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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신증후군은 신장 내 신사구체 기저막의 단백질에 대한 투

과성의 항진으로 심한 단백뇨가 초래된 결과 저단백혈증 고, ,

지혈증 그리고 전신부종 증상을 특징으로 하며 빈도 및 조직,

학적 분류는 각 지역의 특성 인종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난다, ,

특히 소아 미세변화 신증후군은 원발(Glassock et al., 1981).

성 신증후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환으로 스테로

이드 치료에 대한 반응율이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80-90%

다 그러나 완전관해가 일어난 후 스테로이드(Coggins, 1981).

를 감량하거나 중단 할 시 재발율이 성인의 경우 아동, 25%,

의 경우 에 이르고 있어김영수 등 만성화되는39-55% ( , 1993)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경우 발육.

부진 고혈압 위장장애 쿠싱 증후군 감염 및 뼈의 무기질, , , ,

소실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사용상 주의가 요구되고 스테로,

이드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 면역억제제를 병용하기도 하

는데 이때에도 백혈구 감소 무정자증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 .

그러므로 환아의 질병발생은 가족들에게 심리적 불안 역할갈,

등 환아에게 부가된 보살핌 질병이 갖는 잠재성 사회 경제, , ,

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된다윤정희 조결자( , ,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아의 부모들은 일상적인 일 등 여1994).

러 가지 일에 혼란이 초래된 경우가 많으며 슬픔 죄책감 불, ,

안과 분노를 느끼고 대인관계가 위축되기도 하며 부부간에, ,

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서로의 탓으로 비난하기도 한다김, (

희순, 1988).

아동의 질환은 가족 특히 자녀의 간호를 담당하는 어머니,

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는 자녀가 신증후군이라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장기간 환,

아를 돌보며 가족 생활의 리듬에도 변화가 따르게 되고 어머

니의 삶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또한 과도한 에너지 소비 가족역할 등의 장애 및 치료비에,

대한 가정경제의 부담이 가중되며 환아를 일차적으로 간호해,

야하기 때문에 책임감과 역할부담이 커지게 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대인관계도 점차 감소하게 된다김(

수지 양순옥 환아 어머니의 아픈 자녀에 대한 동정심, , 1993). ,

측은함 무력감 절망 그리고 죄의식은 어머니가 불안과 우울, ,

을 느끼게 하여 어머니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뿐 아니라 사회·

적 역할에도 지장을 줄 수 있고 해결되지 못한 정서적 어려,

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우울은 어머니의 영양대사 배설- - , ,

운동활동 수면휴식 역할관계 대응 가치믿음에까지 변화- , - , - , , -

를 초래할 수 있다한정석 오가실( , , 1990).

이와 같은 불안과 대응 개념은 인간의 주관성에 기초를 두

고 있어 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한 연구 주제이며 특히 신증Q-

후군 환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불안과 대응에 관

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접근이 적합하다고Q-

판단된다 그러나 방법론을 적용한 간호학 논문은 대부분. Q-

노인 중년여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식이나 생활경험에 관, ,

해 연구가 되어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신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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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어머니들의 심리사회적 측면의 간호를 위하여 그들의

불안과 대응을 사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과 효과적인 간호

중재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방법론적 접근을 이용하여 신Q-

증후군 환아 어머니들의 불안과 대응을 유형화하고 이 유형

들의 특성과 불안의 유형과 대응유형간의 관련 성향을 탐색

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경

험하는 불안과 그에 대한 대응의 유형을 규명하고 그들의 경

험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며 불안 유형과 대응 유형과,

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

는다.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가 지각한 불안의 주관적 구조와 유∙

형을 파악한다.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불안에 대한 대응의 주관적 구조∙

와 유형을 파악한다.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불안 유형과 대응 유형간의 관련∙

성향을 탐색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각 개인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객관화하기에 유용하며 인간

의 주관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용하여Q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들의 불안과 대응 특성과 그 구조를 파

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방법론의 표집과정은 진술문 표집을 위한 표집과정Q- Q- Q-

과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표집과정으로 이루어진다P- .

표본Q-•

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를 모집단이라고 하Q Q-

는데 이는 모든 의견의 총합으로 표현되며 이는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나 대상 개념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 각자가 주,

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진술들로 구성된다김흥규( ,

모집단 추출은 중립적 면담과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1992). Q-

하는 방법과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방법을 이용

하여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불안과,

이에 대한 대응에 관련된 개의 진술문으로 구성하였다 추129 .

출된 모집단은 연구자들과 아동간호학 전공교수 및 방법Q- Q

론 연구학자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불안과 이에 대한 대응에 관련된 표본은 개였다 표Q- 34 < 1>.

표 진술문 개< 1> Q (34 )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1. .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2. .

신경질이 날 정도로 과민해졌다3. .

요즘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만사가 번거롭다4. .

안절부절하여 가만히 앉아 있기가 어렵다5. .

머리가 무겁고 목덜미가 뻣뻣하다6. .

전보다 더 울적해져서 의욕이 떨어졌다7. .

움직이기도 싫고 말하기 싫다8. .

소화가 잘 안되고 밥맛이 떨어져 있다9. .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고 잠을 자도 깊이 못 잔다10. , .

질병의 진행과정 및 진단 예후에 대해 모른다11. , .

검사혈액소변를 자주하는 것을 보면 속상하다12. ( , ) .

약물스테로이드 요법을 하고 난 후의 부작용이 걱정된다13. ( ) .

세균감염이 걱정된다14. .

적당한 활동정도에 대해 모른다15. .

집에서 재발증상과 병원에 즉시 보고해야하는 위험한16.

증상들을 생각하면 불안하다.

여러가지 다른 해결책들을 생각한다17. .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민간요법에 대해 궁금하다18. .

치료식이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고싶다19. .

복통과 구토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다20. .

다른 신증후군 환아 부모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21.

알고싶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소망한다22. .

어떤 상황이 사라져 버리거나 어떻게든 끝나 버리기를23.

원한다.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24. .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린다25. .

운명에 맡긴다26. .

모든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쓴다27. .

상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 누군가와 얘기한다28. .

누군가로부터 이해와 동정을 받고 싶다29. .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과30.

이야기한다.

기도하거나 성경불경을 본다31. ( ) .

일의 밝은 면만 보려고 애쓴다32. .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재발견하려고 노력한다33. .

먹고 마시고 담배를 피거나 약을 복용함으로써 나를34. , ,

편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표 분포의 모양< 2> Q-sort
가장부정 중립 가장긍정

점수 -4 -3 -2 -1 0 +1 +2 +3 +4

카드의 수 2 3 4 5 6 5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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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분포모양은 불안과 대응에 관한 개의 진술문을34

자신의 주관성에 따라 을 중심으로 강제정규분포 시킬 수0

있도록 표 와 같이 작성하였다< 2> .

표본P-•

본 연구의 표본은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료수집P -

을 허락한 신증후군 환아가 있는 의료원의 소아병동에서 신K

증후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는 환아의 어머니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35 .

표본 분류과정 및 방법Q -•

표본 분류과정 의 절차는 우선 어머니의 반응Q - (Q-sorting)

을 무리없게 유도하고 낯선 상황에 대한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카드놀이를 해보자고 유도를 하여 시작했다 표. Q -

본을 먼저 읽은 후 긍정 중립 부정 으로 크게 그룹(+), (0), (-) 3

으로 나눈 다음 긍정 진술문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 에서부터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하여 중립부분에(+4)

서 마무리하면 된다 같은 방법으로 부정진술문들 중에서 가.

장 부정하는 것을 에 두고 차츰 안쪽으로 분류하여 계속(-4)

하여 중립부분에서 끝내게 했다.

신증후군 환아의 어머니에게 방법론적 접근을 할 때의Q -

고려사항으로 정연 은 표본 분류시 양극단의 문항을(1998) Q-

선택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문헌고찰을 통하여 관련요인으로 알려진 내용을 고려하여 개

방적 질문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표본분류. Q -

과정이 끝난 후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불안과 대응에 관련

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양극에 놓여 있는 두개씩의 진술

문 와 개에 대하여는 유형의 해석시 유용한 정보로(-4 +4) 4 Q-

사용하기 위하여 진술문 하나하나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불

안대응의 선택이유를 여백의 종이에 기록하였고 환아의 성별, ,

연령 진단명 투병기간 치료단계에 관련되는 내용은 챠트를, , ,

이용하여 조사했으며 부모의 질병상태 지지정도는 부모의, ,

진술 및 간호사의 진술을 통해 수집했다.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표본으로 표집된 명의 자료수집이 완P - 35

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에 자료 화일로 입력시킨 후

코딩은 배열카드 등에 기록된 진술항목번호를 확인해 가면서

가장 반대하는 경우에 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경우에 점1 5 ,

가장 찬성하는 경우에 점을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다 부호화9 .

된 자료는 을 이용하였고 요인 분석은PC-QUANL Program , Q

주인자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의 결정.

을 위해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의 수를Eigen value 1.0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이상적이라고 판단된 유

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연구 결과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불안과 대응방법을 탐색하기 위하

여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표본의Q 3 . P-

유형별 분포와 인자가중치는 표 과 같으며 명의 표본< 3> 35 P-

중 제 유형은 명 제 유형은 명 제 유형은 명 각1 20 , 2 5 , 3 10 ,

유형 내에서의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

형의 전형적 혹은 이상적인 사람으로 그 유형을 대표한다.

표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3> P (N=35)
유형 ID

인자

가중치
연령 직업

교육

정도
종교

결혼

유무

부모입

원경험

자녀

연령
자녀수

입원

횟수

입원

경과일

수술

경험

자녀

간병

1 2 1.723 46 유 고졸 불교 유 무 14 3 5 2 무 본인
(n=20) 4 .814 37 무 고졸 기독교 유 무 7 2 5 1 무 본인

6 1.398 36 무 대졸 기독교 유 무 8 2 4 2 무 본인
7 1.843 38 무 고졸 천주교 유 유 11 2 5 2 무 본인

11 .212 39 설계 고졸 불교 유 무 7 2 9 2 무 본인
12 .320 45 무 중졸 기독교 유 무 14 1 4 2 무 본인
14 1.857 43 회사 대졸 불료 유 무 8 2 3 1 무 본인

16 1.402 44 상업 중졸 불료 유 유 12 1 3 4 무 본인
18 .888 36 무 고졸 기독교 유 무 5 1 13 1 무 본인
19 .733 43 무 고졸 기독교 유 유 7 1 9 2 무 본인
20 1.197 43 상업 고졸 무 유 무 7 1 3 2 유 본인
22 .862 41 무 대졸 무 유 유 6 1 5 2 무 본인
23 .926 41 회사 대졸 기독교 유 무 7 1 4 2 무 조모
24 .075 42 자영 고졸 무 유 무 10 1 4 2 무 본인
27 2.340 39 무 대졸 무 유 무 10 1 5 2 무 본인
28 .479 49 번역 대졸 불교 유 유 8 2 4 2 무 본인
29 1.710 37 무 고졸 불교 유 무 13 2 5 2 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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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 유형의 변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은 각각3 Eigen

으로 나타났으며 표 각 유형간의 상11.206, 3.418, 2.930 < 4>,

관관계는 표 와 같이 나타났는데 이는 각 유형간의 유사< 5>

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 유형과 제 유형의 관계가1 2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성의 정도가 낮았다.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불안과 대응방법에 대한 유형의

결과 해석은 각 유형에 대한 개의 진술문 중 강한 긍정을34

보이는 항목과 강한 부정을 보이는 항목을 중심으로 해석하

였고 각 유형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밝혀내기 위해 개별 진,

술문에 대한 특정 유형의 표준점수와 개별 진술문에 대한 다

른 유형과의 차이가 두드러진 항목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이상인 전형적인 사람1.000

을 중심으로 분류과정 당시 관찰 및 면담한 내용과 양극단Q-

에 선택한 진술문들에 대한 의견들을 근거로 각 유형의 특성

을 해석하였다.

표 유형별 값과 변량의 백분율< 4> Eigen
제 유형1 제 유형2 제 유형3

값Eigen 11.2057 3.4184 2.9303

변량의 백분율(%) .3202 .0977 .0837

cumulative .3202 .4178 .5016

표 유형간의 상관관계< 5>
제 유형1 제 유형2 제 유형3

제 유형1 1.0000

제 유형2 .6383 1.0000

제 유형3 .1947 .1669 1.0000

제 유형 희망추구형1 :

표 제 유형 희망추구형< 6> 1 :
진술문Q 표준점수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24. .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한다30. .

스테로이드 요법을 하고 난 후의 부작용이 걱정된다13. .

일의 밝은 면만 보려고 애쓴다32. .

기도하거나 성경 혹은 불경을 본다31. .

세균감염이 걱정된다14. .

2.14

1.58

1.50

1.21

1.18

1.03

신경질이 날 정도로 과민해졌다3. .

전보다 더 울적해져서 의욕이 떨어졌다7. .

어떤 상황이 사라져 버리거나 어떻게든 끝나버리기를 원한다23. .

머리가 무겁고 목덜미가 뻣뻣하다6. .

안절부절하여 가만히 앉아있기가 어렵다5. .

운명에 맡긴다26. .

먹고 마시고 담배를 피거나 약을 복용함으로써 나를 편하게 하려고 노력한다34. , , .

-1.00

-1.04

-1.18

-1.35

-1.39

-1.39

-2.11

표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계속< 3> P ( ) (N=35)
유형 ID

인자

가중치
연령 직업

교육

정도
종교

결혼

유무

부모입

원경험

자녀

연령
자녀수

입원

횟수

입원

경과일

수술

경험

자녀

간병

30 .561 37 상업 대졸 기독교 유 유 7 1 3 2 무 본인
31 1.047 35 무 고졸 기독교 유 무 7 1 4 2 무 본인
35 1.802 38 무 대졸 무 유 무 10 1 5 2 무 본인

2 8 1.714 31 유 대졸 불교 유 유 13 2 1 2 무 본인
(n=5) 10 .538 29 유 대졸 기독교 유 무 12 2 2 2 무 본인

25 2.686 39 유 대졸 불교 유 무 7 3 2 1 무 본인
32 2.337 34 유 대졸 기독교 유 무 5 1 2 2 무 본인
34 .525 37 유 대졸 기독교 유 무 7 2 2 1 무 본인

3 1 .956 38 무 대졸 무 유 무 10 2 3 2 무 본인
(n=10) 3 1.344 40 무 대졸 무 유 무 9 2 5 2 무 본인

5 1.042 40 무 고졸 불교 유 무 9 2 3 1 무 본인
9 .355 37 무 대졸 무 유 유 8 1 2 2 무 본인

13 1.202 46 무 고졸 기독교 유 무 13 2 3 2 무 본인
15 1.343 35 유 고졸 기독교 유 무 10 2 3 1 무 본인
17 1.860 36 무 고졸 불교 유 무 11 2 3 2 무 본인
21 .628 41 무 고졸 무 유 무 11 2 4 2 무 본인
26 .350 45 무 대졸 기독교 유 무 12 1 3 2 무 본인
33 2.615 36 무 고졸 기독교 유 무 5 1 5 2 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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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유형은 어머니의 불안이 자녀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과1

세균감염에 대해 불안해하는 유형이고 대응방법으로는 긍정,

적으로 생각하고 배우자와 얘기하거나 주로 기도를 하며 신,

앙에 의지하는 등 긍정적인 노력을 하는 유형이다 표 불< 6>.

안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희망을 갖고 일의 밝은 면만 보려고,

애쓰며 신앙에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항목들이 특,

히 다른 유형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 이 유형을 희망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연령에 있어서 대40

초반에 해당하며 자녀가 호르몬치료를 위해 회 이상 입원한3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응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적극적인 행위보

다 기도 또는 자기수양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 유형 현실걱정형2 :
제 유형은 자녀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심리적 불안을 갖2

고 있는 유형이다 표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자녀의< 7>.

질병진행과정 및 진단 예후에 대해 모르는 것과 치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며 이 때문에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잠도 못자며 의욕상실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로는

성인초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직업에서는 정

신노동을 주로하는 직업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불안의 주요원인이 정신심리적인 요인에 있다.

고 보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법으로써 정신적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 활동량 감소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마음의, ,

안정을 얻어 정신적 피로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마음과

몸이 불안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유형은 기적이나 운명을 믿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문제를

수용하고 이를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 유형 문제해결형3 :
제 유형은 자녀의 질병에 대한 불안을 인정하고 문제해결3 ,

을 위해 현실적으로 노력하는 유형이다 표 특히 다른 유< 8>.

형에 비해 주변의 의료진 혹은 다른 보호자들과 대화를 나누

며 재발증상이나 합병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어머니 스

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표 제 유형 현실걱정형< 7> 2 :
진술문Q 표준점수

소화가 잘 안되고 밥맛이 떨어져 있다9. .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고 잠을 자도 깊이 못잔다10. , .

스테로이드 요법을 하고 난 후의 부작용이 걱정된다13. .

질병의 진행과정 및 진단 예후에 대해 모른다11. , .

전보다 더 울적해져서 의욕이 떨어졌다7. .

1.75

1.68

1.59

1.45

1.11

기적이 일어날 것을 소망한다22. .

움직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다8. .

재발증상과 병원에 즉시 보고해야하는 증상들을 생각하면 불안하다16. .

어떤 상황이 사라져 버리거나 어떻게든 끝나버리기를 원한다23. .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린다25. .

운명에 맡긴다26. .

-1.15

-1.31

-1.38

-1.52

-1.96

-2.03

표 제 유형 문제해결형< 8> 3 :
진술문Q 표준점수

재발증상과 병원에 즉시 보고해야하는 증상들을 생각하면 불안하다16. .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2. .

스테로이드 요법을 하고 난 후의 부작용이 걱정된다13. .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고 잠을 자도 깊이 못잔다10. , .

상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 누군가와 얘기한다28. .

어떤 상황이 사라져 버리거나 어떻게든 끝나버리기를 원한다23. .

2.26

1.78

1.58

1.46

1.41

1.19

복통과 구토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싶다20. .

먹고 마시고 담배를 피거나 약을 복용함으로써 나를 편하게 하려고 노력한다34. , , .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1. .

움직이기도 싫고 말하기 싫다8. .

누군가로부터 이해와 동정을 받고싶다29. .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린다25. .

운명에 맡긴다26. .

-1.01

-1.06

-1.13

-1.25

-1.26

-1.56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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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을 문제해결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많았고 자녀와 오랜시간 같이 지내느라 육체적 피로와 정신,

적 피로가 복합적으로 쌓여 불안이 극대화된 상태이므로 이

에 대한 해소 차원의 대응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차.

나 따뜻한 음료를 마시거나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며 자녀,

의 스테로이드 치료과정이나 입원생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

을 갖으며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함으로써 불안이 해소된다고,

하였다 결국 이 유형은 불안할수록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하.

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안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

다고 생각하는 부류이다.

논 의

가족의 일원인 아동이 질병으로 인해 입원했을 때 아동은

물론 그 가족 전체는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낸다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자녀가 질병과 입원으로 겪어야 하는

검사나 치료과정 등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며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어머니의 불안은 낯선 병원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동.

에게 영향을 주며 아동의 병원 생활 적응과 질병회복 빛 정,

상적인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haley & Wong,

1989).

위기에 직면한 가족은 그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을 찾게 된

다 이 행동을 는 대응이라고 하고 이 대응을 위협에. Lazarus

대해 사용되는 책략으로 간단히 정의하였다 대응이란 때때로.

적응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

과가 아니다 즉 대응이란 능력을 넘어서는 내외적 요구를. , ·

다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으로서· ,

결과와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자 시도하는 모든 노력

으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지된 개인과 환경간의 요구해결과

그로 인해 발생된 감정을 조절하려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Lazarus & Folkman, 1984).

신증후군 환아의 어머니는 신증후군이 만성질환이므로 환아

를 돌보면서 자녀의 질병과 스테로이드 치료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한 지식부족과 반복되는 오랜 입원생활로 많은 정서

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의 어머니에게서 경증 이상. 20%

의 불안을 보여 일반 아동의 어머니가 의 경증이상의, 13-15%

불안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볼 때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불

안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안혜영 신증후군( , 1992).

환아 어머니의 불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불안을 줄일 수

있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불안을 해소하.

기 위해 대응하는 일은 불안의 축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다 불안.

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어서 불안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한

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행위 또,

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독특하고 주관적인 성향을 반영한

다 그러므로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불안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는 개인의 불안에 대한 주관적인 행위의 유형을 탐

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들의 내용을 통해Q-

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법들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법들과 희망적 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위한 대응방,

법 긴장해소나 무관심의 대응방법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안의 주된 원인을 자녀의 질병에.

대한 지식부족이나 오랜 병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지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입원 환아 부모들의 불안.

의 원인은 정신심리적 요인의 비중이 더 크고 불안에 대한· ,

인식과 불안의 정도 불안에 대한 대응 행위의 선택들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실제적으로 확신시켜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불안에 대한 대응행위는 가지 유형으로. 3

희망추구형 현실걱정형 문제해결형으로 나타났는데 이 유형, , ,

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불안에 대한 대응은 직업이나 연령, ,

자녀의 입원횟수 신앙 등 개인이 살아온 삶을 반영하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주관적인 의미의 유형

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유형인 희망추구형은 주로 대 초반으로 자녀가 회이1 40 3

상 입원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정적인 대응,

방법과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골고루 선호하면서 신앙생활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다 즉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상황. ,

을 신앙에 의지하여 승화시키는 방법의 대응을 사용하는 사

람들로 이는 노난이와 탁영란 의 연구결과에서처럼 어머(1990)

니가 신앙심을 갖거나 세상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거나, ,

배우자에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될 수,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갖는 등 전적으로 심리

적 대응을 하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향을 지닌.

어머니들을 위한 간호중재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법

을 소홀히하여 자녀의 질병 치유과정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해야할 것이다.

제 유형인 현실걱정형은 주로 전문직이나 정신적인 노동을2

하는 직업의 어머니들로 이루어졌으며 자녀의 입원횟수는, 2

회 미만이다 불안의 원인으로 질병에 대한 지식부족을 인지.

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불안이 자녀에게 영향을 줄 것을 우려

해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행동을 취하기 보다 휴식이나 수

면과 같이 정서적인 대응 행동을 보였다 이들은 걱정과 우려.

의 감정으로 불안이 고조되어 있으나 이는 자녀의 입원을 처

음 경험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신증후군을 포함한.

만성질환아 어머니가 갖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아의 공격

적인 성격과 어머니 자신이 불안이나 안타까움 말이 더 많아,



지 은 선 외

194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2), 2004 4

짐 일이 손에 안잡힘 울고싶음 잠을 잘수가 없음 식욕이, , , ,

없어 밥을 먹지 못함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김(

희순 한정석 오가실 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와 같,1988; , , 1990) .

은 성향을 가진 어머니들의 불안을 위한 간호중재로는 조용

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신의 불안이 신체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

이다.

제 유형인 문제해결형은 직업이 없는 주부가 대부분이었고3

자녀의 간호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서 병원생활로 인한

피로가 쌓인 어머니들로 만성질환아 어머니들이 개인적인 여

가시간을 갖지 못하고 제한되는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유Kruger(1980)

형이다 이들은 자녀의 질병치유과정에 부모가 실제적인 도움.

을 주길 원하며 음료나 음식섭취 다른 사람과의 대화 독서, ,

나 시청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안에 대응하는 사람들로TV

주로 대화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성향을 지닌 어머니들의 불안을 위한 간

호중재로는 불안이 오히려 가중되지 않도록 활동의 정도를

고려하고 자녀의 질병과 스테로이드 치료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신증후군 자녀 어머니들의 불안에 관한 대

응을 탐색해 본 결과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불안의 주원인을,

자녀의 질병치유 과정과 이에 따른 병원입원 생활에 대한 걱

정과 지식부족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불안이 자녀,

의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불안에 대한 대응 유형에서 직업과 나이 자녀의 입원횟,

수 신앙에 따라 두드러지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 ,

불안에 대한 간호중재로는 어머니의 불안이 가중되어 자녀의

질병 치유과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불안과 그에 대한 대응의 유형을 규명하고 그들의 경험에 대

한 유형별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Q

도되었다.

모집단 추출은 중립적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들이 주관적Q

으로 인지하는 불안과 이에 대한 대응에 관련된 개의 진129

술문으로 구성되었고 최종 선정된 표본은 개였다 표, Q 34 . P

본은 서울에 소재한 의료원의 소아병동에서 신증후군 진단K

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입원해있는 환아의 어머니로서 명이35

었다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되. PC-QUANL Program

었다.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제 유형은Q 3 . 1

희망추구형 으로 자녀에 대한 불안의 대응방법으로 희망을“ ”

갖고 주로 기도를 하거나 신앙에 의지하는 등 긍정적인 노력,

을 하는 유형이다.

제 유형은 현실걱정형 으로 이 유형에 속한 부모는 자녀의2 “ ”

질병진행과정 및 진단 예후에 대해 모르는 것과 치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며 이 때문에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잠도 못자며 의욕상실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유형은 문제해결형 으로 자녀의 질병에 대한 불안을 인3 “ ”

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하는 유,

형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불안의 주원인을 자

녀의 질병치유 과정과 이에 따른 병원 입원생활에 대한 걱정

과 지식부족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불안이 자녀의,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불안에.

대한 간호중재로는 어머니의 불안이 가중되어 자녀의 질병

치유과정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주

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본다.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불안과 대응에 대한 간호중재의

이론적 기틀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들의 불안 자체에 대한 주관적인 인∙

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들의 불안 대응 유형에 따른 불안∙

해소 정도와 자녀의 입원생활 및 스테로이드 치료 과정시

어머니의 간호와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의 입원 횟수에 따른 불안 대응 양상을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나이 직업 신앙에 따른 불안 대응 양상을 구분, ,∙

하여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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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Eun-Sun
1)
Cho, Kyoul-Ja

2)
Wang, Myung-Ja

2)

1)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2)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Hee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to search the related disposition of the pattern of anxiety and coping in

mothers of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e through the use of Q-methodology. Method: 34 Q-samples were

finally selected in the concept of anxiety and coping. A P-sample of 35 was selected the mothers of children with

nephortic syndrome. The result of the Q-sorting was coded and analyzed using QUANL PC program. Result:

There were 3 types of special opinion. The first type is called " Pursuit of hope type." Members of this type were

cope with the anxiety by spiritual behavior like a pray, positive thinking. The second type is called "Worry about

reality type." Members of this type were to be filled with apprehension like an indigestion, insomnia. The third

type is called " Solving problem type." Members of this type were cope with the humanity effort by conversation.

Conclusion: The mothers of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e were used various coping patterns to cope with the

anxiety conditions that their child were result from admission to hospital and treatment of the disease. Therefore,

nursing assessment and nursing intervention skills have to develop in consideration of the subjectivity of coping

about anxiety in each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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