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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괄목할만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소아암은 생명을 위

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소아암 환아는 년간의 강력한 화학요법 방사선 치2-3 ,

료 장기간의 입원과 반복적인 잦은 입원 요추천자나 골수천, ,

자 같은 고통스럽고 침습적인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건강한

아동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von Essen, Enskar,

자아존중감 저하Kreuger, Larsson and Sjoden, 2000), (Noll et

등 사회심리적 행동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al., 1997) ,

고되어 왔다.

또한 치료를 끝내고 장기간 생존하고 있는 소아암 생존자

들도 만성질환으로 야기되는 신체상의 손상 대인관계의 결핍, ,

가족의 과보호로 인한 자율성 축소 및 재발에 대(Eiser, 1998)

한 두려움과 예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Zelter

및 방사선 치료와 화학치료의 지연된 역작용으et al., 1997)

로 인한 인지기능에의 영향으로 학습장애의 문제(Waber et

등 사회심al., 2000; Kokkonen, Winqvist and Lanning, 1997)

리적 부적응이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문헌에서 모든 아동기암 생존자가 어떤 특별한

신체적 사회심리적 문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장기간의,

적응의 관점에서 보다 취약하고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고 있으나 소아암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관한 선

행 연구들은 대부분 진단 직후 혹은 진단 후 년이 경과한2-3

시점에서의 횡단적 연구로 질병치료 단계에 따른 사회심리적

적응의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진단 후 각기

다른 시점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문제를 비교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기암의 성인 생존자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사회,

적 교육적 문제는 학령기와 청소년기부터 나타난 신체적 정, ,

신사회적 문제의 연장일 수 있으므로 치료를 끝낸 아동에 대

한 계속적인 사정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함으로

써 문제의 악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치료가 종료된.

암환아가 병원에서 지역사회와 학교로 돌아가서 적응하고 재

활하는 전 과정을 돕는 전략이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

며 계속적인 추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병원 지역사회 가정이, ,

통합된 관리체계의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소아암 환아의 문제와 관련해 국내의 간호학 분야에

서는 암환아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암환

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강경아 의 청소년기 암환아의(1997)

경험분석 최자윤 의 청소년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2000)

단계별 간호문제와 간호중재 프로토콜의 개발 전나영, (2001)

의 암환아의 질병적응 관련요인 분석이 있으나 소아암 환아

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아암

아동이 질병치료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며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소아암.

생존 아동의 연구는 생존기간을 치료 종료 후 년 또는 그5

이상으로 정의하고 년 생존기간 이상의 생존자로 하다 보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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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성인이 되어 버린 대상자로 인해 소아암 생존 아동으로

서의 연구 대상자는 제한될 수 밖에 없었고 국내에서도 진주

혜 의 연구 외에 찾아보기 힘들었다(2000)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아암 환아의 사회심리적 부적응의

양상을 탐색하고 특히 국내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치료가 종

료된 소아암 생존 아동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암 환아와 수술 방사선요법,

을 포함해 항암제를 통한 년 간의 관해유지가 끝나고 치료2-3

가 종결된 암환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런 사회심리적 문제의 확인을 통해 우리 나라의 소아암

환아에 대해 질병치료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사회심리적 기능부전을 예방하고 적응을 증진시키며

그로 인한 치료지시 불이행 건강악화를 예방하여 질적인 삶,

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이고 종단적인 간호중재 프

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연구의 목적
치료중인 암환아와 치료가 종료된 암환아의 사회심리적∙

적응 수준을 비교한다.

치료중인 암환아와 치료가 종료된 암환아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사회심리적 적응 수준의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개 병원에 내원하는1

소아암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고 치료과정이나 진단적인 다양

성에 비해 표본의 크기가 적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

거나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문헌 고찰

전통적으로 암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연상하게 하고 완치

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최근 암으로 진단 받

은 어린이의 정도가 완치가 가능하고 생존기간이 연장되70%

면서 암에 대한 신체적 문제의 치료 뿐 아니라 장기적인 치

료나 질병과정으로 인한 성장발달상의 문제 사회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암의 치료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은 오랜 입원 기간 및 진단

과 검사를 위한 반복적이고 침해적인 시술 여러 가지 부작용,

을 초래하는 화학요법 등 장기간의 치료를 받는 동안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재발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겪으며 (Enskar, Carrisson, Golsater, Hamrin and Kreuger,

잦은 결석으로 친구들과의 접촉이 제한되고 신체적 허1997)

약감으로 또래집단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으로 인

해 외로움과 분리감을 경험하게 된다(Hockenberry-Eaton,

질병과 치료로 인해 누적된Manteuffe and Bottomely, 1997).

이런 어려움들은 암환아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저해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낮은 사회화 기술을 보이고 공격적이

되거나 또는 침체되고 소극적인 행동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Kellerman, 1980).

최근 소아암 치료의 공격성으로 완치율이 높아지고 생존

아동이 증가하면서 이런 소아암 생존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

의 어려움과 추후에 겪는 의학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문제에, ,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는 아동기. Koocher and O'Malley(1981)

암을 앓은 청소년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저하 우울 불안 친, , ,

구관계의 변화 학교 생활에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확인하였,

으며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아동기 질병을 치료한 그룹과 비

교하여 암의 생존자들이 유의하게 더 낮은 적응을 나타내었

다고 보고하였다 은 아동기 백혈병의 성인. Zelter et al.(1997)

생존자들이 형제로 구성된 대조군과 비교해 우울 긴장 분노, , ,

혼동의 증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은 아동기에 악성암을 앓고 생존한Kokkonen et al.(1997)

세의 명을 대상으로 신체적 신경학적 정신적 사회적16-26 27 , , ,

문제를 확인해 본 결과 만이 신체적 건강문제가 없었으며31%

언어와 수행 평가를 포함한 지능검사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

수를 나타내었는데 생존자 명 중 명이 학업을 방해하는 읽5 1

기와 쓰기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런 결과는 질병의 조기발병

과 방사선 치료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은 뇌방사선조사와 를 포함한 백Cetingui et al.(1999) IT MTX

혈병 치료를 종결한 평균 연령 세 아동의 를 연령과 성14 IQ

별을 짝짓기한 환아의 형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의하게 낮

았음을 보고해 뇌방사선 조사가 대뇌반구의 백질에 국소적인

괴사를 가져와 신경정신적인 휴유증을 남길 수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성적발달에 있어서는 지연된 성적. ,

발달과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나타내었다. Kazak and Meadows

는 명의 청소년 암생존자와 그 가족의 사회정서적 적(1989) 35

응에 있어서 건강한 청소년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동일한 대상자를 추후조사한 후기 연구에서(Kazak et al.,

학습의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장기간의 적응의 관점에서1994)

보다 취약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아암 생존 아동은 치료.

가 종료된 직후 잠시 안도와 행복감이 있을지라도 소아암 치

료가 끝나 생존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동이나 그 가족이 직면

하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모두 해방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부모를 비롯하여 생존 아동은 삶의 방식 사회적 관,

계 미래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한 변화에 다시 맞부딪치게 된,

다고 하였다 소아암(Greenberg, Kazak and Meadows, 1989).

생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장기적으로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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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생존 아동들의 주요한 사회 심리적 문제로 우울 불안, ,

자아존중감 저하 및 비효과적인 사회화와 자조 능력 부족 등

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에서 소아암(Haase and Rostad, 1994).

초기 생존 아동을 다룬 유일한 연구인 진주혜 의 연구에(2000)

서는 학습활동에서 방사선 치료로 인한 지능 저하 수학과목,

부진과 특별 교육 요구 피로와 쇠약 집중력 감소와 산만한, ,

행동 공격적 성격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사회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

면 암환아의 우울한 속성과 회피적 대처는 낮은 적응을 가져

오며 그 외 부모의 대처유형과(Frank, Blount and Brown,1997)

적응 진단시 연령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 Hill et

은 방사선 치료와 중추신경계 전이를 예방하는al.(1998)

치료를 받은 생존자가 유의하게 낮은 학업성취도 신IT-MTX ,

체상 저하 심리적 고통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도 어린 시기의 전체 뇌방사선 조사Butler & Copeland(1993)

는 보다 더 인지결함을(whole brain radiation therapy;WBRT)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은 인지된 가족. Rait et al.(1992)

응집력과 적응성의 가족기능이 청소년기 암 생존자의 치료

후 사회심리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제시하고 있으

며 또한 긴 치료과정 재발 비지지적인 가족 진단연령 등이, , ,

아동기 암생존자의 장기간의 적응과 연관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과(Van Dongen-Melman & Sanders-Woustra, 1986). Manne

는 암 치료중인 세 아동의 심리적 고통은 암Miller(1998) 12-20

치료와 연관된 신체적 장애와 가장 연관되 있었으며 그 다음

이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특히 어머니와의 갈등없는 관계가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함을 제기하고 있고 Varni, Katz,

은 세의 최근에 암으로 진단받Colegrove and Dolgin(994) 8-13

은 아동의 사회적지지와 적응간의 관계연구에서 친구의 지지

가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외형화된 행동과 가장 연관되 있, , ,

다고 하였다 암치료로 유발된 신체적 장애나 기능의 변화는.

심리적 적응과 연관되 있는데 Mulhern, Wasserman, Friedman

은 세의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종and Fairclough (1994) 8-16

단적 연구에서 신체적 증상과 우울 증상은 유의한 관계가 있

음을 보고하였다.

요약하면 소아암 환아의 사회심리적 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인구학적 변수를 포함한 아동의 특성 질,

병과 치료관련 요인 환경적 요인을 들고 있는데 아동의 특성,

에는 성별과 연령 아동의 대처유형 기질 질병과 치료관련, , ,

요인에는 질병유형과 치료의 공격성 진단시 연령 치료종결, ,

로부터의 경과시간 뇌방사선조사 재발여부 잠재적인 신체적, , ,

장애나 기능적 장애 치료와 연관된 합병증 등이 가장 일치되,

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환경적 요인에는 부모자녀관.

계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가 제시되고 있다, , .

현재까지의 문헌에서 모든 생존자가 어떤 특별한 사회적,

정신적 문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암치료과정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극복했다는 통제감과 안녕감 성숙 목표지, ,

향적이라는 긍정적인 사회심리적 잇점도 보고되고 있으나 전

제적인 관점에서 아동기암과 그 치료과정은 지속적인 심리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회심리적인 문

제와 그 원인의 조기탐지는 보다 시기적절한 중재를 가능하

게 하여 성인기의 위기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사회적,

발달의 위험 그룹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함축성을 가진다

하겠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자
대상자는 세의 소아암 환아로 치료군 명 치료종료군4-11 31 ,

명의 총 명이었다 치료중인 환아는 년 월부터 월30 61 . 2001 3 8

사이에 서울의 대학병원에 백혈병 임파종 신경아세포종Y , , ,

윌름씨 종양 횡문근육종 등 소아암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항암치료 과정에 있는 환아로 하였으며 치료가 종료된 아동

은 같은 병원에서 년 간의 관해 유지가 끝나고 완전관해2-3

치료종료 이후 외래로 추후관리를 받고(complete remission)

있는 아동이었다.

연구대상자를 세로 한 이유는 사회심리적 적응을 측정4-11

하기 위한 도구가 세 세의 두 연령집단 별KCBCL 4-11 , 12-17

로 표준화된 규준 점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질환을 갖고 있

지 않은 아동과 본 연구대상자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4-11

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사회심리적 적응 도구•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은 와 의Achenbach Edelbrock(1983)

를 오경자 등 이 표준화Child Behavior Checklist(CBCL) (1997)

한 을 이용하였다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

은 아동행동평가 척도로 사회심리적 적응상의 문제나CBCL

정신건강을 사정하기 위한 아동 문제 행동 연구에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그 타당도가 인정된 도구이다.

은 아동의 적응 및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K-CBCL

된 도구로 크게 사회능력척도 와 문(Social Competence Scale)

제행동척도 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Behavior Problem Scale)

있다.

사회능력척도는 사회성척도와 학업수행척도 이 두 개의 척,

도를 합한 총사회능력척도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총 항목3 13

으로 이루어져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능력이 있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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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에는 위축척도 신체증상척도 불안, ,

우울척도 사회적미성숙척도 사고문제척도 주의집중척도 비, , , ,

행척도 공격성척도와 내재화문제 척도 외현화문제 척도 성, , ,

문제척도 정서불안정척도 총문제행동척도 등 모두 개의, , 13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내재화문제척도는 위축 신체증. ,

상 불안 우울의 가지 척도의 합 외현화문제척도는 비행, 3 , ,

공격성척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각 항목은 점 척도. 3 Likert

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있는 것으로 판별된다.

부모 작성용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는 문제행동의

임상적 판단을 위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모든 하위 척도

들의 원점수는 표준화된 점수로 환산되어 사회능력척도에서T

총사회화의 임상점수는 점이하 사회성과 학업수행은 점33 , 30

이하를 임상점수 범위로 보고 임상집단으로 진단할 수 있으

며 문제행동척도에서 총문제행동의 임상점수는 점 이상 각63 ,

각의 하부척도의 임상점수는 점 이상을 임상점수범위로 보70

고 임상집단으로 진단할 수 있다 표 표준화 당시< 1>. K-

의 값은 이었으며 평가자부모CBCL Cronbach's alpha .62-.86 ( )

간 일치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이.69(.62~.76), - .68(.59~.76)

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사회능력척도. Cronbach's alpha

는 문제행동척도는 이었으며 전체신뢰도는 이었다.70, .95 .94 .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부터 월까지이며 서2001 2 9

울에 위치한 개 대학병원에 자료수집협조에 관한 공문을 보1

내 협조를 얻었으며 치료중인 환아는 소아과 병동의 수간호

사와 외래 수간호사로부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명단을 제공

받아 이 중 연구대상자에 부합되는 암환아의 부모에게 연구

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

자의 부모로부터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건강문제도구는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치료가 종료된 환아는 암병동 외래에서 소아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외래를 방문한 대상자 중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에 적합한 암환아의 부모로부터 연구에의 동의를 얻고 부모

와 아동으로부터 자료수집을 하였다.

질문지 작성을 위한 장소는 병원기도실과 외래의 조용한

빈 방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 명과 질문지2

작성과 면접법에 대해 연구자로부터 교육받은 간호학과 학생1

명이 실시하였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으SPSS

며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치료중인 아동과 치료가 종료된 아동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심리적 적응수준은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적, ,

통계를 사용하였다.

치료중인 아동과 치료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

수준의 차이는 로 검정하였다t-test .

치료중인 아동과 치료가 종료된 아동의 일반적 특성의 차∙

이는 χ2 와 로 검정하였다test t-test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적응 수준의 차∙

이는 상관계수로 검증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하였다.

연구 결과

표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의 전체 척도 구성내용< 1>
척도명 문항수 가능점수범위 임상점수(T)

사회능력척도 사회성
학업수행

6

7

0- 8

0- 5

30

30

총사회능력 13 0-13 33

문제행동증후군척도
위축
신체증상
불안우울/

비행
공격성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성문제
정서불안정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9

9

14

13

20

8

7

11

6

10

17

33

0-18

0-18

0-28

0-26

0-40

0-16

0-14

0-22

0-12

0-20

0-62

0-66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63

63

총문제행동 117 0-23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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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명 여자가38 (62.3%), 23

명 이며 연령은 세가 명 세가 명(37.7%) 10-11 28 (45.9%), 7-9 22

으로 평균 연령은 세였다 학교생활은 재학중인 아(36.1%) 8.8 .

동이 명 장기결석이 명 휴학 중인 환아가38 (62.3%), 13 (21.3%),

명 이었다 대상자들의 진단명은 백혈병이 명10 (16.4%) . 30

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모세포종 윌름 종양 횡문근육(49.2%) , ,

종 간종양을 포함한 고형종양이 명 임파종이 명, 20 (32.7%), 11

이었으며 평균 치료기간은 개월이었고 치료종료후(18.1%) 25

기간은 년 이하가 명 년이 명 으로4 14 (46.6%), 6-11 12 (36.7%)

평균 년으로 나타났다 치료방법은 화학요법만을 사용한 환5 .

아가 명 화학요법과 수술로 치료받은 환아가 명38 (62.3%), 10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아가 명 이(16.4%), 8 (13.1%)

었으며 뇌방사선 조사를 받은 환아가 명 재발한 과13 (21.3%),

거력이 있는 환아는 명 이었다6 (9.8%)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치료군과 치료종료군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치료군에서는 남자가 명 여자가 명20 (64.5%), 11

으로 남자가 많았고 평균 연령은 세였으며 학교생활(35.5%) 8

은 휴학과 장기결석이 명 으로 재학중인 환아20 (64.5%) (35.5%)

보다 많았다 질병력에서는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환아가 명. 11

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시 연령은 평균 세 치료기간은(35.5%) 6 ,

평균 개월이었으며 뇌방사선조사를 받은 환아는 명30 5 (16.1%),

재발한 과거력이 있는 환아는 명 이었다 표5 (16.1%) < 2>.

치료종료군은 남자가 명 여자가 명 이었고18 (60%), 12 (40%)

평균 연령은 세 학교에 다니는 환아가 명 이었으며9 , 27 (90%)

질병력에서는 임파종이나 고형종양이 명 으로 백혈병21 (70%)

환아 명 보다 많았으며 진단시 연령은 평균 세 치료기9 (30%) 4 ,

간은 평균 개월이었고 뇌방사선조사를 받은 환아가 명20 8

재발한 과거력이 있는 환아가 명 이었다(26.7%), 1 (3.3%) .

치료군과 치료종료군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χ2 로 검test

증한 결과 학교생활 진단명 진단시 연령 치료방법에 있어서, , ,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은 치료군에서.

장기결석이나 휴학이 명 으로 치료종료군의 명20 (64.5%) 3 (10%)

보다 많았으며 진단명은 치료군은 백혈병이 명 으로21 (67.7%)

가장 많았으나 치료종료군은 고형종양이 명 으로 가장15 (50%)

많았으며 진단시 연령에서는 치료군은 세에서 세가 명5 8 17

로 가장 많았으나 치료종료군은 세에서 세가 명(54.8%) 1 4 18

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방법은 화학요법과 수술을 함(60.0%) .

께 받은 환아가 치료군에서는 명 치료종료군에서는3 (9.7%), 8

명 이었고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함께 받은 환아는(26.7%)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혹은 평균( ) (SD)

치료군 치료종료군(n=31) (n=30)

χ2

혹은 t

p

성별
남
녀

20(64.5)

11(35.5)

18(60.0)

12(40.0)
.13 .72

연령세( ) 8( 2.2) 9( 1.9) -2.04 .04*

학교생활
재학
휴학
장기결석

11(35.5)

9(29.0)

11(35.5)

27(90.0)

1( 3.3)

2( 6.7)

19.36 .00**

진단명
백혈병
임파종
고형종양

21(67.7)

5(16.1)

5(16.1)

9(30.0)

6(20.0)

15(50.0)

9.88 .00**

진단시
연령세( )

6( 2.5) 4( 2.9) 2.76 .00**

치료기간
개월( )

30(23.9) 20(12.9) 2.02 .04*

치료방법

화학요법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화학요법과 수술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및 수술

24(77.4)

1( 3.2)

3( 9.7)

3( 9.7)

14(46.8)

6(20.0)

8(26.7)

2( 6.5)

8.66 .03*

재발여부 있음
없음

5(16.1)

26(83.9)

1( 3.3)

29(96.7)
2.81 .09

뇌방사선
조사유무

무
유

26(83.9)

5(16.1)

22(73.3)

8(26.7)
1.16 .28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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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군에서는 명 이었으나 치료종료군에서는 명1 (3.2%) 6 (20.0%)

으로 나타났다.

치료중인 아동과 치료종료 아동의 문제행동 점수 비교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는 각 하위영(KCBCL)

역의 점수의 범위가 문항수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위

영역간의 비교를 위해 또한 임상적 판단을 위해 표준화된 T

점수로 환산하였다 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에서 총문. KCBCL

제행동 점수는 점 이상 다른 하위 척도 점수는 점 이T 63 , T 70

상을 임상점수 범위로 보고 행동장애나 적응문제가 있는 것

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의 사회능력척도에서는 총사회. KCBCL

능력 점수는 점 이하 사회성과 학업수행점수는 점 이T 33 , 30

하를 임상점수 범위로 보고 임상범위에 속하게 되면 사회적

적응능력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소아암 환아의 총문제행동 점수의 평균은 점으로 치T 51.50

료군은 치료종료군은 으로 치료군이 치료종료군보53.77, 49.23

다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임상범위에 해당되는 아동은 치료군에(t=1.89, p=.06)

서 명 치료종료군에서 명이었다3 , 2 .

문제행동척도의 개 하위척도 중 위축척도가 가장 높은13

점수를 보여 평균 점이었으며 치료군 치료종료군57.08 61.23,

이었다 위축척도에서 명 이 임상범위에 들어 가장52.93 . 9 (15%)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 중 치료군은 명 치료종료군은6 , 3

명이었다.

치료군과 치료 종료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 하위척도

는 우울불안 위축 내재화의 개 척도로 치료종료아동보다/ , , 3

치료중 아동이 우울불안 위축 내재화 문제가 많은 것으로/ , ,

나타났으며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 , ,

공격성 비행 외현화 성문제의 하위척도에서는 유의한 차이, , ,

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능력척도의 점수를 비교해보면 치료중인 아동과 치료가

종료된 아동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 하위척도는 사회성으로

치료중인 아동보다 치료종료 아동의 사회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업수행점수는 유의한 차이를(t= -2.56, P<.05)

보이지 않았다 표< 3>.

건강한 규준집단과 문제행동점수의 비교
은 성별과 연령별로 나누어 규준점수를 제시하고K-CBCL

있는데 남녀와 세 세의 두 연령 집단으로 나눈 개/ 4-11 , 12-17 , 4

의 규준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척도에 대해 백분위점수와 표

준점수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별로 평균점/

수를 구하여 규준집단과 비교하였다 표 문제행동증후군< 4>.

척도에서 남녀 모두 규준집단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하

위척도는 개로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주7 , , / , ,

의집중문제 내재화 총문제행동 척도였으며 사고의 문제 공격, , ,

성 성문제는 남자에서만 규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

치료중인 아동과 치료종료 아동별로 규준점수와 비교했을

때 치료중인 아동에 있어 남녀 모두 규준집단보다 높게 나타

난 하위척도는 위축 우울불안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 / , , ,

의 문제 주의집중 내재화 성문제 총문제행동이었으며 치료, , , ,

표 치료중인 아동과 치료종료 아동의 문제행동 점수 비교< 3>
영역

치료군(N=31)

점수Mean(T ) SD

치료종료군(N=30)

점수Mean(T ) SD
t p

문제행동 총문제행동 30.93(53.77) 14.37 25.37(49.23) 22.71 1.89 .06

증후군 위축 2.67(61.23) 1.60 2.33(52.93) 2.10 2.01 .04*

척도a 우울불안/ 4.80(54.47) 2.94 3.53(49.80) 3.34 2.07 .04*

신체증상 2.97(54.80) 3.43 1.80(50.87) 2.23 1.45 .15

사회적미성숙 3.83(56.63) 2.24 3.07(53.57) 2.48 1.35 .18

사고의 문제 .87(53.67) .90 .60(50.37) 1.04 1.71 .09

주의집중 4.80(53.57) 2.96 3.67(50.00) 2.93 1.58 .11

공격성 6.13(49.70) 4.64 6.07(48.13) 7.22 .56 .57

비행 .90(48.30) 1.06 1.00(47.53) 1.76 .35 .05

내재화 10.33(56.13) 5.73 7.60(51.00) 6.30 2.32 .02*

외현화 7.03(49.47) 5.25 7.07(47.70) 8.71 .66 .51

성문제 .47(44.30) .97 .33(38.27) .88 1.11 .27

사회능력 총사회능력 9.32(43.10) 2.26 10.02(47.33) 1.67 -1.32 .19

척도b 사회성 5.47(48.70) 1.70 6.39(53.57) 1.02 -2.56 .01*

학업수행 3.66(41.43) .89 3.58(44.10) 1.38 - .60 .55

* p< o.05

문제행동증후군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많음a

사회능력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능력 좋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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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료된 아동에 있어서 남녀 모두 규준집단보다 높게 나타

난 하위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내재화로 나타, , ,

났다.

사회능력척도에서 남녀 모두 규준점수보다 낮게 나타난 척

도는 총사회능력과 학업수행능력으로 나타났다.

치료중인 아동과 치료종료 아동별로 규준점수와 비교해 보

면 치료중인 아동의 사회능력점수는 정상집단의 규준점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 사회성 점수 로 규준점수 남 여5.47 5.82,

보다 낮았으며 학업수행점수는 으로 규준점수 남5.96 , 3.66

여 보다 낮았으며 총사회능력 점수는 로 규준3.99, 4.06 , 9.32

점수 남 여 보다 낮았다 치료가 종료된 아동의 학9.81, 10.02 .

업수행점수는 로 남녀 각각의 규준점수보다 낮았으나 사3.58

회성은 로 남녀 각각의 규준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6.39 .

일반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점수와의 유의성검증에서는 성

별 연령 동거가족수 아버지 학력 어머니학력 아버지와 어, , , , ,

머니 종교 경제수준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종료후 기간 치, , , , ,

료방법 재발여부 뇌방사선조사 유무에 따른 문제행동점수간, ,

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진단시 연령을 세 이하와 세6 7

이상의 학령전기와 학령기로 나누어 보았을 때 진단시 연령

이 높을수록 내재화와 문제행동점수(t=3.17, p<.01) (t=3.10,

가 높았다p<.01) .

또한 뇌방사선조사 유무에 따른 학업수행점수의 차이를 본

결과 방사선 요법을 받은 군이 평균 방사선 요법을 받2.92,

지 않은 군이 로 받지 않은 군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3.44

없었고 주의집중문제도 방사선조사군 방사(t=1.10, p=23) 4.26,

선비조사군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4.23 (t=.03, p=.97).

논 의

문제행동증후군척도에서 총문제행동 점수는 우리나라에서

소아암 아동의 문제행동을 보고한 연구가 없어 같은 만성질

환아에 해당되는 천식환아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김경희 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치료군과 치료종료군 모(2001)

두에서 높게 나타났고 하위척도에서는 위축 우울불안 사회, / ,

적 미성숙이 두 군 모두에서 더 높게 나타나 사회심리적 적

응이 더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축이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인 것과 임상범위에 드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결과가 일

치하였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더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다른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과 마찬가지로 소

아암 아동도 위축 우울 불안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 다, ,

양한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

이라 하겠다.

문제행동 점수를 규준집단의 점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치료

가 종료된 아동에 있어서 위축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내재, , ,

화의 하위척도가 규준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치료종료.

군의 내재화 점수는 의 세 사이의 백혈병Noll et al.(1997) 5-18

생존자의 내재화 점수와 같은 점수를 보였고 Shelby et

의 연구에서 치료가 종료된 급성 임파구성백혈병 환al.(1998)

아의 점수에서 내재화된 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CBCL

과 일치하는 결과이나 천식환아를 대상으로 한 김경희(2001)

의 내재화 점수보다는 높은 점수였다.

이런 결과는 소아암 아동은 장기간의 치료과정에서 학교

생활과 교우관계에의 많은 결손을 가져오며 치료종료 후에도

신체적 허약감 재발에 대한 두려움 부모의 과잉보호로 사회, ,

표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점수< 4>
영역

남(N=38)

평균(±SD)
남자규준점수

여(N=23)

평균(±SD)
여자규준점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총문제행동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외현화
성문제

30.40(±20.89)

2.32(± 1.73)

2.55(± 2.85)

4.24(± 3.28)

3.58(± 2.48)

.92(± 1.07)

4.37(± 2.88)

1.18(± 1.66)

7.03(± 6.97)

9.05(± 6.18)

8.21(± 8.33)

.53(± 1.08)

26.27(±18.92)

1.74(± 2.07)

1.48(± 1.97)

3.47(± 3.33)

2.49(± 2.21)

.61(± 1.09)

3.90(± 3.17)

1.49(± 1.79)

7.00(± 5.37)

6.63(± 6.08)

8.49(± 6.61)

.45(± .91)

24.27(±1.31)

2.82(±2.09)

2.09(±3.10)

4.05(±3.09)

3.23(±2.29)

.41(±0.66)

4.00(±3.19)

.55(±0.86)

4.50(±3.47)

8.82(±6.18)

5.05(±3.75)

.50(±1.67)

23.96(±17.79)

1.71(± 1.93)

1.56(± 2.19)

3.54(± 3.30)

2.36(± 2.05)

.48(± .98)

3.28(± 3.00)

1.01(± 1.34)

6.37(± 5.13)

6.72(± 6.03)

7.37(± 6.03)

.44(± .85)

사회능력척도 총사회능력
사회성
학업수행

9.77(± 1.93)

6.19(± 1.43)

3.57(± 1.17)

9.81(± 1.77)

5.82(± 1.40)

3.99(± .89)

9.54(±2.14)

5.82(±1.46)

3.71(±1.17)

10.02(± 1.74)

5.96(± .34)

4.0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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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됨으로써 우울과 불안 사회적 미,

성숙을 가지게 되고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치료종료군이.

치료종료 후 평균 년이 되는 대상자임을 고려할 때 생명을5

위협받지 않는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의 적응의 문

제보다 치료가 끝나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 지역사회에 복

귀하였어도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생의 위기를 넘기고 질병에

대한 재발과 치료의 휴유증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암생

존아들의 사회심리적 적응의 문제가 더 많음을 확인하는 결

과라 하겠다 따라서 진단초기나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뿐.

만 아니라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우울 불안 위축 신체증상, , ,

등의 내재화된 문제 행동에 대해 의미있게 어떤 특정 증상이

유의하게 높은지를 선별하여 사회심리적 문제를 조기 진단하

고 지역사회와 학교에 적응하도록 돕는 전략이 보다 중요하

게 인식되어야 하고 계속적인 추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병원,

지역사회 학교 가정이 통합된 관리체제로 운영되면서 계속, ,

적인 사정을 통해 사회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

하여 중재함으로써 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호사가

구심점이 되는 역할이 요구된다 하겠다.

사회능력척도에서 총사회능력이 치료군과 치료종료군 모두

에서 정상아군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의 치Shelby et al.(1998)

료가 종결된 백혈병 환아에서 정상아군과 비교해 사회적 능

력점수가 낮게 나타났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학업수행점수에 있어서는 치료군과 치료종료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규준집단의 남자 평균점수보다 치료중인 아동

과 치료가 종료된 아동 모두 낮았으며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학업수행점수가 상승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김경희. (2001)

의 천식환아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한 학업수행 점수

보다 점이 낮은 점수이며 의 연구11 Noll et al.(1997) , Mulhern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et al.(1989) . Mulhern et

은 치료를 끝낸 후 최소 년 동안 증상없이 지내는al.(1989) 2

세 소아암 생존 아동의 상당수가 학습의 부진으로 인해4-16

한 학년 혹은 그 이상 진급을 못하거나 특별수업을 받을 필

요성을 느낀다고 하면서 이런 교육적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

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치료종료군에서 학업수행점수가 정상.

아군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 대상자의 치료종료후 기

간이 평균 년으로 의학적으로 안정된 시기임에도 학업수행5

점수가 크게 상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치료과정 중의 학습

결손으로 인해 계속적인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보여져 지역사회와 학교에 복귀한 후에 이런 학습의 문

제에 대해서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 병원이 통합된 중재 프, , ,

로그램을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선행연구에서 암치료과정 중 방사선요법이 인지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학업수행의 장애를 가져온다는 결과가 있으

므로 본 연(Anderson et al., 1994; Butler and Copeland, 1993)

구에서 뇌방사선조사 유무에 따른 학업수행점수의 차이를 본

결과 방사선 요법을 받은 군이 방사선 요법을 받지 않은 군

보다 학업수행점수가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t=1.10,

주의집중문제도 방사선 조사군이 방사선 비조사군보다p=23)

문제가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이런(t=.03, p=.97)

결과는 전체 뇌방사선 조사 를(whole brain radiation therapy)

받은 아동의 학업수행정도와 주의집중문제는 전체 뇌방사선

조사를 받지 않은 아동의 그것과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

와는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나 백혈병(Noll et al., 1997)

에 대해 방사선조사를 받은 군이 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

업과 관계된 문제가 배 가량 많았다는3 Mulhern et al.(1989)

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본 연구에서의 방사

선 조사를 받은 아동의 수가 명으로 적은 집단이기 때문에13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시켜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치료종료군의 사회성이 치료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정상집단

의 규준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진주혜 의 연구결과(2000)

와 일치하는 것으로 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아동은 친구관

계가 소원하게 되어 학교 복귀시 친구를 사귀거나 유지하려

는 노력을 하게 되며 친구로부터의 가치인정을 갈망하는 것

이라 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점수와의 유의성 검증에서는

진단시 연령이 높을수록 내재화와 총문제행동 점수가 높아

청소년기 중의 암의 진단은 사회심리적 적응의 위험요소라는

의 연구와 일치였으며 이런Zelter(1993), Mulhern et al.(1989)

결과로 미루어 청소년기 암환아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심리적

적응상의 문제를 조기 사정하고 중재할 필요성이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치료중인 아동과 치료가 종결된 소아암 아동의

사회심리적 적응상의 차이점 및 건강한 집단과 비교한 사회

심리적 적응상의 문제를 확인하여 소아암 아동을 위한 간호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적 조사연구로

서울 시내 소재 일 대학부속병원의 암환아 명을 대상으로61

하여 년 월부터 월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연구2001 2 9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에서 총문제행동점수는 치료중인 아동∙

이 치료종료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

었으며 치료중인 아동과 치료종료 아동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 하부척도는 우울불안 위축 내재화로 나타났다/ , , .

사회능력척도에서 치료종료 아동이 치료중인 아동보다 사∙

회성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나 학업수행점수는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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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지 않았다.

에서 제시된 규준집단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문제KCBCL∙

행동증후군 척도에서 총문제행동점수는 치료중인 아동은

정상집단의 규준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치료종료군에

서는 정상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치료군과 치료종료군 모.

두에서 규준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하위척도는 위축 신체,

증상 사회적미성숙 내재화이었다, , .

사회능력척도에서 치료중인 아동은 사회성 학업수행 총, ,∙

사회능력이 모두 정상집단의 규준점수보다 낮았으며 치료

가 종료된 아동은 학업수행은 정상집단보다 낮았으나 사

회성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치료중인 아동뿐만이 아니라 치료가 종결된 소

아암 아동에 있어서도 위축 사회적 미성숙 내재화의 문제와, ,

학업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치료를

끝낸 아동에 대해서도 추후관리를 통한 계속적인 사정을 통

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 측면의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하겠다.

위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대상자를 확대하여 치료군과 치료종료군에 어떤 사회심리∙

적 문제가 있는지를 비교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치료중인 아동과 치료가 종료된 아동 별로 소아암 환아의∙

적응을 증진시키는 간호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과

이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 소아, ,∙

암 환아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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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mparison of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with Cancer between on and of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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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psycho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aged 4-11 years with

cancer between on and off treatment. Metho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parents of children with cancer

through interviews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at the pediatric outpatient department and inpatient ward of one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eoul. The instrument were the Child Behavior Check List(CBCL) developed by

Achenbach(1991) and revised to standardize for Korean children by Oh et al(1997). Result: Total behavi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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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for children on treatment was greater than the score off treatment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Children on treatment report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anxiety, withdrawal, internalizing scores than children off

treatment. Social competence score of children off treatment was greater than the score on treatment and the

difference of school performance score of children between on and off treatment was not significant. The scores on

the withdrawal, somatic complaints, social immaturity, internalizing scales in the cancer group including both on

and off treatment was greater than normative findings in the general population. The scores on the school

competence of children off treatment were lower than the norms for healthy children. Conclusion: Findings from

this study support the importance of nursing interventions to facilitate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cancer both

on and off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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