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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전체 아동의 이상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만성10%

적인 질환으로 건강과 성장 발달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

고 보고되고 있다 의료 기술적인(Bradbury, 2001).

발달로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의 생명이 연장됨과 동시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동들도 생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생명 연장과 생존율의 증가는 아동의 만성적인 의

료적 간호적 추후관리와 정상적 발달의 지지가 요구되,

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만성질환 아동을 가진 가족 전체.

의 경험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Atkin &

Ahmad, 2000; McCubbin, 1988; Newby, 1996;

특히 가족과 질병의 상호작Patterson et al., 1990).

용에 관한 영향과 가족 환경이 아동 건강에 주요 영향

인자임을 확인하고 이에 가족 중심의 의료적 돌봄이 중,

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만성질.

환을 가진 아동의 건강 돌봄에 있어서 가족의 지지적 요

구들은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한 실정이며 특히 아동의,

성장 발달상의 부모의 핵심적 역할에 관한 관심은 주요

하게 다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의 만성질환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만성

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와 관련된 심리적 부적응을 보고하고 있으나(DeMaso,

이는 역학적 의미로서의 결핍모델et al., 1991),

에 연구의 가정을 두고 있음을 견지해야(deficit model)

한다 즉 이들 연구는 많은 예견하지 않은 생활 사건에.

노출되면 될수록 심리적 스트레스와 질병의 병리적 위,

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심각한 생활 사건이나 긴장에 직면한 경우에

도 이들이 심리적 부적응이나 건강 문제를 초래하지 않

게 되는가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어 사회적 지지와 대처,

등의 복원인자 의 역할에 대한 관심(resiliency factor)

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vavarsdottir, McCubbin, & Kane, 2000).

사회적 지지는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스트레스의 완화

와 적응에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정신 건,

강과 상호적 관계를 갖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Gottlieb, 1987; Sarason, et al., 1990).

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완충적 또

는 중재적 역할을 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가 타인에 의한 행동적 준거를 갖는 반면에

대처는 본인의 행동적 준거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

와 대처는 병행되는 기능으로서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심

리적 건강과 병리적 결과를 예방하는 주요한 역할을 함

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Olsen et al., 1999).

대부분의 만성질환 환아의 돌봄은 부모 중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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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주 간호대상자인 어머니의 스트,

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는 선행 연구에서 성차에 따른, ,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아버지와의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

고 있다(Ireys & Silver, 1996; Knafl & Zoeller,

2000).

선천성 심장 질환은 영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형적

문제로 가족에게 인지되며 이로 인해 가족은 불안과 심,

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Cookk & Higgins,

선천성 심장 질환은 청색증의 유무에 따라 임상1992).

적으로 분류되며 생리적으로는 폐의 혈류, (Pulmonary

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선천성 심장 질환blood flow) .

은 이러한 분류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나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증상 소견과 심도자 및 심혈관 조영술

등 진단과정에서 치료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검사 과정,

심장 기형 수술 등이 가족에게 불안 공포감 죄의식등을, ,

야기하는 것으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Saenz et al., 1999).

선천성 심장질환은 선천성 기형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이며 세 이하의 아동에서 두번째로 유, 20

병률이 높은 만성적 질환이다(Saenz, Beebe, &

또한 선천성 심장 질환은 급성 발병과Triplett, 1999).

지속적인 진행의 특성을 가진 질환이나 현대적 의료 기,

술의 발달로 치명적이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은 더

이상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의 만성 질병의 특. Rolland

성 유형에 의하면 아동기 초기에 확인과 진단이 이루어

지고 외과적 처치로 인해 초기 영아기에 진단과정과 내

외과적 중재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의 제한들이,

부모에게 과중한 요구와 부담을 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러한 문제점과 부담감은 감소하게 된다 여러 연.

구들은 이들 만성질환 아동의 가족들이 겪는 과도한 스

트레스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만,

성 질환의 유형별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만성질환의 공

통적인 결과를 보고 하고 있으나 질병 특성에 따른 구,

체적인 결과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천성 심장.

질환 아동의 어머니가 가족 환경 내에서 매개적 변인으

로서의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가족의 자원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는 가를 복원 모델의 이론적 기틀하에서 탐색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는 만성적 질병을 가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대처의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복,

원적 모델 을 연구의 개념적 틀로(resiliency model) ,

가지의 영역 시간 영역은 선천성 심장 질환 진단3 : (1)

이 내려진 후 개월 이내 질병유형으로는 선천3-4 ; (2)

성 심장 질환 사회 심리적 유형은 어머니의 인지적; (3)

사회지지에 의한 유형을 근간으로 연구가 설계되었다.

Ⅱ 문헌 고찰.

만성 질환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일년에 개3

월 이상의 일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되는 조건을 갖은 경

우나 일년에 개월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경우를 일컫, 1

는다 건강상의 문제가 없거나(Perrin, et al.,1993).

급성적인 건강 문제를 가진 가족 그룹과 만성질환 아동

가족의 그룹간에 비교 연구에서 가족 스트레스는 부모

모두에게서 만성질환 아동 가족군이 높게 나타났다

(Beckman, 1991; Dyson, 1991).

아동의 만성적 질환은 가족 체계내의 모든 하부 체계

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Beckman. 1991; Knafle & Zoeller,

2000; McCubbin, 1989; Patternson et al.,

아동의 출생은 가족에게 새로운 가족 체계와 발1994).

달과정의 전이 로서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transition)

친다 이러한 가족 전이는 가족 성원의 역할을 조정하고.

가족 관계의 변화를 통해 부모됨의 새로운 단계의 가족

발달의 적응을 가져온다 출생된 영아 또는 아동이 선천.

성 심장 질환이라는 심각한 의료적 문제를 가진것으로

확인되면 가족은 잠재적으로 주요 위기를 내포하게 된다.

아동의 만성 질환은 가족의 만성적인 실망과 좌절감 슬,

픔 가족 역할의 변화 및 과중으로 가족 스트레스를 증,

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가족내의 스트레스는.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와 부부간의 갈등과 문,

제를 초래하고 가족 발달 주기에 따른 문제를 악화시키

며 가족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해체를 가져오기도 한,

다(McCubbin, 1989).

만성질환이 부모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오지

만 아버지 보다도 어머니에게 더욱 심각한 양상의 문제

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nafle & Zoeller,

이는 어머니들이 아동의 비 정상성으로 인한 죄2000).

책감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며,

불안과 슬픔을 아버지 보다 더 많이 호소하는 것을 확인

하게 된다 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 Beckman(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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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를 가진 아동의 어머니들은 아동의 돌봄에서

오는 과다한 역할과 요구에 의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 만성질환 아동의 만성적인 건강 문Dyson(1991)

제가 가족의 심리적 영역에 다양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제시하면서 부모의 스트레스가 가족의 기능이나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아니며 이러한 가족,

적인 스트레스의 경험이 가족의 복원이나 적응을 유도하

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성적 건강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제적인 조건과 독립적으로 이해하더

라도 가족이 돌봄과 관련된 지지와 자원을 받는 정도에,

따라 적응과 가족 기능의 복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실

증적 증거가 보고되고 있다(Olsen et al., 1999;

만성적 질환을 가진 가Svavardottir, et al., 2000).

족은 종종 사회적 지지의 자원으로부터 소외되거나 고립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성 질환 아동의 가족은.

환아 돌봄이 가족 체계를 위한 심리적 자원과 물리적 자

원이 직접적 이거나 간접적으로 유용한 관련 자원이라고

제안되고 있다(Austin, 1991; Newby, 1996).

아동의 만성적 질환과 장애는 대부분의 아동의 주돌봄

제공자인 어머니의 정신적 건강 문제의 고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일관되게 제기되고 있다 (Ireys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 Silver, 1996).

의 정신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는 보고 되지 않고 있다.

의학과 의료적 기술의 발전과 선천성 심장 질환아동의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 아동의

부모들은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심한 불안과 스트레

스를 경험하게 되며 선천성 심장질환의 질병 과정상 입,

원 및 진단과정 치료적 중재 수술등으로 인해 예측하기, ,

어려운 예후와 과정으로 고위험의 정신적 건강 문제에

노출되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예견치 못한 스트

레스 사건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민감한 부정적 영향을

받는 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여,

러 역할을 담당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여성은 양(Ireys & Silver, 1996).

육과 돌봄 및 가사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더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사회적 지지는 정신적 건강과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완충적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Sarason et al., 1990).

지지는 여성과 남성이 요구나 접근상 차이를 보이고 있

으며 적응이나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다르,

게 보고되고 있다(Linden, Chambers, Maurice, &

또한 대처 양상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 작Lenz, 1993).

용에서 성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여러 연구에서 시

사하고 있다.

선행 연구와 문헌의 고찰 결과 만성질환 아동의 부모,

체계에 장기적인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돌봄과 관리로 기

능적인 문제를 가져온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의.

존과 일상적 돌봄 역할의 편중으로 이해 장기적인 영향의

위험성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 ,

돌봄 제공자인 어머니의 요구와 중재에 대한 연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만성적 질환을 가진 아동. ,

의 어머니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에 직면한 어머니가 부정적인 심리 사회적 부적

응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가족과 아동에게 심각한 문제

를 야기하게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 이론적 근거로 시행된 연구들로서 연구의 결과를 적용

하는데 제한점이 보고되었으며 만성질환 아동의 질환적,

특성과 질병 과정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

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중 선천성 심장 질환 아

동 어머니의 진단 후의 스트레스와 복원적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서 결과를 특정

만성질환 아동 어머니의 간호 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 되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아동의 만성질환 중 역학적 비중이 제일 높

은 선천성 심장 질환 아동의 진단 후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인지가 질병 진단후의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복원인자로서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복원 이론을 근거로 확인 하기 위해 아동의 만성

적 질환에 대한 미국의 에서National Health Institute

지원된 만성질환아동과 가족에 관한 종단적 연구(M.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McCubbin:5 R29 NR02563)

합하는 표본 즉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과 관련된 연구, ,

자료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이차 분석 연구(Secondary

이다Analysis) .

연구대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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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중서부의 종합병원의 소아심장병원에

서 개월에 걸쳐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된 환아의18

어머니 명을 대상으로 진단 후 두 번째 병원 방문 시92

연구에의 동의와 연구 참여를 허락 받은 후 소아심장전

문간호사의 도움으로 가정 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

다 자료 수집은 진단후 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아동. 3-4

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과 질병적 특성은 환아 부모와의

면담과 의료기록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인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의 어머니는

세에서 세 사이로 평균 연령이 세이고 표준 편19 42 30 (

차는 세 교육 정도는 고졸 이상으로 평균 년제 대4.8 ), 2

학 졸업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이중 는 전업주부. 31.5%

이고 는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는, 32.6% 35.9%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결혼 기간은 평균 년 정도. 7

였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중류정도로 연평균 수입이

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평균 명$35,000-40,000 . 2

정도이다 어머니의 인종은 백인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으.

며 종교는 대부분 기독교로서 가 있는 것으로 나89.1%

타났다.

아동의 연령은 최소 개월부터 세까지로 평균6 11 30

개월로 나타났으며 진단시 연령은 평균 개월이고 질, 14

병의 심각성은 증상이 없는 소견이 증상이 있는55.4%,

대상자가 이며 심각성 정도는 점 척도에 평균44.6% , 10

으로 대체로 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1.83 .

별은 남아가 여아가 로 남아가 좀더 많51.5%, 48.9%

은 편이다.

연구 도구2.

가족 스트레스1)

가족의 스트레스는 가족의 생활스트레스와 긴장을 측

정하기 위해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으(FILE)(McCubbin, Patterson, & Wilson, 1983)

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는 가족의 정규71

적 비정규적 가족 생활 전환 긴장을 가족 단위로 지난, , ,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사정하며 가족의 개인적 발달1 ,

적 상황적 변화와 긴장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다, .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 심장 질환 아동의 진단후 어머니

가 인지한 가족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총합산한 점수

를 가족 스트레스로 측정하여 점수가 많(total score) ,

을수록 가족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

적 신뢰도는 이며 조사 재조사 신뢰도는 이었으.81 , - .80

며 도구 개발자의 제언에 의하면 도구의 하부 영역별 신

뢰도와 안정성을 고려할 때 하부영역별 점수보다는 총점

수를 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표준 신뢰도계수가 로 신뢰도가 수용할만한.75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2)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 어머니가 인지한 가족(CHD)

복원의 힘과 능력 으로서(Strengths and Capability)

의 사회적 지지는 자가 보고의 인지된 사회적 지지로

Personal Resources Questionnaire(PRQ-85,

의 를 이용하여 측Weinert & Brandt, 1987) Part II

정하였다 는 의 관계적 기능 모델을. PRQ Weiss(1974)

근간으로 사회적 지지를 애착과 친밀감 사회적 통합성, ,

자기존중감 정보와 정서적 지지 양육적 지지를 인지하, ,

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인지하는 위의.

가지 영역의 지지 정도를 측정한 점수로 총합산된 점수5

가 높을수록 개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많음을 의

미한다 영역간 상호관련성은 수중이며 각. .30 - .55 ,

항목과 전체 총점수와의 관계는 이상으로 보고되었다.50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계수(Weinert, 1988).

는 로 수용할만한 신뢰도를 보였다.90 .

대처3)

환아 어머니의 대처는CHD The Coping Health

Inventory for Parents(CHIP) (McCubbin,

을 이용하여 측McCubbin, Nevin, & Cauble, 1983)

정하였다 은 총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아동. CHIP 45

이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질환인 경우 이에 대한 대처를

부모가 어떻게 인지하는 가를 자가보고 형식으로 측정토

록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의 통합적 양상 사회 심리적, ,

안정 양상 의료진과 다른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

황 인식 양상으로 대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세.

양상의 대처를 측정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대처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의 혼.

동효과 를 피하기 위해 사회 심리(confounding effect)

적 양상 영역에서 문항을 제외한 총 문항만을 이용6 36

하였다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이며 각 하부영역. .86

별로는 에서 수준으로 수용할만한 신뢰도를 나타.72 .82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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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방법3.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SPSS ,

상관 관계 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사회적1. ,

지지 대처,

선천성 심장 질환아동 어머니가 아동의 진단후에 경험

하는 스트레스는 평균 로서 중등도의 스트레스를16.68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가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는.

로 조금 높은 사회적 지지를 인지하고 있었으며143.68 ,

대응은 로 조금 높은 정도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77.08

표 참조< 1 >.

표 선천성 심장질환 어머니의 진단후 인지하는< 1>

가족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처의 평균과 표준편차, ,

M SD

가족스트레스 16.68 6.40

사회적 지지 143.68 17.70

친밀감 30.62 4.27

사회통합 26.24 5.36

양육 30.09 3.32

자아존중 27.37 5.10

조력안내/ 29.37 4.03

대처 77.08 13.81

가족통합(I) 41.86 70.12

심리적안정( )Ⅱ 20.18 5.73

의료적( )Ⅲ 15.03 4.80

어머니가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 중 친밀감의 영

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양육적(M=30.62),

지지의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M=30.09).

적게 인지된 사회적 지지의 영역은 사회 통합적 지지

로서 이는 어머니들이 진단으로 인한 잦은(M=26.24)

입원과 처치등으로 사회적 관계에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게 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아 존중에 관한.

사회적 지지가 적게 인지되는 바 이는 환(M= 27.37),

아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아동의 질환에 대한 죄책감과

사회적 비난으로 인한 중압감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

게 되는 지지를 덜 받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어머니의 대처를 위한 시도 영역 중 가족 통합적 시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의 대처 영역은 심리적,

안정과 자아 존중이었으며 가장 낮게 나타난 대처 영역,

은 의료진과의 자문이나 대화를 통한 대처인데 이는 진,

단후 어머니가 경험하는 예견치 못한 위기와 불안등으로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정보와 자문을 받지 못하고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단계의 상황임을 추론 하게

하는 결과이다.

선천성 심장질환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

지 대처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와 같다 가족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사회< 2> .

적 지지 인지에 중등정도의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대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r=-.30, p=0.04),

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인지는 어머.

니의 대처에 중등 정도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r=.31,

인지적 사회 지지가 어머니의 대처과 관련이p=0.02)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 어머니의 진단후 인지< 2>

하는 가족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처간의, ,

상관관계

1 2 3

가족 스트레스1. -

사회적 지지2. -.30*** -

대처3. .07 .31*** -

*** P .005〈

가족의 스트레스와 어머니가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하

부 영역간의 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에서 까지-.16 -.30

의 범주에 해당하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중.

가족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사

회적 지지의 하부 영역은 친밀감 사(r=-.24, p=.02),

회적 통합 자아 존중(r=-.25, p= .02), (r=-.26,

양육 이며 안내와 조력p= .01), (r=-.30, p=.005) ,

영역의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인지적 사회지지의 하부 영역과 어머니의의

대처와의 관계를 살펴 보면 에서 의 중등정도의.20 .33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친밀감 영역의 사회.

적 지지 인지는 대처와 관계가 있으며(r=.20, p=.05),

사회 통합적 영역의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대처에 정

적인 관계를 보이고 자아 존중 영역의(r=.20, p=.05),

사회적 지지의 인지는 대응과 관계를(r=.30, p=.003),

안내와 조력은 하부 영역 중 가장 높은 관계를 나타냈으

며 양육 영역의 사회적 지지의 인지(r=.3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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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계적으로 대처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인지는 중등도의 정적인 관계

를 대처의 하부 영역중 가족 통합을 위한 대처 영역(1)

과 자아 존중과 사회 심리적 안정을(r=.33, p=.001)

위한 대처 영역 에서 나타났으며(2) (r=.31, p=.002) ,

대처의 하부 영역중 의료적 자문과 대화 영역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참조< 3 >.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어머니가

인지하는 영역별 사회적 지지의 개념적 구성을 근거로

해석하면 선천성 심장 질환 아동의 진단후 어머니가 인,

지하는 사회적 지지의 영역에 따라 대처의 정도가 다르

며 영역중에서 정서적이고 정보적인 지지가 매우 중요,

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친밀감이나 사회적지지(Collins, et al., 1993). ,

자아 존중 안내와 조력 양육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가, ,

이들 진단후 높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호소하는 어머니들

에게 매우 유익한 대처 양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되

는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의 영역별 지지의 내용이 질환.

적 특성과 질병 단계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으로서의 지

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의 사회적 지지의 인지적 구성Cutrona et al.(1994)

요소가 대응을 최적화 할 수 있음을 논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처에 있어 사회적.

지지 영역중 정서적이고 안내와 조력적인 지지의 영향이

우선함이 다른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Chesler, 1985)

어머니의 대처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의 어머니가

다른 영역보다 의료적 자문과 대화 영역에서 낮은 영향

을 미침은 선행 연구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McCubbin, 1988. McCubbin & McCubbin, 1993).

그룹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가 인지한 가족

스트레스를 중앙값 이분 법에 의해 스트레스가 높은 군

과 낮은 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족 스트레스 인,

지가 높은 어머니들은 인지적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대

처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r=.39, p=.008).

나 스트레스가 낮게 인지된 어머니군은 사회적 지지의

인지와 대처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 졌다 또한 대.

처의 정도에 따른 분석을 위해 중앙값을 중심으로 표본

을 양분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대처 정도가 낮은,

군은 가족 스트레스 인지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인

지정도에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대(r=-.35, p=.02),

처 정도가 높은 군에서는 스트레스 인지가 사회적 지지

의 인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

는 만성적 질환 아동의 어머니가 질병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지지의 자원과 소외등으로 인해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Atkin & Ahmad, 2000; Friedman,

1992; Kazak, 1986; Patterson & McCubbin,

1983)

어머니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의 경로를 직접, ,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한

결과 가족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 직접효과,

를 나타냈으며 사회적 지지의 인( =-.30, p=.004),β

지는 대처에 정적이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39, p=β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대처에 직접적 영향이 통계.000).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인지적 사.

회지지는 대처를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의 설명력을15%

나타냈다그림 참조( 1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천성 심장 질환 아동의 어2.

머니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 ,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적 특성중 어머니가 인지한

가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와의 관련은 표, , < 4>

와 같다 아동의 연령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인지.

중 친밀감 영역과 부적인 관계 안내와 조력(r=-.25),

표 주요변인의 하부영역 상관관계< 3>

가족스트레스 대처 대처(I) 대처(II) 대처(III)

가족스트레스 - -.07 -.13 .02 -.03

사회적지지 -.30*** .31*** .33*** .31*** .04

친밀감 -.24* .29*** .35*** .25* .03

사회통합 -.24** .20* .21* .22* .01

양육 -.29*** .10 .18 .07 -.03

자아존중 -.26** .30*** .24* .36*** .10

안내 조력/ -.16 .33*** .37*** .31*** .02

* P .05 ** P .01 *** P .005〈 〈 〈 대처 가족통합 대처 심리적 안정 대처 의료적(I): (II): (III);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7 4

- 457 -

영역과 부적인 관계 를 보였다 아동의 성별은(r=-.24) .

어머니가 인지한 가족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대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질병적.

특성으로 질병의 심각성은 어머니의 대처 하부 영역 중

의료적 자문과 대화 영역과 정적인 관계 를 나타(r=.25)

냈으며 진단시 아동의 연령과는 사회적 지지의 인지,

와 하부 영역중 친밀감의 지지 에서 정(r=.22) (r=.25)

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표 선천성 심장 질환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가< 4>

인지한 가족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처, ,

연령 성별 심각성 진단시 연령

가족 스트레스 -.01 -.04 .08 -.02

사회적 지지 -.18 -.07 .16 .22*

친밀감 -.25* -.01 -.15 .25*

사회통합 -.10 -.04 -.13 .19

양육 -.06 -.16 -.10 .11

자아존중 -.07 -.04 -.16 -.09

안내조력/ -.24* -.16 -.06 -.26

대처 -.13 -.18 .11 -.10

가족통합 -.10 -.17 .09 -.13

심리적안정 -.14 -.13 -.06 -.06

의료적 -.05 -.12 .25* -.01

* P .05〈

어머니의 연령은 대처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

며 하부 영역중에서는 가족 통합영역(r=-.21, p=.04),

과 부적인 상관관계 를 의료적 자문과(r=-.21, p=.04) ,

대화영역과는 부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r=-.21, p=.05)

다 어머니의 교육 정도는 사회적 지지의 하부 영역중.

사회 통합 영역과 정적인 관계를 양(r=.27, p=.009),

육 영역의 지지와 정적인 상관관계 를(r=.33, p=.001)

보였다 어머니의 취업 종교 결혼 기간등은 스트레스. , , ,

사회적 지지 대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또한 아동의 연령이 높을,

수록 사회적 지지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접근하는데 어,

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다른 연구들에서도 보고되고 있으

며 어머니의 대처 또한 아동의 연령과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보고되고 있다 의료적 자문과 대화는 아.

동의 질병이 갖는 심각성이 높을수록 대처의 정도가 높

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진단시 연령이 높을수록 어,

머니는 사회적 지지를 많 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 갖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성장 후 진단은 생명의 위협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지

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천성 심장 질환 아동 어머니의 진단후 인

지하는 가족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대처에 관하여 탐,

색하고 인지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대처

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을 근간으로 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의 결과에.

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아동이 선천성 심장

질환의 진단을 받은 후 어머니가 인지하는 가족의 스트

레스는 다소 높은 정도를 나타냈고 가족 스트레스의 정,

도와 사회적 지지의 인지는 서로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

내었다 즉 가족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사회적 자원으로 부터의 도움을 덜 인지하는 것으로 설

명될 수 있다 아동의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는 기형적이.

고 지속적인 검사와 처치로 어머니는 가족의 다면적인

측면에서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많이 경험하게 되며 이,

로 인해 사회적 지지를 덜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인지는 어머니가 만성.

적이고 가족 발달 상의 어려움과 부담감을 아동의 주간

가족 스트레스
인지적

사회적 지지
대처

= -.30β = .39β

ns

그림 선천성 심장 질환 아동의 어머니가 진단후 인지하는 가족 스트레스< 1> ,

사회적지지 대처의 경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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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돌봄자로서 양육의 주제공자로서의 사회 문화적 여건,

에서 가족 복원을 위한 대응의 모색이나 시도를 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사회적,

자원으로 부터의 돌봄을 어머니가 많이 인지할수록 긍정

적이고 복원적인 대응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양육을 잘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가족 스트레.

스와 사회적 지지의 인지 대처간의 관계를 선천성 심장,

질환 아동이라는 만성적 질환의 특성상 발현이나 처치의

급성적 요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추후관

리 및 치료적 진행상의 장기적인 고려와 계획이 요구되

는 특성을 가진 대상 아동의 부모가 가족 복원을 위한

복원인지의 확인을 위해 주돌봄제공자인 어머니를 대상

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복원 인자로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통합적.

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지지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어머니들이 복원적 요소로서의 사회적지지중 가장

중요하게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정서적이고 도

구적인 지지임이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진 아동의 어머

니군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선천성 심.

장 질환 아동의 어머니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지체계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시급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대처의 다면적 특성에서도 의료.

적 자문과 돌봄에 대한 대처의 노력이 가장 적은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통한 대응의 정도를 확장하

는데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이를 아버지군과 비교하여

부모의 성차에 따른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대처의 정,

도와 관계를 비교하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진단.

후 장기적인 추후 관리를 받는 이들 아동과 부모들의 가

족 발달 단계별로 경험하는 가족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

지 그리고 대처의 정도와 관계를 탐색하는 반복연구가,

종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성질환아동의 어머니의 가족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

대처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좁게는 선천성 심장 질환 아

동 어머니의 진단후 간호 중재의 기초적 자료로서 활용

되며 더 나아가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의 가족을 이해하,

는데 활용되며 만성질환의 양상이 다른 군과 비교 연구,

가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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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of Mothers

Who have a Child Newly

Diagnosed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Tak, Young-Ran*

Congenital heart disease is now estimated to

be the most prevalent chronic illness in

children. The overall purpose of study is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mother's

perception of family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who has a child newly

diagnosed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In this

investig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in the context of a acute, non life-

threatening chronic illness in the situation of

newly diagnosed as Rolland's typology of chronic

illness.

The study employed data from a subset of a

large longitudinal study, children's chronic

illness: parents and family adaptation conducted

by M. McCubbin (5 R29 NR02563) which was

funded by the NIH. The subject for this study

were 92 mothers who have a child under age 12

who was newly diagnosed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within the last 3-4 months.

Results form correlational and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operated as a resiliency factor between family

stress and coping of mothers.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appeared to be important

predictor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other's coping. Therefore, the findings provide

an incremental contribution to the explanation

of effects for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ay

challenge resiliency model in previous literature.

Furth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are both influencing in

the resiliency of relatively high risk groups of

families who has a child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