간이 짧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뇌전증으로 진단받은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진단초기에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며[15], 뇌전증 발작이 시작된 후 6개월 

동안 불확실성을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다[9]. 따라서 뇌전증 아동과 

가족을 위한 간호중재를 계획할 때 진단직후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교육적 지지적 중재를 계획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뇌전증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가족의 월수입과 약물 부작용, 대상자가 지각하는 아동의 건강상태였

다. 월수입으로 대표되는 가족의 경제수준은 가족이 생활하는 데 스

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되며, 이는 질병에 대한 지식수준과 정보 획득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6]. 세르비아의 뇌전증 아동 부모를 대

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가족

의 월수입이 뇌전증 관련 지식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본 연구에서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뇌전증에 대한 태도는 문항수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도구를 사용한 Pfäfflin 등[14]의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문항별 점수를 통해 아동의 어머니들이 여

전히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뇌전증 환자와 가족의 51%가 사회적 낙인을 느

끼고 있다고 하였으며, 뇌전증 아동 캠프에 참가한 아동 부모의 18%가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18]. 그러나 세르비아의 

뇌전증 아동 부모들은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사회적 낙인을 덜 느끼

며,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신의 아동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것에 대해 강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었다[17].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뇌전증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

Table 5. The Correlation of Knowledge, Attitude and Anxiety in the Mothers 

Knowledge Attitude Anxiety

Knowledge 1     
Attitude .321 ( < .001) 1   
Anxiety -.257 (.001) -.569 ( <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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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를 대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

하며, 초중고교 보건 교과서 및 대학의 교양과정에 만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불안점수는 85점 만점에 58.1점

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Pfäfflin 등[14]의 연구에서의 43.0-45.8점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6명의 뇌전증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의 59.3% 이상이 중등도의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19]. 문항별 점수를 통해, 아동의 어머니들이 질

병으로 인한 이차적 신체 손상,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염

려 및 약물의 장기복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Kim[16]의 연구에서도 뇌전증 아동의 부모들은 아동의 성장과 

결혼, 직업 등에 대해 불안해한다고 하였다. 아동은 부모의 불안과 공

포에 영향을 받으며, 부모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

에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여 부모 자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따라서 뇌전증 아동과 가족을 간호할 때 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불안이나 우울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뇌전증에 대한 불안과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는 가족의 월

수입, 유병기간, 경련 횟수 및 아동의 건강상태였다. 질병이 있는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한 가정의 부모들

은 더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16].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뇌

전증 아동 보호자를 위한 보다 세심한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아동

의 유병기간이 4-12개월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불안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기간이 3개월 이내인 집단은 치료에 대한 희망

이 크고, 복용하는 약물 개수가 적지만, 치료기간 4-12개월에는 추가 

검사와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나 개수가 변하게 되는 것이 부모에 불

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간질부모들은 발작 후 6개

월간 불확실성과 불안을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고[9], 본 연구의 대상

자 수가 3개월 미만은 30명, 4-12개월은 49명으로 진단초기 대상자 수

가 많지 않아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으므로 이

에 대해서는 추후 유병기간별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뇌전증 아동 어

머니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이고 불안이 낮

았다. 뇌전증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정서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지식

이 낮으면 불안이 높고[20] 뇌전증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면 대처를 

잘하지 못한다[21]고 하였다. Duffy[22]는 뇌전증 아동을 둔 가족에게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불

안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Austin 등[23]도 뇌전증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뇌전증 아동부모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뇌전증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을 통해 지식수준을 높여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불안을 감소시켜 뇌전증 아동을 돌보

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에 대한 긍정적 대처를 향상시

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진단초기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

도 및 불안 등을 파악하여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시도

하였으나, 진단초기 아동과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

워 유병기간 6개월 또는 12개월 이전의 대상자 수가 많지 않은 제한점

이 있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독일에서 뇌전증 아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그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신뢰도

는 검정되었으나 타당도에 대한 검정은 없었고, 한국 대상자에게 적합

한지에 대해 전문가 내용 타당도는 검정하였으나, 구성 타당도 등은 검

정하지 못하였다. 

결 론

본 연구는 뇌전증으로 진단받은 아동 어머니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불안 정도를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및 변

수 간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뇌

전증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며, 뇌전증에 태도는 약간 긍정

적이었고, 뇌전증에 대한 불안 정도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뇌전증 아동 어머니는 뇌전증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이 뇌전증으로 인해 미래의 

삶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

의 월수입은 뇌전증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불안 모두의 관련요인이었

고, 약물 부작용이 없는 경우 지식과 태도점수가 높았고 불안점수는 

낮았다. 뇌전증에 지식은 태도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불안과는 부

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 뇌전증의 올바른 이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병원에서는 아동과 가족을 간호할 때 경제적으로 취약

한 대상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뇌전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증가시키면 약물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

의 건강상태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뇌전증 아동과 가족

을 위한 장기적인 간호중재로는 지역사회 중심 뇌전증 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뇌전증으로 진단받은 아동 어머니

에게 가능한 진단 초기에 뇌전증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그들이 가

지고 있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불안을 감소시켜 아동의 질

병관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추후 연구기간과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진단초기 12개월 미

만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지식, 심리교육적 요구, 불

안 및 대처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재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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