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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 질병과 입원의 기는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향

을 미치며, 많은 가족의 경우 아동의 질병으로 인해 가족들은 

처음 병원 입원을 경험을 하게 된다. 부모는 때때로 입원한 

자녀의 퇴행이나 공격성  감과 같은 행동에 해 

하게 응하지 못하며 병원의 규칙과 생활에도 익숙하지 않

아서 혼란과 긴장감  불안을 느끼게 되며, 특히 질병이 갑

작스럽거나 심각한 경우에 가족은 좌 감과 무기력 등의 부

정 인 정서반응을 경험하게 된다(Hong et al., 2016; Koo, 

2002). 특히 자녀에게 가장 큰 향을 주는 어머니는 아동의 

입원과 련하여 심한 스트 스를 받으며 어머니의 역할을 

제 로 하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더불어 낯선 병원 환경, 불확

실한 미래, 증상이나 처치  치료로 인해 환아가 경험하는 

고통, 그리고 가정에 한 책임감 등으로 아동의 입원에 따라 

불안한 정서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Oh & Moon, 2012). 

Spielberger (1977)는 불안은 주 으로 경험하는 정서상태

이고, 염려, 긴장, 걱정의 상태에서 임박한 험에 한 두려

움이며, 외 인 험에 의해서라기보다 내 인 조  능력의 

상실로 인해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모호하고 막연한 감정

이라고 하 으며, Koo (2002)는 입원한 환아는 부모에게서 지

지와 지원을 받으므로, 부모의 정서는 낯선 병원 환경에 응

해야 하는 아동에게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소아청소년과 입원 환아  유아기 아동이 70-80%를 차

지하는데, 유아의 입원 생활에서 어머니는 부정확한 정보나 

진단 검사 등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한다. 입원 아동의 가족이 

지각하는 불안 정도는 질병의 경과  후에 해 측이 

어렵거나 아동의 진단명을 알고 있는 경우보다는 모르는 경

우에 더 높은데, 보호자의 부정 인 정서는 입원한 아동에게 

달되어 아동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치료를 지연시킨다(Cho, 

1992; Koo, 2002; Yoo, 2013). 

극복력은 Mishel (1991)이 부인과 암 환자를 상으로 불확

실성에 한 처 모델을 제시하면서 설명한 개념으로, 극복

력(mastery)이 처나 응에 하여 요한 매개 역할을 한

다고 보고하 다. 이에 하여 국내에서도 비록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극복력(mastery) 변수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극

복력이나 회복력 등의 개념(resilience)을 사용하여 다양한 환

자들을 상으로 종속 변수가 삶의 질(Park, 2016; Yoon, 

2013), 스트 스(Sin, 2014; Yu, 2015), 우울(Choi, 2014; Kong, 

2014) 등인 연구에서 극복력의 종속변수와의 상 계  종

속변수에 한 향력 등을 악하 으나, 극복력과 불안을 

같이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유아 자녀

의 입원으로 인하여 환아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과 극복력

이 어떠한 계에 있고 한 극복력이 불안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 입원 환아 어머니를 상으로 불

안과 극복력의 정도를 알아보고, 두 변수간의 계  어머니

가 지각하는 불안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악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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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환아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  

본 연구는 입원한 유아 어머니가 자녀의 입원에 해 지

각하는 불안과 극복력의 계를 규명하고 불안에 향을 주

는 변수들의 향을 규명하고자 하며,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 을 갖는다. 

∙ 입원한 유아 어머니의 불안 정도를 악한다. 

∙ 입원한 유아 어머니의 극복력 정도를 악한다. 

∙ 입원한 유아 어머니의 불안과 련된 변수들간의 상
계를 악한다. 

∙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불안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입원한 유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불안과 극복

력 정도를 알아보고 두 변수간의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연구 상자 선정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일개 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한 유아 

환아 어머니를 상으로 2015년 2월 10일부터 2015년 5월 10

일까지 자료수집하 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하여 연구 

목 과 설문지  자료수집 차를 소개한 후 자료수집에 

하여 병원 간호부와 기 장의 허락을 받았다. 한 소아청소

년과 수간호사로부터 성기 감염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하

여 퇴원을 앞두고 있는 유아의 어머니를 소개받아 일  일

로 면담하여 본 연구에 한 목 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어머니에 한하여 설문지를 나눠주고 면담

하여 설문에의 응답을 받았다. 완성된 설문지의 응답 부수는 

최종 118명이었다.   

상자 수는 Cohen의 검정력 분석을 근거로 G*Power 로

그램 3.1.7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상 계 분석에서 효과크

기 0.3, 유의수 (α)=.05, 검정력(1-β)=0.80으로 요구되는 최

소 표본의 크기는 82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18명을 연구

상자로 하 다. 

연구 도구 

●불안(Anxiety)

Kim (1978)이 Spielberger의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한국인에 맞게 번역한 상태 불안 측정 도구를 사

용하 다. 이 상태 불안 측정도구는 20문항 4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으며 도구 수

의 범 는 20～80 이다. Lee (1984)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Cronbach's α=.87이었고, Go (2004)의 연구에서는 

.92,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 다.   

●극복력(Mastery)

극복력은 어떠한 사건의 나쁜 을 완화시키기 한 행

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Perlin과 Schooler (1978)가 개

발한 Mastery scale 7문항에 응답한 수가 극복력의 정도를 

나타낸다. 각 항목의 수 범 는 1 ～4 으로 도구의 수

는 최소 7 에서 최고 28 이며 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4 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하여 SPSS WIN 23.0 로그램을 이용

하 다.

∙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 연구 상자의 불안과 극복력 정도는 평균, 표 편차로 분석

하 다.

∙ 연구 변수들간의 상 성 정도는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이용하 다.

∙ 연구 상자가 지각하는 불안에 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은 

단계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연구의 윤리  고려 

환아 어머니에게는 연구의 목 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익명과 비 보장을 약속하며, 설문에의 응답을 계속 진행하기

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그 외에도 연구 참

여 동의서에는 연구목 과, 개인정보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

될 것임과 조사 도 에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고 설문에 

한 의문 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 다. 설문에 응답한 상자들의 응답 시간은 

약 10분 정도 걸렸다.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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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Hospitalized Children and Their Mother       (N=118)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Children

Sex
Male  62(52.5)
Female  56(47.5)

Age (month)
1-≤12
12〈-≤36

 63(53.4)
 55(46.6)  

14.16±9.81

Duration of
hospitalization (days)

1-7
8-14

 76(64.4)
 42(35.6) 

7.08±2.62

Birth order 
1
2
3

48(40.7)
62(52.5)
 8( 6.8)

Diagnosis

Respiratory
Gastroenteritis
Neuropathy
Nephropathy

 77(65.3)
 26(22.0)
  9( 7.6)
  6( 5.1)  

No. of hospitalization

1
2
3
4
≥5

 57(48.3)
 24(20.3)
 14(11.9)
 11( 9.3)
 12(10.2)

 2.22±1.61

Mothers

Age (years)
21-30
31-40

 36(30.5)
 82(69.5) 

31.84±3.41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and above

 71(60.2)
 47(39.8)  

Religion
Yes
No

 66(55.9)
 52(44.1)

Family type
Nuclear 
Big

107(90.7)
 11( 9.3)

Economic state
Low
Moderate
High

  5( 4.2)
 87(73.7)
 26(22.0)

Job
Yes
No

 32(27.1)
 86(72.9)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에서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한 유아  어머니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입원한 유아의 성별 특성은 남아가 52.5%, 여아가 47.5%

로 남아가 많았고, 아동의 연령 별 분포는 아가 유아보다 

많아 53.4%를 차지하 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14.16개월이었

다. 환아의 입원 기간은 1주일 이하의 경우가 많아 64.4%

고, 평균 입원기간은 7.08일이었다. 한 환아의 출생 순 는 

둘째가 가장 많아 52.5% 으며 첫째, 셋째 등의 순이었다. 

한 유아 환아의 진단명은 호흡기계 질환이 가장 많아 

65.3% 으며 그다음이 소화기계 질환으로 22.0%이며 신경계, 

비뇨기계 질환 등의 순서 고, 입원 환아의 출생시부터 재

까지 총 입원 횟수는 평균 2.22회 다.  

입원한 유아 어머니의 연령은 30 가 69.5%를 차지하

으며 평균 연령은 31.84세 고, 교육정도는 고졸이 가장 많아 

60.2%를 차지하 다. 한 어머니의 종교는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많아서 55.9% 으며,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많았

고(90.7%), 경제상태는 정도가 가장 많아 73.7% 으며 어머

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가 72.9% 다(Table 1). 

유아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과 극복력 정도 

유아 입원 환아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 정도는 총 수

의 범 가 80  만   20∼70 이었으며, 평균(표 편차)은 

40.50(10.52)이었고 불안의 문항평균은 4  만 에 2.02 이 

었다.

한 유아 입원 환아 어머니의 극복력 정도는 28  만  

 총 수의 범 가 10∼28 이었고, 평균(표 편차)은 23.26 

(3.91)이었으며 극복력의 문항평균은 4  만 에 3.32 이었다

(Table 2).  

유아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과 련된 변수들 

간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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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s of Anxiety and Mastery                                    (N=118) 

Variables No. of Items
Total 

(Mean±SD)
Range

Mean of Item

(Mean±SD)  

Anxiety 20 40.50±10.52 20-70 2.02±0.52
Mastery 7 23.26±3.91 10-28 3.32±0.55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18) 

Variables  
Anxiety Mastery

r(p)

Mastery
-.43

(<.001)

Duration of hospitalization
.26

(.004)
-.11

(.220)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on Anxiety                            (N=118) 

    B Standard error Beta t p Adjusted R2

(Constant)  60.19 5.92 10.15 <.001
Mastery  -1.11   .22 -.41 -5.03 <.001 .20
Duration of Hospitalization  .86  .32  .21  2.62 .010 .24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한 유아  어머니의 특성과 불안과

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 어머니들의 불안은 극복

력(r=-.43, p<.001)과 유의한 부  상 계가 있었고 입원기간

(r=.26, p=.004)과는 유의한 정  상 계가 있었다(Table 3).

입원한 유아 환아 어머니의 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 입원 환아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변수들을 악하기 하여 유아 어머니의 불안

과 상 계가 있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단계  회귀분석 결과, 극복력(β=-.41, p<.001)과 유아의 

입원기간(β=.21, p=.010)은 유아 환아 어머니의 불안을 유의

하게 측하 으며 이들 극복력과 유아의 입원기간은 불안

에 해 각각 20.0%, 4.0%를 설명하여 이 변수들의 불안에 

한 총 설명력은 24% 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입원한 유아 어머니의 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여,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간

호 재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유아 입원 환아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 정

도는 평균 40.50(문항평균 2.02)이었는데, 이는 Oh와 Moon 

(2012)의 연구에서 소아과 입원 환아 어머니의 상태불안 정도

가 문항평균 2.11인 결과와 비슷하 다. 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소아청소년과 병동에 입원한 성기 환아 어머니를 

상으로 한 연구들인 Bae (200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불안 

문항평균이 2.33, Jung (2015)은 46.30(문항평균 2.30), Koo 

(2002)는 47.93(문항평균 2.40) 등으로 본 연구보다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Moon과 Park (1996)의 

학령기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안은 평균 46.74(문항평균 2.34)

로서 학령기 아동의 학교 결석과 련하여 어머니가 스트

스와 정서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 다. 그 외에 암 환

아를 상으로 한 연구들인 Cho (1992)는 액, 골수  척수

검사를 받은 입원 환아의 어머니의 불안은 55.5이었고, Park 

등(2000)은 53.6(문항평균 2.68), Mu 등(2001)의 암 환아 어머

니의 불안이 55.1 등으로 높았던 결과는 암 환아의 입원이 

성기 감염 질환 환아의 어머니 불안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에 하여 Yun (2011)도 암 환아 어머니들은 환아

를 돌보면서 측 불가능한 아동의 상태에 한 불안감이 높

았다고 보고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불안을 퇴원 

에 측정하 는데, Park 등(2000)은 입원 3일째에 측정하는 등 

불안 측정의 시기가 다른 것도 어머니의 불안 정도에 차이가 

나게 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 비교를 통하여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 

정도는 입원 환아의 입원 후 불안의 측정 시기  환아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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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유아 입원 환아 어머니의 극복력 정도를 비

교하기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극복력 도구를 사용하여 입

원 환아 어머니를 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검색한 결과 Min 

(1992)과 Mu 등(2001)의 연구가 있어서 연구 결과를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 환아 어머니의 극복력이 만  28   

평균 23.26(문항평균 4  만 에 3.32 )으로 도구 만 의 

83%를 차지하 는데, Mu 등(2001)의 연구에서는 입원한 암 

환아 어머니의 극복력 평균이 16.64(문항평균 2.37, 4  만 )

로 도구 만 의 59.2%를 차지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Min (1994)이 암 환아 가족을 상으로 본 연구

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 는데, 처음 암을 진단받고 입원한 

가족이 지각하는 극복력 평균은 총 14  만 에 10.10(문항평

균 1.44, 2  만 )으로 도구 만 의 72%를 차지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입원 환아의 질병이 성기 감염 질환인 데 

비하여 Mu 등(2001)과 Min (1994)의 연구에서는 입원 환아 

진단명이 암으로서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극복력이 낮아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한 유아 어머니들의 불

안은 극복력(r=-.438, p<.001)과 유의한 부  상 계가 있었

는데, 이는  Mu 등 (2001)의 연구에서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을 받고 있는 입원한 암 환아 어머니의 불안은 극복력과 

유의한 부  상 계(r=-.346, p<.001)를 보 다는 결과와 일

치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입원한 유아 어머니의 불안은 

환아의 입원기간과 유의한 정  상 계가 있었는데 이는 

Jung (2015)이 어린이 병원에 입원한 아동의 입원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가 1주 미만보다 입원 아동의 어머니의 불안정도

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는 보고 내용과 일치하 고, 입원기간

이 길수록 정보 요구  정서  지지 요구가 높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유아 입원 환아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

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극복력은 유

아 환아 어머니의 불안을 유의하게 측한 주요 변수로 확인

되었는데, 이는 Mu 등 (2001)의 연구에서 입원한 암 환아 어

머니들의 불안에 극복력이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불안을 

15.59% 설명하 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유아 입원 환아의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과 극복력 간에 유의한 부  상 계가 있었

고 회귀분석 결과 입원 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안에 한 

요 측 인자가 극복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ishel 

(1991)이 부인과 암 환자를 상으로 불확실성에 한 처 

모델을 제시하면서 극복력이 상황에의 처에 요한 매개 

역할을 하 다고 보고한 내용을 지지하 다고 볼 수 있다. 입

원한 유아 어머니가 안정감을 가지고 극복력이 증진되기 

해서는 병원 입원생활에서 의료인  간호사가  가족에게 

환아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인과의 화를 통

하여 환아의 가족과 가정환경을 사정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며 다양한 공식   비공식 인 지지

가 이루어져야 한다(Hong, et al., 2016). 

본 연구의 결과는 일개 학병원에서 연구하 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해서 반복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입원한 유아의 부모나 가족이 지각하는 불안을 감소

시키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극복력을 증진시키는 간호교

육  간호 재 략을 마련하는 데에 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한 유아 어머니를 상으

로 불안과 극복력 정도와 두 변수간의 상 계  불안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내어 유아 입원 환아 어머니

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재 로그램 개발에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한 유아 어머니가 지

각하는 불안은 도구 만 의 간 정도 고, 극복력은 간보

다 높았다. 한 환아 어머니의 불안 정도는 극복력과 유의한 

부  상 계, 유아의 입원 기간과는 유의한 정  상

계를 보 으며, 특히 유아 환아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불안

에 유의한 향을 미친 변수는 극복력으로서 불안에의 설명

력은 20.0%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극복력은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한 

유아 환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불안에 요한 변수로 고려

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는데,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해서 어머니의 극복력을 증진시켜주는 다양한 

간호 략이 필요하다. 한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에 입원 

기간이 향을  수 있는 부분은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상

황에 해서 환아 어머니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

인 지지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한 성기 유아 환아

의 어머니를 상으로 연구하 는데, 향후 만성질환이나 질병

의 증도가 높은 환아의 어머니를 상으로 불안  극복력

을 조사하여 연구 결과를 구체 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Bae, J. J. (2000). Effect of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state 

anxiety and belief on parental role of mother with in-patient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Pusan.

Cho, I. S. (1992). Anxiety of pediatric inpatients'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Kwangju.  



유아 입원 환아 어머니의 불안과 극복력의 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3), 2016년 8월 413

Choi, S. H. (2014). Influencing factors on resilience in family of 

dementia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usan. 

Go, A. R. (2004). The relations of meaning in life, uncertainty 

and anxiety in patient with chronic renal fail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Pusan.  

Hong, K. J., Kim, E. J., Kim, H. S., Nam, E. S., Baek, K. S., 

Ahn, H. Y., et al. (2016). Pediatric Health Nursing II (10th 

ed.). Seoul: Soomoonsa. 

Jung, J. H. (2015). The relation among the burden, anxiety and 

nursing needs in the hospitalized children's mo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Daegu.  

Kim, J. T. (1978).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 

anxiety and social tend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o, H. Y. (2002). Uncertainty and anxiety in families of 

hospitalized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8(1), 

67-76.

Kong, K. R.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ymptom experience and depression in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Pusan. 

Lee, I. H. (1984). A correlation study for the degree of the 

uncertainty in illness and the coping style with state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Min, Y. S. (1994). A correlational study on uncertainty and 

coping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canc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4(4), 529-544. 

Mishel, M. H., & Sorenson, D. S. (1991). Uncertainty in 

gynecological cancer: A test of the mediating functions of 

mastery and coping. Nursing Research, 40(3), 167-171.

Moon, Y. I. & Park, H. R. (1996). A study on mother's anxiety 

level of hospitalized school-aged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2), 28-34. 

Mu, P. F., Ma, F. C., Ku, S. M., Shu, H. Q., Hwang, B., & 

Kuo, B. I. (2001). Families of Chinease children with 

malignancy: the factors impact on mother's anx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6(4), 287-295. 

Oh, J. W., & Moon, Y. S. (2012). A study anxiety of mothers 

who have hospitalized ill children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korean mothers with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6), 311-318.  

Park, K., Kam, S., Hah, J. O., Park, K. S., Kang, Y. S., & 

Kim, S. W. (2000). Uncertainty, stress and anxiety of 

mothers about disease of chi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4(2), 219-231. 

Park, M. N. (2016). Descriptive study on self-identity, resilience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adolescent survivors 

with canc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Human Behavior, 19, 2-21.

Sin, K. H.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hospital stress among cancer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Pusan. 

Spielberger, C. D., Lushene, R. E., & Mcadoo, W. G. (1977). 

Theory and measurement anxiety  states. Hemisphere Public 

Co. 

Yoo, K. H. (2013). A study on the uncertainty and depression 

in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265-272. 

Yoon, J. H. (2013). Study of fatigue,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Yu, H. J.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hospital stress,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in burn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Yun, E. Y. (2011). Medical social work needs assessment for 

caregivers of childhood cancer patients via focus group 

interview.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유  경  희

414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3), 2016년 8월

A Study on the Anxiety and Mastery among Mothers of 
Hospitalized Young Children* 

Yoo, Kyung Hee1)

1) Professor, School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anxiety and mastery in hospitalized 
young children's mothers. Methods: The subjects were 118 mothers of young children who were hospitalized in a 
pediatric unit.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the variables of anxiety and mastery. In the data 
analysis, SPSSWIN 23.0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reliability of instruments were found to have a Cronbach's alpha of .84 to .92. Anxiety 
correlated negatively with mastery (r=-.43, p<.001) and positively with duration of hospitalization (r=.26, p=.004). 
In multiple regression, mastery and duration of hospitaliz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nxiety in hospitalized 
young children's mothers, explaining 24.0%. Conclusions: Anxiety and mastery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hospitalized young children's mothers. A strategy of nursing intervention which decreases anxiety in mothers must 
be developed by increasing the level of mastery in mothers of hospitalized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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