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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소아암은 선진국에서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해마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중앙 암 등록 보고 에 의하면. (2002) 2000

년 년 간 새로 진단된 세 미만 소아암 환아는 약 명1 15 1150

으로 전체 암의 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1.3% .

로 등록되지 않은 수치를 고려하면 암으로 고통받는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년 전의 소아암 발생 건수. 10

인 건보건복지부 에 비해 약 배 증가한 수치이712 ( , 1991) 1.5

다 미국의 암 협회에 의하면 년에 명이 새로이 소. , 1996 7600

아암 진단으로 받았으며 현재도 명중의 한 명이 세 이, 330 19

전에 암이 발병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American Cancer

Society, 1996; National Childhood cancer Foundation, 1997).

최근에는 소아암 치료 기술의 발달로 소아암 환아의 정60%

도가 생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생존의 경우에도 재발,

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질병적 특성으로 소아암은

어느 한 시기 동안의 특정 질환이기보다는 아동의 생애 전반

에 걸쳐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성 질환적 특성

을 갖게 되었다 즉 소아암은 반복(Delaat & Meadows, 2002). ,

적인 입원 강도 높은 치료 과정 외에 치료가 끝난 후에도, ,

실제로 소아암 환아의 가 재발하고 성장률 감소 잦은10-12% , ,

결석 불임 심장 기능의 변화와 같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 ,

료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 아동의 정상적 성장 발달에 심각,

한 영향을 주므로 생애 주기 발달별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

환으로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이다(Murray, 2000;

Shusterman & Meadows, 2000).

또한 소아암 진단은 아동에게는 삶을 위협하는 하나의 사,

건으로 가족에게는 정신적 문제를 초래하는 일련의 충격과,

위기로 받아들여진다 소아암 진단으로 인해 아동과 가족은.

의학적 치료의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치료적 환,

경을 위한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며 또한 질병에 따른 신체적,

및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된다(Hoekstra-Weebers et al. 1999;

특히 소아암 중 뇌종양의 경우에는 치Streisand et al., 2001). ,

료 후유증이 백혈병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치. ,

료후의 급격한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아동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상 발달을 도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생,

애 전반에 걸쳐 인지 저하와 관련된 문제로 가족의 스트레스

를 가중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갖는 등 부적응을 초래하게,

한다.

와 의 적응 모델에 의하면 만성 질환Wallender Varni(1991) ,

을 가진 아동과 가족에게 있어서 적응 문제를 예측할 수 있

는 여러 변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

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개인.

및 가족에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소아암 환아 및 가족의 사회적 지지의

인지는 개인적 적응뿐만 아니라 가족 적응에도 주요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Brazil &

Krueger, 2002; Hoekstra-Weebers et al., 1999; Hoek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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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bers et al., 2001; Mellon & Northouse, 2001; Von Weiss

et. al., 2002).

가족 적응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다차원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단일,

차원으로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Brazil & Krueger, 2002;

Hoekstra-Weebers et al., 1999; Hoekstra-Weebers et al., 2001;

특히 가Mellon & Northouse, 2001; Von Weiss et al., 2002). ,

족 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인지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인 영역 및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

거나 사회적 지지의 하부 영역별 주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가족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기초로 소아암,

환아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가족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다차원적 견지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위한 소아암 환

아 가족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암 환아 가족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

지가 가족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소아암 환아 가족의 사회적 지지의 인지가 가족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소아암 환아의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하부 영역∙

별 가족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한다.

소아암 환아의 진단적 특성 즉 백혈병과 뇌종양 환아 가,∙

족의 사회적 지지의 인지와 가족 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문헌 고찰

스트레스와 대처의 연구에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인지적

접근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위협적인 것으로 인지하는지 도, ,

전으로 인지하는지에 따라 적응 양상이 달라진다고 한다

점차 만성 질환으로서 간주되는 소아암(Roesch et al., 2002).

은 다른 만성질환과는 달리 진단 단계에서 가족에게 그 자체

가 가족의 기능과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자로 인식되며,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도 소아암 환아 가족은

아동의 장기간의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 아동의 치료과정에,

따른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가족은 외상성 스트레

스 증후군 으로 극단적인 경우는 가족 적응의 부정적(PTSD)

결과인 가족 해체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Kazak, 1999).

소아암을 포함한 만성 질환아의 진단은 가족에게 있어 가

족 관계를 변화시켜 새로운 가족 체계의 적응을 요구하게 된

다 의 연구에서는 진단으로 인해 가족 친구 환. Sawyer(2000) , ,

경과의 관계에서 역할 변화가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발달 과정에 있는 소아암 환아는 반복적인 입원으로 인해.

자주 학교에 결석하게 되며 가족 기능의 재구성을 통해 가족,

은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한다 즉 가족과 만성 질환 아동. ,

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면서 가족과 만성 질환 아동의 적,

응에 상호 작용한다 따라서 가족내의 대처 전략이나 적응 상.

황은 만성질환아가 자신의 질병 관리 학교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형성과 같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인자로서 제시

되고 있다(Brazil & Krueger, 2002).

이러한 가족 내 대처 전략이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적 지지는 년대 후반까지는 개념의 구조적 측면으로 접1980

근하여 가족 크기 사회적 구조망과 같은 외형적인 틀에 관, ,

심을 가졌으나 년대에 들어서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인, 1990

면보다는 인지적 개념의 질적인 측면이 적응의 매개변수로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도 가족이나 개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의 내용의 효과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다(Kazak,

1989).

사회적 지지는 위기 상황이나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Hoekstra-Weebers et al., 2001; Kazak, 1989; Murray, 2000).

만성 질환 중 천식 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

회적 지지는 가족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제

시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자존감지,

지 심리적 긴장 감소와 가족 외부의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적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Brazil &

사회적 지지는 개념적으로 정서적지지 도구Krueger, 2002). ,

적지지 정보적지지 관계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 , ,

서도 소아암 환아의 적응을 예측하거나 부모의 적응과 대처,

에 있어서 유의한 사회적 지지의 하부 영역으로 정서적 지지

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서의 정(Murray, 2000). ,

서적 지지는 만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후 슬픔을 이겨낼 때

와 침습적인 치료과정을 겪을 시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한다(McGarath, 2001).

사회적 지지의 차원은 측정 도구마다 연구 현상에 따라 조

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 The Norbeck Social Support

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부 차원을 애정 확신과Questionnaire ,

도움으로 구분하였으며(Gligliotti, 2002), Personal Resource

에서는 친밀감 사회통합 자아 개념 양육Questionnaire(PRQ) , , , ,

지도와 정보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Han et al.,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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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사회적지지 측정 도구보다 심리적 특성이 많이PRQ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지지는. ,

연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대상자 특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하부영역이 다양하게 적응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적응과의. ,

관련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하부 차원과 적응과의 연관성,

을 제시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만성질환인 소아암은 질환의 특성에 따라 그 치료 방법이

달라지며 치료후의 예후 또한 아동의 성장 발달과 적응 및,

가족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작용하게 된다 조혈모.

세포 이식 후 생존한 환아의 인지 능력 발달을 조사한 연구

에 의하면 세 전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한 경우와 세, 3 3

후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한 경우의 는 유의한 차이를IQ

보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뇌종양의 경우(Simms et al., 2002). ,

백혈병과는 다른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치료 과정,

을 거치면서 치료가 끝나자마자 인지 능력 저하를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뇌종양 환아 가족의 경우 일(Stavinoha, 2000). , ,

상 생활에서의 아동 양육의 부담이 질환 특성상 다른 소아암

환아 가족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지,

지의 내용도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적 특성에. ,

따른 사회적 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희박

하며 그동안 뇌종양 환아 가족과 다른 진단의 소아암 환아의,

질환을 소아암으로 한데 구분하여 진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소아암 환아 가족의 적응과 사회적 지지와,

의 관련성이 연구되어 왔다.

뇌종양 환아는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

여하게 되며 이 밖에도 다른 소아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

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로 인한 재발의 가능성과 같은 합

병증도 배제할 수 없다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아동의 일상.

생활 능력 기술의 저하 학습 능력의 저하 퇴행 행동과 같은, ,

행동 양상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른,

바 치료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지체라는 장애 요인에 의해 적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부모의 적응의 예측인자로

서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탁영란 이희영( , ,

사회적 지지가 가족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연구1997).

를 살펴볼 때 사회적 지지가 다소 적은 부모 그룹 중에서, ,

특히 아버지가 건강한 자녀를 둔 부모보다 우울과 불안 증세

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부모는 치료의 전 과정에서 정서적 문제가 적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Hoekstra-Weebers et al., 2001).

뿐만 아니라 이처럼 소아암 및 만성 질환아를 가진 가족

적응의 주요 예측인자로서 사회적 지지를 제시하는 연구자들

에 의해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몇 가족지지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으나 이 역시 의학적 치료 과정과 관련된 사회

심리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인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적 지지로서 지역.

사회가 중심의 부모 모임 프로그램이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

키고 부모의 자아 존중감을 증가시키는 등 가족 적응에 긍정

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Chernoff et

al., 2002).

이에 오늘날 가족 적응의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하여 사회

적 지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여러 소아암 환아 및 가족을

위한 다차원적 사회적 지지 중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소아암 환아 가족의 적,

응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없는 실정이므

로 다차원적인 사회적 지지를 소아암 환아의 진단적 특성, ,

부모의 성차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영향 요인과 가족 적응과

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기초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소아암 환아 중 빈도가 가장 높은 백혈병과 뇌

종양 진단을 받은 소아암 환아 가족을 연구 단위로 가족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가족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치S

료를 받고 있는 백혈병 또는 뇌종양으로 진단을 받은 지 개6

월에서 년 미만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가족은2 102 .

의료적 측면과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비구조화된 사회적 지

지를 받은 대상자들이며 병원 연구 위원회의 동의와 소아암,

환아 가족들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 하에 년 월 일부터, 1999 7 1

월 일까지 대학교 병원 외래 및 부모 모임에서 면담과9 15 S

자가 보고를 통해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
자가 보고식으로 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

적 특성과 질병적 특성에 관한 질문지와 연구 변인을 위해

사용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인지된 사회적 지지•

와 가 개발한 를 번안하Brandt Weinert(1987) PRQ 85-PartⅡ

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의 이론적 근거 하에 관련, Weiss'(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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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구성하여 자가 보고토록 구성된 도구로서 대상자가

인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묻는 총 개 항목으로 구성되25

어 있으며 하부 영역으로는 애착과 친밀감 사회 통합성 자, , ,

기 존중감 양육적지지 정보와 지도에 대한 지지로 구성되어, ,

있다 위의 가지 영역의 총합을 통해 인지된 사회적 지지의. 5

정도를 측정한다 각 항목은 점에서 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 1 7

을수록 인지된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 이었다Cronbach's alpha=.69 .

가족 적응•

가족 적응은 The Coping Health Inventory For Parents

를 번안(CHIP:McCubbin, McCubbin, Nevin, & Cauble, 1983)

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적응의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은 점 척도인 총 개 항목으로 구성되. CHIP 4 45

었으며 가족이 인지하는 가족의 적응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

으로 가족의 통합적 양상과 협조 사회 심리적 존중과 안정, ,

그리고 의료진 및 다른 가족들과의 의료 상담 및 대화의 하

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이다Cronbach's alpha=.88 .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그룹SPSS PC+ 11.0 ,

간 차이는 검증 관련 변인간의 영향 정도는 으로t- , Regression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대상 가족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백혈병 환아가< 1>.

명이었으며 여아는 명으로 남아는 명 이54 , 17 31.5%, 37 (68.5%)

었고 뇌종양 환아는 총 명으로 여아는 명 남아, 48 , 20 (41.7%),

는 명 이었다 재발 경험에 대해서는 백혈병 그룹의28 (58.3%) .

경우 재발 경험이 없는 환아는 전체 명중 명 재, 54 43 (79.6%),

발 경험이 있는 환아는 명 이었으며 뇌종양 그룹에11 (20.4%) ,

서 재발 경험이 없는 환아는 전체 명중에 명인48 42 87.5%,

재발 경험이 있는 환아는 명 이였다6 (12.5%) .

가족의 경제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족 월수입의 경우 백,

혈병 그룹과 뇌종양 그룹 각각 만원 사이가 명100-200 26

명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48.1%), 26 (54.2%) .

부모의 교육 정도는 고졸 이하가 백혈병 그룹에서 명30 (56%),

대졸 이상은 명 이었으며 뇌종양 그룹의 경우 대졸이24 (44%) , ,

상이 명 이었다 부모 연령은 백혈병 그룹과 뇌종양 그24 (50%) .

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백혈병 그룹에서의.

평균 부모 연령은 세였으며 뇌종양 그룹에서의 평균 부36.04 ,

모 연령은 세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표본을 구성35.63 .

한 진단 특성별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소아암 환아의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낮은 편에 속,

하고 부모 연령은 대로서 학력은 고졸이상임을 보이는 결30

과이다.

아동 연령에 있어서 백혈병 그룹의 경우 평균 세 뇌종6.57 ,

양 그룹은 평균 세였고 아동의 형제수는 백혈병 그룹의5.72 ,

경우 평균 명 뇌종양 그룹은 명으로 진단 그룹간의 가1.94 , 2.08

족 구조 적인 측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소아암 환아 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종합해 보면 소아암환

아의 가족은 대체로 진단적 특성에 의한 차이가 보이고 있지

않아 소아암 환아 가족으로 통합적 이해가 타당하며 본 연구,

에서 연구 변수 즉 사회적 지지의 인지가 가족 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연구 표본에서 인구학적 특성

의 영향이 없음을 전제하고 분석하였다.

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전체(n=102) 백혈병그룹(n=54) 뇌종양그룹(n=48) chi-square

가족 월수입
만원 미만100 24(23.5%) 10(18.5%) 14(29.2%)

4.174만원미만100-200 52(51.0%) 26(48.1%) 26(54.2%)

만원 이상200 26(25.5%) 18(35.3%) 8(16.7%)

아동의
재발경험

없음 85(83.3%) 43(79.6%) 42(87.5%)
1.133

있음 17(16.7%) 11(20.4%) 6(12.5%)

아동 성별
남 65(63.7%) 37(68.5%) 28(58.3%)

1.140
여 37(36.3%) 17(31.5%) 20(41.7%)

부모
교육정도

고졸이하 54(52.9%) 30(56 %) 24(50 %)
0.315

대졸이상 48(47.1%) 24(44 %) 24(50 %)

Mean±SD Mean±SD Mean±SD t value

부모 연령 35.84±4.65 36.04±4.00 35.63±5.34 1.236

아동 연령 6.12±3.88 6.57±3.53 5.62±4.22 0.445

아동의 형제수 2.01±0.62 1.94±0.49 2.08±0.74 -1.128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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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가족 적응
연구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대상< 2>.

자의 사회적지지 인지의 평균은 로 조금 높은4.48(SD=±0.43)

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

된 사회적 지지의 하부 영역별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그룹에서 양육에 대한 지지의 인지가 평균 평점 로 가장5.71

높았으며 애착와 친밀감 사회 통합적지지 정보와, (5.16), (4.56),

지도 의 순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4.31) .

자기 존중감 영역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는 다소 낮게

보고되고 있어 소아암 환아 가족은 자기 존중감에 대한(2.68),

지지가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 적응의 평균은 로 다소 낮은 정도 적1.88(SD=±0.29)

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부 영역에 대한 적응 양상을 보면. ,

가족 통합과 협조에 대한 적응이 평균 으로 가장 높게 보2.16

고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 팀 및 다른 가족과의 자문,

및 대화 영역에서 평균 로 나타났고 특히 사회 심리적2.02 ,

안정과 존중의 양상에서는 평균 으로 낮은 정도의 가족1.53

적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아암 환아 가족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는 중간 정도이지만 가족 적응에 있어서는 다소의,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표본이 진단 후 개월 이후 년 미만의 환6 2

아 가족임을 고려할 때 가족의 적응 양상은 조종 단계,

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결과로 보이며 특히(adjustment phase) ,

한국 가족의 특성 면에서 소아암 진단과 치료로 인한 가족의

위기 상황 하에서 가족의 통합적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

석되며 소아암 아동의 가족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

는 부담감과 스트레스 등으로 사회 심리적 안정은 낮게 나타

났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인지 정도와 가족 적응에 있어 진단적 특성

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한 결과 두 그룹t-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인지 면에서 두 그룹 모두 적정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가족 적응에 있어서는 백혈병 그룹이 평균 평,

점 으로 뇌종양 환아 가족 그룹의 평균 보다 높은1.93 1.88

적응 정도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가족 적응의 하부 영역 중에서 사회 심리적 안정과 존중 영

역에서는 뇌종양 환아 가족 그룹이 백혈병 환아 가족 그룹

보다 가족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의 연구에 보고된. Stavinoha(2000)

바와 같이 백혈병과 뇌종양 모두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

료의 후유증에 의한 잠재적인 인지 기능 장애 성장 장애 재, ,

발의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아의 가족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높은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특히 뇌종양의 경우 인, ,

지 기능 장애가 백혈병보다 뚜렷한 관찰 가능한 증상으로 나

타나기 때문에 환아의 질병 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환아의 일,

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가족 적응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 연구 결과와 동일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인지 기능 장.

애는 일상 생활 활동뿐만 아니라 또래 그룹과의 관계 등의

사회 적응에도 영향을 미쳐 정상 성장 발달에 지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질환 특성으로 인해.

가족 적응에 있어서도 백혈병보다 뇌종양 그룹이 사회 심리

적 안정과 존중의 가족 적응을 포함한 가족 적응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인지는 남녀간의 성차에 의해서도 영

향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표본을 구성한 소아암 환,

아 가족 대상자 중 아버지가 명 어머니가 명으로 구성되50 , 52

어 있어 가족을 분석 단위로 볼 때 응답자의 성차에 따른 영

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인지와 가족 적응의

남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인지와 가족 적응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아암 환아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미
치는 영향
소아암 환아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가족 적응에 미

표 사회적 지지와 가족 적응의 서술적 통계< 2>
전체(N=102) 백혈병그룹(n=54) 뇌종양그룹(n=48)

Mean±SD Mean±SD Mean±SD

사회적 지지 4.48±0.43 4.50±0.43 4.46±0.45

하부 영역 애착과 친밀감 5.16±0.65 5.21±0.50 5.10±0.78

사회 통합성 4.56±0.79 4.54±0.79 4.57±0.79

자기 존중감 2.68±0.60 2.72±0.60 2.62±0.61

정보와 지도 4.31±0.62 4.33±0.60 4.28±0.64

양육적 지지 5.71±0.70 5.69±0.64 5.72±0.76

적응 1.88±0.29 1.93±0.25 1.88±0.29

하부영역 가족 통합과 협조 2.16±0.35 2.21±0.33 2.10±0.37

심리적 존중과 자아 존중 1.53±0.34 1.59±0.30 1.46±0.37

가족 및 의료팀과의 대화 2.02±0.45 2.01±0.47 2.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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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표 소아암 환아 가족의 가족 적응에< 3>.

미치는 사회적지지 인지의 영향은 유의한 주효과( =.43,β

를 보이고 있다 진단적 특성 그룹p<.01) . 별로 보면 백혈병 환,

아 가족은 주효과( =.40, p<.01),β 뇌종양 환아 가족의 경우 주

효과 로서 사회적 지지의 인지가 가족 적응에( =.46, p<.01)β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암 환아 가족에서의 인지된 사회적 지지가 가족 적응

에 미치는 영향은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영역

을 중심으로 표 사회적 지지의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3>, ,

애착 및 친밀감 영역의 사회적 지지의 인지가 ( =.51,β

자아 존중감 지지의 인지가 사회 통합p<.01), ( =.50, p<.01),β

성 지지의 인지가 가 각각 가족 적응에 유의한( =.34, p<.01)β

예측 인자로 나타났다 표 소아암 환아 가족에서 사회적< 4>.

지지의 인지는 가족 적응에 유의한 예측인자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Brazil et al.,

2002; Hachestt et al., 1997; Hoekstra-Weebers, et al., 2002;

Mellon et al., 2001; Noll et al., 1999; Von Weiss et al.,

2002).

또한 소아암을 위시한 만성 질환아의 가족 적응에 대한 선

행 연구의 결과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 인자로서 개인의 자존감과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자로서 사회적 지지의 인지를 제

시한 결과와 같다(Hachestt et al., 1997; Noll et al., 1999; Von

본 연구 결과에서 가족 기능과 결속력을Weiss et al., 2002).

중요시하는 애착 및 친말감과 자기 존중의 사회적 지지의 인

지가 주효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통합이나 지도와 정,

보등의 사회적 지지의 영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

과는 가족 관점에서의 적응이 가족 구성원이 갖고 있는 집단

으로서의 가족적 기능과 가족 역할의 재정비를 통한 적응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Brazil et al., 2002; Mellon et al., 2001; Hoekstra-Weebers et

al., 2002)

진단적 특성별 사회적 지지의 인지가 가족 적응에 미
치는 영향
진단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영역의 주요 영향을 비교

하기 위해 각 그룹의 가족 적응을 사회적 지지의 영역별 단

순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 백혈병 환아 가족 그룹에서는,

애착 및 친밀감의 사회적 지지의 인지가 자기( =.53, p<.01),β

존중감 지지의 인지가 사회 통합성 지지의 인( =.46, p<.01),β

지가 가족 적응에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 =.40, p<.01)β

났고 뇌종양 그룹에서는 자기 존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인,

지가 애착과 친밀감 지지가( = .54, p<.01), ( =.50, p<.01),β β

사회 통합성 지지가 로 가족 적응에 유의한 예( =.33, p<.05)β

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인지의 영역이 진

단적 특성별 회귀 모형상 다르게 나타난 것은 백혈병과 뇌종

양의 질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백혈병의. ,

경우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이 시행되는 반면에 뇌종양,

의 경우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항암화학요

법과 방사선 요법 외에 수술요법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치료에 대한 예후는 두 질환(Shusterman et al., 2000)

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데 뇌종양 환아의 인지,

기능 장애가 가족 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지 영역 차이를 가

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지 기능 장애는 아동의 일상 생. ,

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을 돌보는 가,

족의 기능과 역할에도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인지 기.

능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아동은 일상 생활 활동에도 가족의

표 가족 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회귀 분석< 3>
R Sqaure β t p

백혈병그룹 사회적 지지 .162 .402 3.169 .003

뇌종양그룹 사회적 지지 .210 .458 3.496 .001

전체 사회적 지지 .185 .430 4.764 .000

표 가족 적응과 사회적지지 하부영역간의 상관관계< 4>
가족 적응 사회적 지지 애착과 친밀감 사회 통합성 자기 존중감 정보와 지도

사회적 지지 .402**

애착과 친밀감 .511** .730**

사회 통합성 .343** .785** .567**

자기 존중감 .503** .754** .592** .619**

정보와 지도 .017 .485** .125 .159 -.010

양육적 지지 .026 .625** .145 .069 .091 .333**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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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또래 관계에도 소외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백혈병 환아 가족보다 뇌종양 환아 가. ,

족이 다 같이 예측 불가능한 재발의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뇌종양 환

아 가족에 있어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역

에서 자기 존중 요구가 주효함을 시사한다고 본다(Stavinoha,,

2000).

즉 백혈병 그룹에서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

로서의 제시된 사회적 지지로서 애착 및 친밀감은 가족이 아

동의 치료 과정으로 인한 동료 친척 및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지지의 필요

성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며 뇌종양 그룹에서의 적,

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제시된 자기 존중 지지

는 아동의 인지 기능 장애라는 암 치료후의 또 다른 장애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갈등이 심화되어

이러한 심리적 갈등의 중재 요인으로 사회적지지 중 자기 개

념 지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소아암 환아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가족 적응에 하나의 예측 인자임을 확인하는 결과임과 동시

에 진단적 특성에 따는 사회적 지지의 영역별 주효과의 차이

를 보임으로서 사회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가족 적응

을 위한 영역별 고려가 요구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아암 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다른 만성질환 아

동 가족에서 주효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인지가 가

족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탐색하기 위해 시도

되었으며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

구로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의 영역적

영향 요인을 탐색함으로서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S

치료를 받고 있는 백혈병 또는 뇌종양으로 진단을 받은 지 6

개월에서 년 미만의 소아 암 환아 가족으로 연구에 참여한2

가족은 총 가족이었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가족의102 .

사회적 지지의 인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와Brandt Weinert

가 개발한 를 이용하였으며 가족 적응(1987) PRQ 85-Part ,Ⅱ

은 등 의 을 사용하여 가족 성원 인이McCubbin (1983) CHIP 1

자가 보고식으로 응답토록 하는 설문지법으로 가족 단위의

사회적 지지와 가족 적응을 측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인 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부모의 연령은, 30

대이고 학력은 평균 고등학교 졸업으로 가 월 수입74% 200

만원 미만으로 경제적 지표로는 중하류에 해당한다고 본다.

아동은 백혈병과 뇌종양 환아가 각각 명 명으로 재발이54 , 48

대부분 되지 않은 상태이고 남자 아이가 전체의 로 연63.7%

령은 학령 전기에 해당하는 평균 세였다 백혈병 환아와 뇌6 .

종양환아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차이가 없어 소아암 환아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가족 적응에 외생 변인으로서 영향은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아암 환아 가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는 중등 정도

로 나타났고 가족 적응의 정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진단, .

적 특성에 따른 백혈병 환아 가족과 뇌종양 환아 가족에서

사회적 지지와 적응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적응의 하부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백혈, .

병이나 뇌종양 그룹 모두에서 사회적지지 중 양육적 지지가

가장 높게 인지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인지를 보인 영역은,

자기 개념 지지 영역이었다 적응에 있어서는 백혈병과 뇌종.

양 그룹 모두에서 가족 통합과 협조에 대한 적응을 잘 이루

어지고 있는 반면에 심리적 안정과 존중에 대한 적응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암 환아 가족 적응의 회귀 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유의한 예측 인자로 제시되고 있다 즉 소아암 환아.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는 가족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영역별 인지에서 애착,

과 친밀감 자기 존중감 사회 통합성의 지지가 가족 적응에, ,

유효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진단별 그룹에서도 사회적.

표 소아암 전체 및 진단 그룹에 따른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의 하부요인< 5>
R Square β t p

백혈병그룹 애착과 친밀감 .278 .527 4.475 .000

사회 통합성 .156 .395 3.096 .003

자기 존중감 .214 .463 3.768 .000

뇌종양그룹 애착과 친밀감 .248 .498 3.891 .000

사회 통합성 .105 .325 2.328 .024

자기 존중감 .290 .538 4.329 .000

전체 애착과 친밀감 .262 .511 5.952 .000

사회 통합성 .118 .343 3.650 .000

자기 존중감 .253 .503 5.82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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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적응에 유의한 예측 인자로 제시되고 있으나 영향 정,

도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백혈병 환아 가족에서는 적응에 유.

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는 애착과 친밀감의 인지

였으며 뇌종양 환아 가족에서는 자기 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인지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임상에서 소아암 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적응을 위한 가족 중재 프로그램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에 사회적 지지로서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

구되며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지지 영,

역의 영향 요인을 고려하고 또한 진단적 특성에 따라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의 영역이 다름을 근거로 하

여 프로그램의 특성화가 이루어져한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표본 구성에서 일개 병원을 대상으로 편의 추∙

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및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좀더 많은 표본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진단 받은 지 개월에서 년 미만의 가족의 대6 2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치료후의 예후가 드러나는 시기인

생존기간이 지난 치료 끝난 후 년 이후의 가족을 대상으5

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가족 적응 과

정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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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 of children with cancer face many illness-related demands.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is a critical

resource for the family adaptation process. And the patterns of family adaptation to childhood cancer varies as

characteristics of disease, which is prognosis, the influence of cognition function, and treatment process.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social support is not unidimensional. However, most studies focus on general aspect of

mediating effects on adaptation. Diverse dimension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in its

effectiveness for interven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whether family's perceived social support influences the

family adaptation of family with pediatric cancer and what dimension influences mostly in family adaptation as the

characteristics of disease in the family of children with cancer.

The subject was consisted of 102 families with pediatric cancer who had been diagnosed as leukemia or brain

tumor last 2 years. Those families had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program or meetings for family who have

with pediatric cancer children. The measurement for this study were Personal Resource Questionnaire (PRQ) Part-

developed by Brandt and Weinert to measure parent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McCubbin's Coping

Health Inventory for Parents (CHIP) to measure family cop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has effect on family adaptation with =.43, p<.01. Inβ

the group of family of child with leukemia, social support as general has effect on adaptation ( =.40, p<.01) andβ

specially, social support perceived as intimacy was strongly effect on family adaptation. And In the group of brain

tumor, Social support has effect on adaptation( =.46, p<.01) and among the social support domains, the selfβ

esteem dimension was most predictable to family adaptation.

In conclusion,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is a predictor on family adaptation and useful vehicle to help family

who has child with pediatric cancer. An important clinical implication is that specified support program for

intervention may be useful and critical for the family who has diverse pediatric conditions of childhood cancer.

Further studies should stress the effects of family support for clinical intervention and is needed with diverse stage

of development and pediatr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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