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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소아암은 년대에 접어들어 강력한 화학요법과 조혈모세90

포이식 등을 포함한 치료방법의 발달로 혈액종양과 고형종을

포함해 전체 소아암의 가 완치되는 만성질환 형태로75-80 %

전환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아암은 소아 사망의 두 번째.

로 흔한 원인으로 전체 소아 사망률의 이상을 차지하고10%

있으며 세 아동의 경우 각종 안전사고와 선천성기형을 제1-9

외하고 세 번째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통계청 인구분석과( ,

1998).

아동이 소아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가족들은 만성질환이라는

생각보다는 암이란 용어 자체의 죽음과 결부되는 특성 때문

에 대부분의 가족들은 도저히 자신의 자녀와 암을 연관시킬

수 없어 충격적인 정신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소아암.

으로 진단받게 된 가족은 비애 분노 적대감 불신 죄책감, , , ,

등의 초기 반응을 보이고 이런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면 다시

우울과 불안 무력감 등의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되고 불면 식, ,

욕부진 등의 신체 증상을 가지게 된다(Sawyer, Antoniou, Rice

또한 반복적인 입원 고통스러운 검사와and Baghurst, 2000). ,

항암치료방사선 치료수술 등의 치료 절차를 가지는 소아

암의 특성으로 인해 암환아 가족은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

게 되고 환아와 부모관계의 변화 부부관계의 변화 사회적, ,

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rootenhuis & Last, 1997).

이와 같은 과정은 가족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가족구조

와 기능이 변화되면서 가족분열을 유발하는 가족 부적응의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모든 부모와 가족이 똑

같이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며 어떤 가족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부적응상태에 있게 되고 가족해체

와 분열에까지 이를 수 있지만 어떤 가족은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 사용하면서 더욱 강해지고 이를 잘 극복하여 스트레

스와 적응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완화하는 적응요인에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

만성질환아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

기능 대처전략 사회적지지 아동의 특성 및 부모나 가족체제, , ,

의 특성이 있다 이 중 가족의 힘과 능력 자원에 초점을 맞. ,

춘 요인을 회복력 요인 이라 하며 회복력 요(resiliency factor)

인은 적응요인 중 가족의 강점과 능력 및 가족의 문화적 요

소를 강조한 것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가족 적응을 설명하는 회복력의 개념과 회복요인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가족 스트레스 조정 적응의 회복력 모형, , (The

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

이 개발되었고 회복력 모형에(McCubbin & McCubbin, 1993)

서는 가족 적응을 예측하는 회복력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회복력 요인은 문화적 배경과 민족에 따라 차이가 나며

특히 가족관은 문화적 차이가 매우(Hawley & Dehaa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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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보여진다 개인보다는 가족집합체에 우선을 두는 가족.

우선성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문화적 특성으로 강조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신수진 회복력 요인이 똑같이 적용될( , 1998)

수 있을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회복력 모.

형에서 제시되는 회복력 요인에 대해 요인들간의 관계와 적

응에 이르는 경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요인들간의

관계와 경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이 회복력 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간호중재 방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암환아 가족은 소아암 자체의 질병 및 치료와 관련된

특성으로 더 적응에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즉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대량의 항암제 투여와 방사선조사로

인한 부작용 및 후기에 나타나는 휴유증이 심각할 수 있고

재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가족은 불확실성을 갖게되

고 치료기간 뿐 아니라 치료종료 후에 아동에게 나타나는 사

회심리적 적응의 문제로 인해 소아암 환아의 가족은 다른 급

성 만성질환아 가족과는 달리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가족 부적응은 다시 아동의 건강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의 강점을 파악해 가족의 적응.

을 도와줄 수 있는 회복력 요인에 기초한 가족 간호중재가,

요구되므로 암환아 가족에게 회복력 모형을 이론적 기틀로

하여 회복력요인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암환아를 가진 가족의 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 역시 가족적

응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가 대부분으로 이런 연구들은

적응에 관련된 요인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통합적으

로 파악하기 어렵고 서로에 대한 인과관계를 해석하고 가족

적응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암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회복력 모형을 이론적 기틀로 한 연구는 소

수이며 포함된 회복력 요인도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고 특히

최근 이 모델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족관과 문제해결의사소통

등의 회복력 요인을 포함한 연구는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을 포함하여 회복력 요인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환아 가족 개개인의 안녕을 포함

한 가족적응을 간호목표로 볼 때 적응에의 다양한 변인을 포

함하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의 회복력 모형을 이론적 기틀로 하여 소아암McCubbin

환아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 요인을 규명하고

이들 요인간의 인과적 관계 및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의 간호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회복력의 특성 및 경

로와 영향요인 등 모형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회복력

의 이론 개발에 기여함과 동시에 가족의 적응을 증진하는 가

족간호 중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암을 앓고 있는 환아의 가족을 대상

으로 가족 스트레스 조정 적응 과정을 설명한 의, , , McCubbin

회복력 모형을 개념적 기틀로 하여 회복력 요인과 적응과의

관계를 검증하여 가족의 적응을 증진하기 위한 간호중재 개

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의 회복력 모형을 개념적 기틀로 하여 소아암 환McCubbin∙

아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 요인을 규명한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

효과를 조사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상호인과적 관계양상과

그 강도를 규명한다.

연구의 개념적 기틀
개념적 기틀•

회복력 요인이 암환아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회복

력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가족 스트레스 조정 적응의, ,

회복력 모형 을 기초로 아래와(McCubbin & McCubbin, 1993)

같이 개념적 기틀을 구축하였다 그림< 1>.

그림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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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은 개인과 가족이 스트레스상황이나 역경상황에서 보

여주는 긍정적인 행동 패턴과 기능적 역량으로 가족에서는

전체로서의 가족단위와 가족 개개인의 안녕을 지키고 가족단

위의 통합성을 유지함으로써 분열을 막고 회복하는 가족의

능력을 말한다 회복력 모형에서 회복력은 가족체제가 가지고.

있는 내외적 자원으로 가족의 강인성 가족의 관리자원 가족, ,

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회복력(McCubbin & McCubbin,1996).

모형은 기존의 스트레스 적응 이론과는 달리 고위험에 처한

가족이 가족의 힘과 역량 자원인 회복력 요인을 형성하고 동,

원하며 이들 요인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단순한 돌아감이 아

니라 변화와 성숙 성장 발전을 동반하는 회복을 하게 된다, ,

는 가족의 능력을 강조하는 회복력 요인에 초점을 맞춘 이론,

이다 의 회복력 모형에서는 가. McCubbin & McCubbin(1993)

족의 회복력 요인을 가족기능 가족자원 가족의 상황적 평가, , ,

가족의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의 가지 변수로 이론적 틀을4

구성하고 있다 가족자원에는 가족강인성 등의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지지 등의 사회적 자원이 있으며 가족 상황적 평가의

또 다른 요소로 가족관을 보고 있다 문제해결 및 대응전략은.

이 의McCubbin, Thompson, Thompson, Elver, McCubbin(1994)

사소통의 개념을 새롭게 첨가시켜 문제해결대처와 문제해결

의사소통으로 분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 ,

가족강인성 사회적지지 가족관 문제해결의사소통 문제해결, , , ,

대처를 회복력 요인으로 하여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

사회적지지는 가족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가족(McCubbin, et al.,, 1994)

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전화연 가족강인성( , 1999)

가족대처(McCubbin, et al., 1994), (Tak & McCubbin, 2002),

의사소통전은영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적응( , 1996)

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Weiss, 2002)

적지지와 다른 변수간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가족관은 가족강인성과 문제해결의사소통의 경로를 통해 가

족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Antonovsky,

가족관은 또한 사회적지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1994)

스트레스를 정의하고 스트레스 상황(McCubbin, et al., 1994)

에 대한 인지평가에 해당되는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해결 대처(McCubbin, Thompson, McCubbin, 1996)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제해결의사소통에는 가족강인성

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가족관은 가족적응에는 직접적인 경로가 아닌 가족강인,

성과 문제해결대처를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가족강인성은 가족기능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는 가족강인성이 가족기(Donnelly, 1994) Failla & Jones(1991)

능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하였으며

또한 가족강인성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대처전략을 많이 추구

하여 더 나은 적응과 연관된다고 하여(Cell & Davis, 1989)

가족강인성과 가족기능 대처와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가족강, .

인성과 문제해결의사소통과의 관계에서 하와이 원주민 가족,

을 대상으로 회복력 모형을 검증한 의McCubbin, et al.(1994)

단일 부모 가족 모형에서 문제해결의사소통이 가족강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 부모 가족 모형

에서는 가족강인성이 문제해결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강인성과 문제해결의사소통은 상호호

혜적인 경로를 설정하였다 가족강인성은 가족적응과 순상관.

관계를 보여 가족강인성이 높을수록 가족적응도 높음을 보고

하였고박인숙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 2000)

으로 나타나 가족강인성이 가족적응에 이르는 직(Fink, 1995)

접경로를 설정하였다.

가족기능은 가족의사소통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강해자 가족통합성을 유지하고 협동하고( , 2001)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 가족대처 유형은 가족기

능 만족도와 유의하게 연관되 있다고 하여 가족기능과 의사

소통 대처와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

문제해결의사소통은 가족관과 가족강인성의 영향을 받고 가

족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문제해결대처 또한 가족적응에 직(McCubbin, et al., 1994)

접효과를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문제해결대처와(Katz, 2002)

문제해결의사소통이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경로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그림 의 개념적 기틀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가설이 유도< 1>

되었다.

가족관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가족관 점수는 높을 것이다1 : .

가족강인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가족강인성은 높을 것이다2 : .

가설 가족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강인성은 높을 것이다3 : .

가설 문제해결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강인성은4 :

높을 것이다.

가족기능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가족기능은 높을 것이다5 : .

가설 가족강인성이 높을수록 가족기능은 높을 것이다6 : .

문제해결대처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문제해결대처 점수는 높을7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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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가족관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대처 점수는 높8 :

을 것이다.

가설 가족강인성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대처 점수는 높을9 :

것이다.

가설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대처 점수는 높을10 :

것이다.

문제해결의사소통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문제해결의사소통 점수는11 :

높을 것이다.

가설 가족강인성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의사소통 점수는12 :

높을 것이다.

가설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의사소통 점수는13 :

높을 것이다.

가족적응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가족적응 점수는 높을 것14 :

이다.

가설 가족강인성이 높을수록 가족적응 점수는 높을 것15 :

이다.

가설 문제해결대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적응 점수는16 :

높을 것이다.

가설 문제해결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적응 점17 :

수는 높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개 대학병원에서4

소아암으로 진단받고 치료의 급성기관해의 도입단계를 종료( )

하고 관해유지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되어 추후관리를 받고

있는 세 이하의 소아암 환아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12 .

가족의 스트레스와 적응은 질병과정과 치료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단 받은 지 개월 이내의 가족과2

말기 암환아의 가족은 제외하였다.

위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가족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

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가족 명에게 질문지245

를 작성하게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총 부였으나 불완전. 243

한 응답을 한 부를 제외한 총 응답지를 최종분석에 사11 232

용하였다.

가족 중 응답자는 주로 어머니였다 와. Uphold Strickland

는 일차적인 간호제공자인 가족원이 가족생활사건에 대(1989)

해 가장 인식력이 있는 사람이며 따라서 일차적인 간호제공

자가 되는 어머니의 인지는 아동의 간호에 덜 참여하는 가족

원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

에게 질문하여 이를 분석하면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가족원의 반응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 있

는 자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세 이하의 소아암 환아 가족으로 선정한 이유는12

청소년기 환아를 가진 가족의 회복력 요인은 학령기 아동을

가진 가족의 회복력 요인과는 차이가 있고(McCubbin,

본 연구가 가족McCubbin, Thompson, Han & Allen, 1997)

발달 주기에 따른 회복력 요인의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므로

학령기 아동의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척도 가족관 척도 가족강인성, ,

척도 가족 질문지 가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 가, APGAR , ,

족 문제해결대처 척도 가족원의 안녕 척도의 개 도구로 구, 7

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모든 도구는 원 도구를 전문가의 번역

및 역번역의 과정을 거쳐 간호학교수 명의 내용타당도 검증3

을 통해 문항을 수정 보안하였으며 가족에 대한 사전조사를5

통해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나 어렵게 표현된 문장을 확인

해 어휘를 수정하였고 신뢰도를 검사한 후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

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McCubbin, Patterson, Glynn(1982)

를 사용하였다 는 문항의 점 척도로 구성되어 전혀(SSI) . SSI 16 5 “

그렇지 않다 점에서 매우 그렇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1 “ ” 5

사회적지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였으며 사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는.82 Cronbach'sα α

본 조사에서 는 로 나타났다.70, Cronbach's .75 .α

가족관•

에 의해 개발된McCubbin, Thompson, Elver, Carpenter(1992)

가족 가치관 도구 를 우리나라 문화권에 맞게 수정하(FSCH-E)

여 사용하였다 는 문항의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FSCH-E 34 4 “

않다 점 매우 그렇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가치” 1 , “ ” 4

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학 교수 인의 내용. 3

타당도 검증과 사전조사를 통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미전달

이 불분명한 문항은 수정보완 하였고 가족 문화의 차이로 인

해 의미의 모호성이 제기될 수 있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원4 .

도구의 신뢰도는 는 이었다 사전조사에서 도Cronbach's .87 .α

구의 신뢰도는 는 본 조사에서Cronbach's .85, Cronbach'sα α

는 로 나타났다.85 .

가족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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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한 가족의 강McCubbin, McCubbin, Thompson(1986)

인성 척도 로 측정한다 이 도구는 통제감 협동성 도전(FHI) . , ,

성의 총 문항 점 척도로 구성되어 그렇지 않다 점에서20 4 “ ” 1

항상 그렇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강인성이 높은 가족“ ” 4

임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였으. Cronbach's alpha .82

며 사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는 본 조Cronbach's .79,α

사에서 는 로 나타났다Cronbach's .75 .α

가족기능•

이 개발한 가족 질문지로 측정한다Smilkstein(1978) APGAR .

가족 도구는 가족원들이 가족의 일반적 기능 다섯APGAR

가지 즉 적응 협력 성장 애, (adaptation), (partnership), (growth),

정 융화 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affection), (resolve)

도구로 거의 그렇지 않다는 점 거의 그렇다는 점으로 하여0 , 2

에서 점의 범위를 가진다 총 점수가 점이면 가족기0 10 . 7-10

능이 좋은 것으로 점은 중등도의 기능으로 점이면4-6 , 0-3

문제가 있는 가족기능으로 본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는 이었으며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86(Smilkstein, 1982)α

는 본 조사에서 는 으로 나타Cronbach's .77, Cronbach's .70α α

났다.

문제해결대처•

이 개발한 가족대처척도McCubbin, Olson, Larsen(1981)

를 수정보완해서 사용한다 이 도구는 어렵거나 문(F-COPES) .

제가 되는 상황에서 가족이 사용하는 문제해결 및 행동전략

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사회적지지의 추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지향 영적지지의 추구 도움을 받고 획, ,

득하기 위한 가족 기동성 수동적 평가의 가지 하위요인으로, 5

구성되었다 가족대처 도구는 문항의 점 척도로 구성되어. 16 5

전혀 그렇지 않다 점 매우 그렇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 ” 1 , “ ” 5

수록 대처행동을 통해 도움을 얻는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는 이었고 사전조사에서Cronbach's .86α

도구의 신뢰도는 는 본 조사에서Cronbach's .66, Cronbach'sα

는 로 나타났다.77 .α

문제해결 의사소통•

이 개발한 가족 문제McCubbin, McCubbin, Thompson(1988)

해결 의사소통 척도 를 사용한다 는 역경과 생의(FPSC) . FPSC

재난에 가족이 대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

의사소통의 두 가지 지배적인 양상을 사정하는 도구로 모든

가족은 의사소통의 긍정적 부정적 양상 둘 다를 가지고 있으,

며 이런 의사소통 양상이 가족의 문제해결과 회복력에 중요

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개발되었다 는 문항의 점 척도. FPSC 9 4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를 긍정적인 문제해결 의사소통 방

향으로 해석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점 매우 그렇다“ ” 1 , “ ”

점으로 하고 개 문항을 역코딩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긍4 3

정적인 문제해결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는 였다 사전조사에서Cronbach's .89 .α

도구의 신뢰도는 는 본 조사에서Cronbach's .74, Cronbach'sα

는 으로 나타났다.76 .α

가족적응•

에 의해 개발된 가족원의 안녕McCubbin & Patterson(1983)

척도 로 측정한다 이 도구는 가족원의 건강 긴장 에(FMWB) . , ,

너지 즐거움 공포 분노 슬픔 일상적 관심 등에 대한 정도, , , , ,

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로 전혀 그렇지 않았8 “

다 점에서 매우 그렇다 점까지의 점 척도로” 1 “ ” 10 10 Likert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적응이 좋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

뢰도는 는 였다 사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85 .α

는 가 이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가Cronbach's .88 Cronbach'sα α

으로 나타났다.86 .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는 사전조사와 본 조사의 2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사전조사는 차에 걸쳐 실시하여 도구2

수정을 위한 차 사전조사와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1

차 사전조사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년 월 일부터2 . 2003 3 31

년 월 일까지 개 대학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아동2003 5 31 4

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

을 동의한 가족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

자와 질문지작성과 면접법에 대해 교육받은 연구 보조자가

실시하였으며 수집방법은 질문지작성에 대한 설명 후 대상자

가 직접 기록하게 하였고 대상자 혼자 기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문항을 읽어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질문지를 작성 하는 데는 분 정도가 소요되었다20-30 .

자료분석방법
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SAS program∙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구하였으며 연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상관계수 값으로 분석하였다Pearson .

프로그램을 이용 공변량 구조PC-LISREL Version 8.12 ,∙

분석을 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추정된 각 모수의 유의성.

검증은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에서 나타나는 효과계, ,

수의 크기와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T .

본 연구에서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 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양상을 추정하고 예측변인들이 가지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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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간접효과의 분석을 하여 총효과의 크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경로분석으로 충분하나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세운 변인들간의 관계에서 상호인과 관계가 있어 공변량구조

분석을 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잠재변수를 측정변. ,

수와 동일시하여 개의 잠재변수에 대해 개의 측정변수를7 7

가지는 것으로 본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는 어머니가 명 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어머199 (85.8%)

니의 평균 연령은 세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명35.9 , 118

이었다 결혼상태에서 결혼이 가족 사별과(50.9%) . 227 (97.9%),

이혼은 가족 이었다 종교가 있는 가족이 로 종교5 (2.1%) . 75.5%

가 없는 가족 보다 많았으며 경제상태는 중류층이라고(23.7%)

대답한 가족이 명 으로 가장 많았다181 (78.0%) .

아동의 특성으로는 남자가 명 으로 여자 명131 (56.5%) 101

보다 많았으며 나이는 세가 명 세가(43.5%) 7-12 94 (40.5%), 4-6

명 으로 평균 연령은 세였다 학교생활은 재학 중78 (33.6%) 5.9 .

인 아동이 명 휴학 상태인 아동이 명 장기결58 (25%), 37 (16%),

석 아동이 명 미취학아동이 명 이었다20 (8.6%), 117 (50.4%) .

진단명은 백혈병이 명 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임149 (64.2%) ,

파종 명 신경모세포종 윌름종양 골육종 횡문근육22 (9.5%), , , ,

종 뇌종양을 포함한 고형종이 명 이었다 치료상태는, 61 (26.3%) .

치료 중인 아동이 명 치료 종료 아동이 명222 (95.7%), 10

이었고 진단 이후 질병 기간은 평균 개월이었으며(4.3%) 20.6

재발한 과거력이 있는 아동은 명 재발한 과거력이20 (8.6%),

없는 아동은 명 으로 나타났다212 (91.4%) .

연구변인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결과변인인 가족적응은 사회적지지 가족강인성, ,

가족기능 문제해결의사소통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였다 즉 사회적지지가 많고 가족강인성이 높으며 가족.

기능을 잘하고 문제해결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가족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해결대처와 가족적응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문제해결의.

사소통과 가족강인성 으로 나타났고 연구변인간의 상관(r=.63)

관계에서 가족관 문제해결대처와 가족적응과의 관계를 제외,

한 모든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해서는 독립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충족해야 하는(multicollinearity)

데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들간에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고 대

체로 상관계수가 이하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하지.80

않는다 본 연구의 변수들간의 전반적인 상관관계의 크기를.

볼 때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았다.

암환아 가족의 적응 경로의 경로계수 값 및, T R2

사회적지지는 가족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β

로 나타났으며 가족강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47, T=7.38)

미치는 예측변수는 사회적지지 문제해결의사( =.23, T=3.43),β

소통 가족관 이었고 이 중 가장( =.36, T=2.97), ( =.14, T=3.31)β β

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문제해결의사소통이었다.

가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강인성(β

이며 문제해결대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65, T=2.62)

변수는 가족강인성 과 가족관 이( =.45, T=2.72) ( =.39, T=6.22)β β

었다 문제해결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

족기능 으로 가족강인성과 사회적지지는 유의한( =.20, T=1.99)β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강인성(β

과 문제해결대처 로 나타났고 이=.97, T=2.30) ( =.38, T=2.95)β

들 예측 변수에 의해 가족적응이 설명되는 정도는 로 나22%

타났다.

암환아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요인들의 효과분석
가족강인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지지(β

가족관 문제해결의사소통=.23, T=3.43), ( =.14, T=3.31), ( =.36,β β

표 연구변인간의 상관관계< 1>
사회적지지 가족관 가족강인성 가족기능 문제해결대처 문제해결의사소통

가족관 .46****

가족강인성 .55**** .42****

가족기능 .32**** .13* .49***

문제해결대처 .55**** .49**** .48**** .26**

문제해결의사소통 .46**** .27**** .63**** .54*** .39****

가족적응 .22*** .05 .34**** .18** .11 .21**

* P<.05, ** P<.01, *** P<.001, **** P<.0001



소아암 환아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4), 2004 10 389

표 암환아가족의 적응 경로의 경로계수 값 및< 2> ( ), T R2
내생변수

외생변수
경로계수(S.E) T-value R

2

가족관 .22

사회적지지 .47(.06) 7.38*

가족강인성 .74

사회적지지 .23(.07) 3.43*

문제해결의사소통
가족관

.36(.12)

.14(.04)

2.97*

3.31*

가족기능 .29

가족강인성 .65(.25) 2.62*

사회적지지 .05(.37) .42

문제해결대처
가족강인성 .45(.16) 2.72*

.53

사회적지지 .08(.08) 1.07

가족관
가족기능

.39(.06)

.05(.07)

6.22*

.75

문제해결의사소통 .48

가족강인성 .26(.37) .71

사회적지지 .21(.15) 1.38

가족기능 .20(.10) 1.99*

가족적응 .22

가족강인성 .97(.42) 2.30*

문제해결의사소통 .09(.21) .42

문제해결대처 .38(.13) 2.95*

사회적지지 .05(.12) .40

와 같음* T-value > 1.96 ( p < .05 )｜ ｜

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문T=2.97)

제해결의사소통이었다 가족기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지지효과계수 가족관효과계수( =.34, T=5.01), (

가족강인성효과계수 문제해결의=.11, T=2.09), ( =.76, T=2.26),

사소통효과계수 이었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 =.27, T=2.48)

는 변수는 가족강인성이었다 문제해결대처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지지 가족관 가족강인성 문제해결, , ,

의사소통이었고 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

강인성이었다 문제해결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사회적지지효과계수 와 가족기능효과계수( =.39, T=6.36) ( =

이었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지.23, T=2.23)

지였다 가족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지지.

효과계수 와 가족강인성효과계수( =.25, T=3.35) ( =.86, T=2.30),

문제해결대처효과계수 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38, T=2.95) .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강인성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가족의 적응을 설명하는 예측변수는 사회적지

지 가족관 가족강인성 가족기능 문제해결대처 문제해결의, , , , ,

사소통으로 이 중 사회적지지를 외생변수로 나머지를 내생변

수로 하여 개의 가설적 경로를 구성하였다 개의 가설 가17 . 17

운데 가설검증을 통해 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표14 < 3>.

가설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가족관 점수는 높을 것이다1. .

이 가설은 직접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47, T=7.38)β

지지되었다.

가설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가족강인성은 높을 것이다2. .

이 가설은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효과계수( =.23, T=3.43) (β

를 포함한 총효과효과계수 가 모=.21, T=3.57) ( =.44, T=7.99)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가족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강인성은 높을 것이다3. .

이 가설은 직접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14, T=3.31)β

지지되었다.

가설 문제해결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강인성은 높4.

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와총효과효과계수( =.36, T=2.97) ( =.42,β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T=3.51) .

가설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가족기능은 높을 것이다5.

그림 소아암 환아 가족의 적응 경로< 2>

사회적지지

가족관

가족기능

가족강인성 문제해결의사소통

문제해결대처

가족적응

.05

.08

.05 .05

.47*

.39*

.14*

.21

.23*
.20*

.36*

.09

.97*

.38*

.65*
.45*

* P<.05

.26

사회적지지

가족관

가족기능

가족강인성 문제해결의사소통

문제해결대처

가족적응

.05

.08

.05 .05

.47*

.39*

.14*

.21

.23*
.20*

.36*

.09

.97*

.38*

.65*
.45*

* P<.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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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설은 직접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05, T=.42)β

않았으나 간접효과효과계수 와 총효과효과계( =.29, T=2.53) (

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34, T=5.01) .

가설 가족강인성이 높을수록 가족기능은 높을 것이다6. .

이 가설은 직접효과 와 총효과효과계수( =.65, T=2.62) ( =.76,β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T=2.26)

가설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문제해결대처 점수는 높을 것7.

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08, T=1.07)β

않았으나 간접효과효과계수 와 총효과효과계( =.39, T=5.58) (

수 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47, T=7.70) .

가설 가족관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대처 점수는 높을8.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간접효과효과계수( =.39, T=6.22), ( =.08,β

총효과효과계수 가 모두 통계적으로T=2.39), ( =.47, T=7.99)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가족강인성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대처 점수는 높을 것9.

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와 총효과효과계수( =.45, T=2.72) ( =.56,β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T=3.11) .

가설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대처 점수는 높을 것10.

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간접효과효과계수( =.05, T=.75), ( =.04,β

총효과효과계수 가 모두 통계적으로T=1.52), ( =.09, T=1.30)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문제해결의사소통 점수는 높11.

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효과계수( =.21, T=1.38) (β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효과=.18, T=1.25) (

계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39, T=6.36) .

가설 가족강인성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의사소통 점수는 높12.

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 =.26, T=.71) ( =.20, T=β β

총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1.91), ( =.46, T=.99)β

각되었다.

가설 가족기능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의사소통 점수13.

는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와 총효과효과계수( =.20, T=1.99) ( =,23,β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T=2.23) .

가설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가족 적응 점수는 높을 것이다14. .

이 가설은 직접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 .05, T=.40 )β

않았으나 간접효과효과계수 와 총효과효과계( =.20, T=1.89) (

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25, T=3.35) .

가설 가족강인성이 높을수록 가족적응 점수는 높을 것이다15. .

이 가설은 직접효과 와 총효과효과계수( =.97, T=2.30) ( =.86,β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T=2.30) .

가설 문제해결대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적응 점수는 높16.

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38, T=2.95)β

지지되었다.

가설 문제해결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적응 점수는17.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간접효과효과계수( =.09, T=.56), ( =.10,β

총효과효과계수 가 모두 통계적으로T=.82), ( =.19, T=1.22)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지지가 많고 가족강인성이 높고 문제해결대처를1)

잘 할수록 가족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 2)

표 암환아가족의 회복력요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3> ,
총효과

내생변수

예측변수

직접효과

값(T )

간접효과

값(T )

총효과

값(T )

가족관
사회적지지 .47(7.38)* .47(7.38)*

가족강인성
가족기능 .08(1.63) .08(1.63)

사회적지지 .23(3.43)* .21(3.57)* .44(7.99)*

가족관 .14(3.31)* .02(1.31) .16(3.33)*

문제해결의사소통 .36(2.97)* .06(1.62) .42(3.51)*

가족기능
사회적지지 .05( .42) .29(2.53)* .34(5.01)*

가족관 .11(2.09)* .11(2.09)*

가족강인성 .65(2.62)* .11(1.00) .76(2.26)*

문제해결의사소통 .27(2.48)* .27(2.48)*

문제해결대처
사회적지지 .08(1.07) .39(5.58)* .47(7.70)*

가족관 .39(6.22)* .08(2.39)* .47(7.99)*

가족기능 .05( .75) .04(1.52) .09(1.30)

가족강인성 .45(2.72)* .11(1.42) .56(3.11)*

문제해결의사소통 .20(2.53)* .20(2.53)*

문제해결의사소통
사회적지지 .21(1.38) .18(1.25) .39(6.36)*

가족관 .07(1.01) .07(1.01)

가족기능 .20(1.99)* .03(1.60) .23(2.23)*

가족강인성 .26( .71) .20(1.91) .46( .99)

가족적응
사회적지지 .05( .40) .20(1.89)* .25(3.35)*

가족관 .02( .37) .02( .37)

가족기능 .02( .40) .02( .40)

가족강인성 .97(2.30)* -.11(-.92) .86(2.30)*

문제해결대처 .38(2.95)* .38(2.95)*

문제해결의사소통 .09( .42) .10( .82) .19(1.22)

와 같음* T-value > 1.96 ( p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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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많고 가족관이 잘 형성되어 있고 문제해결의사소통을

잘할수록 가족강인성이 높았다 사회적지지가 많고 가족관. 3)

이 잘 형성되어 있고 가족강인성이 높고 문제해결의사소통을

잘할수록 가족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가. 4)

많고 가족관이 잘 형성되어 있고 강인성이 높고 문제해결의

사소통을 잘할수록 문제해결대처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가 많고 가족기능을 잘 할수록 문제해결의사소5)

통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소아암 환아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

력 요인들을 규명하고 요인들간의 경로와 영향력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소아암 환아 가족의 적응을 증진하

고 간호중재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소아암 환아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 요인 중

가장 큰 효과를 갖는 변수는 강인성과 사회적지지 문제해결,

대처였다 이 중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가족.

강인성이었고 그 다음이 문제해결대처로 나타났다 사회적지.

지는 직접적 경로없이 간접적으로만 가족적응에 유의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강인성이 가족적응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변수로

나타난 것은 사별 가족을 대상으로 의 모델을 검증McCubbin

한 전미영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족강인성은(1996)

회복력 모형의 핵심 개념으로 소아암 환아 가족에서도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임이 확인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런 결.

과는 의 연구에서 문제해결의사소통이McCubbin, et al.(1994)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것은 가족의 문화적인 차이.

로 한국가족은 비록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희생되더라도 가

족의 화목을 유지하고 가정이 파괴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어 이것을 가족의

힘이고 가족강인성으로 볼 수 있어 가족 간의 감정의 공유와

의사표현을 중시하는 문화권에서 의사소통이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로 회복력 모형을 적용할 때,

는 이런 문화적인 다양성 인종과 민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

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가족강인성이 가족적응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가족강인성의 회복력요

인에 대한 간호중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

다 가족강인성은 사회적지지가 많을수록 가족관이 잘 형성. ,

되어 있을수록 문제해결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높았다 따라, .

서 가족적응의 가장 큰 예측요인인 가족강인성을 높이는 간

호중재시 가족관과 문제해결의사소통 등의 선행요인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사회적지지가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사별가족.

의 적응에 직접 효과를 나타낸 전미영 의 연구와는 일치(1996)

하지 않았으나 회복력 모형의 근간이 된 가족 스트레스와 적

응의 을 공변량구조분석으로 검증한Double ABCX Model

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Lavee, McCubbin, Patterson(1985)

가족적응에 대해 간접효과를 나타내어 완충역할을 한다는 결

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가족관 강인. ,

성을 거쳐 가족적응에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친구,

친지 등 의미있는 사람들의 지지는 사건에 대한 통제력을 포

함하는 강인성을 높이고 가족의 스트레스와 사건을 보다 긍

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사건의 의미를 형성하게 하는 가치

관을 발달시켜 사건에 더 잘 대처하게 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모.

든 내생변수에 대해 총효과 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

측변수로 나타났고 가족적응에도 큰 효과를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소아암 환아 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을 다

시 확인하였으며 사회적지지 간호 중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가족관은 강인성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강인성을 거쳐 가

족적응에 이르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의 연. Antonovsky(1994)

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족관은 내적인 가족 능력과 가

족저항 자원의 발달을 촉진하고 형성하게 함으로써 가족적응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족관은 직접.

적으로 가족적응을 예측하는 변수라기보다는 강인성과 대처를

예측하는데 더 의미있는 변수임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위기상

황에 대한 의미를 찾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문제해결의 대안을 가져오는 가족관을 공유케 하고 촉진함으

로써 적응이 촉진될 수 있어 적응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 가족관은 선행변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변수라 하

겠다.

문제해결의사소통과 가족강인성은 상호방향성을 가지는 것

으로 모형화되었으나 상호방향성이 아닌 문제해결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가족강인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

제해결의사소통이 가족이 이용하거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정보에 대해 서로 상의하고 협력하며 해결해 나가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으로 가족의 결속력을 촉진하고 협동성과

통제감을 높여 가족적응에 이르게 하므로 가족적응을 위한

회복력 요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 시에 문제해결 의사

소통 역시 고려해야 할 의미있는 변인임이 확인된 것이라 하

겠다.

문제해결대처는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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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의 연구에서 대처가 가족적응에 유. Katz(2002)

의한 직접효과를 가진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사회적지

지를 추구하고 영적지지를 추구하며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는

대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간호중재를 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회복력 요인은 외부의 도움에 의해 육성될 수 있고

적절한 중재를 통해 촉진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여져 회복력

요인과 관계된 간호중재는 암환아 가족의 적응을 도울 수 있

는 효과적인 간호중재 방안이 될 수 있다.

암환아 가족에 대해 간호사는 실무에서 암환아 간호와 관

리라는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가

족의 능력을 사정하고 이런 회복력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

도록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이런 회복력의 개.

념을 도입하는 것은 가족의 강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의

파악을 가능하게 하여 필요한 중재를 조직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가족강인성 문제해결대처. , ,

사회적지지 문제해결의사소통 가족관의 회복력 요인 중심의, ,

통합된 강점 증진 가족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위기상황을 변화와 발전으로 이해하고 통제. ,

와 극복에 대한 공유된 신념을 갖게 하는 가족강인성을 강화

하는 간호중재 소아암과 같이 질병의 진행과정과 치료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정보 제공과 문

제해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지가 더 필요하므

로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인의 사회적지지를 높이는 방안 삶,

과 상황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도록 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인지적 재구성을 포함한 문제해결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 위기상황에서 한 가족이라는 가족정체성과,

한 단위로서의 가족의 의미를 발달시키도록 돕는 간호중재,

가족의 의사소통 형태를 파악하여 부정적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가족에게는 감정이입 지지적 반응 등의 긍정적인,

의사 소통 기술을 가족이 습득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가족

의 결속력 및 적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돕는 간

호중재가 통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아암 환아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

력 요인을 규명하고 이들 요인들의 인과적 관계양상 및 그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가족의 적응을 증진하기 위한 회복력

요인 중심의 간호중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의 회복력모형을 개념적 기틀로 하여 유도된 개McCubbin 17

의 가설 가운데 총 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족적응에 영14 .

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강인성 문제해결대처 사회적지지로, ,

나타났으며 가장 큰 효과를 갖는 변수는 가족강인성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지지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

회적지지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면에서 모든

내생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가족강인.

성은 가족기능과 문제해결대처 가족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가족강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문제해결의사소통이었다 가족관과 문제해결 의사.

소통은 가족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강인성과 문

제해결대처를 예측하는 변수로 가족적응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 선행변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미있는 변수

임이 확인되었다.

가족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적응

에도 다양한 경로가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 가족 적응의

주요 경로와 예측변수가 확인되었으므로 간호사를 포함해 소

아암 환아와 가족의 치료와 적응을 돕는 모든 건강관련 전문

인들이 가족 특성 즉 회복력 요인의 조기 평가를 통해 회복

력 요인에 대한 간호중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소아암 환아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 요인으로 확인된 가족강인성 가족관 사회적지지, , ,

문제해결의사소통과 대처를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 이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 회복력 요인이 달라질 수 있고∙

청소년기 환아를 가진 가족의 회복력 요인은 학령기 아동

을 가진 가족의 회복력 요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청소년

기 소아암 환아 가족의 회복력 요인을 확인해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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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Resiliency Factors on Adaptation in FamiliesInfluence of Resiliency Factors on Adaptation in FamiliesInfluence of Resiliency Factors on Adaptation in FamiliesInfluence of Resiliency Factors on Adaptation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Cancerof Children with Cancerof Children with Cancerof Children with Cancer

Sim, Mi-Kyung
1)

1)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resiliency factor, to test causal relationship and effect of

resiliency factors on adaptation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cancer. A conceptual framework was constructed based

on McCubbin's resiliency model. Hypotheses were tested with empirical data. Method: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232 families of children with canc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AS program and LISREL program for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Result: Family hardiness and

problem-solving coping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adaptation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cancer. Social

support had significant indirect and total effect on adaptation. Family Schema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family hardiness and problem-solving coping.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family hardiness and an indirect effect on family functioning and problem-solving coping. Among the resiliency

factors, family hardiness had the greatest effect on adaptation in family of children with cancer.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nursing interventions to enhance family hardiness, problem-solving coping and social support

would result in an increase in adaptation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cancer. An integrated intervention that

emphasizes and promotes resiliency factors should be developed and established for families of children with

cancer.

Key words : Families, Children with cancer, Resiliency factor,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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