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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선천성 질병

및 원인불명의 만성질환은 여전히 심각하여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이나 기능은 제한을 받고 특히 아동의 경우는,

성장발달의 저해도 야기된다 소아 만성질환의 하나인.

신증후군은 초등학생 만명당 명과 중학생 만명10 40 10

당 명의 발병률을 보이는 질병으로 만성적 경과를 밟50

게 된다조병수 신증후군은 원인과 예후가 모두( , 1993).

불분명하고 주 치료제인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신체,

외모에 변화가 온다 또한 이들은 심한 운동을 할 수 없.

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갈 수 없,

으며 부종이 있을 때 저염식을 먹어야 하는 등 정상적,

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환아가 상기도.

감염에 걸렸거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재발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모의 불안이나 염려가 심해지

며안혜영 특별한 합병증이나 병의 상태가 악화( , 1992).

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치료계획에 따라 가정에서 통원

치료를 받게 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간호를 받,

게 된다이미현( , 1985).

환자를 장기간 주로 돌보는 가족원은 여러 가지 어려

움에 시달리는 제 의 희생자 혹은 숨겨진 환자로 지칭될2

만큼 환자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신체적인 불건강은 물

론 생에 대한 의욕상실 생활에 대한 만족감의 상실과,

같은 안녕감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Deimling & Poulshock,

1986; George & Gwyther, 1986; Goodman &

따라서 만성 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Pynoos, 1990).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확인이 요구된다.

그러나 만성 질환자를 돌보는 간호자의 삶의 질에 대

한 연구는 대다수가 성인 만성 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연

구이며 소아 만성질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암환아 가족의 가족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은영 발달지연아 어머니( , 1996),

의 부담감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 오가실 신증( , 1997),

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백승남 신증후군( , 1998),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삶의 질성미혜 백승남( , , 1999)

등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에 대한 요인들이 각각 독립적

으로 연구되었으며 어떤 요인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갖는지 알 수 없어 변수들 간의

인과적 추정을 하기에는 부적절하였다 따라서 신증후군.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삶의 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고취할 수 있는 문제해결이 시급하며 자식을 위하,

여 자신의 모든 삶을 아끼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어머

니의 부담감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설명 예측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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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관계하는 요인을 예측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간호중재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알려진 특정 관련 개념을 중

심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내어 신증,

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론구축 및 지식체 확장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간호중,

재 방안의 새로운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신증후군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인과적 경로를 밝

히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선행 연구와 문헌을 근거로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1)

삶의 질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성한다.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2)

인들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파악하여,

변인들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 및 그 정도를 규명한다.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대한 가설적 모형과3)

실제 자료간의 부합도 검증을 통하여 변인들간의 관계

를 보다 잘 설명 할 수 있는 수정모형을 제시한다.

Ⅱ 문헌 고찰.

삶의 질은 차 대전이후 질적인 생활을 구현하는 일2

환으로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Campbell, 1981). 1960

년대에 이르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

루어졌고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은 그보다 후에 이루어,

졌으며 간호학에서는 년대에(Flanagan, 1982), 1980

이르러 환자들의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위해 신체 사,

회 경제 영역과 증상 조절을 통한 간호중재 방법으로,

질병과 연관시켜 문헌에 보고되기 시작하였다임현자( ,

1998).

삶의 질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치,

료선택과 치료적 접근의 맥락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

제학적 시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다루는 측면

으로 볼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마.

다 다소 차이를 보여 과 은 현Young Longman(1983)

재의 삶에 대한 지각된 만족정도를 삶의 질이라고 정의

하였고 는 신체적 기능 및 정서적 기, Torrance(1987)

능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하면서 신체적 기능 저하는 마비와 같은 신

체적 장애를 정서적 기능저하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 장,

애를 말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연구된 문헌과 임상지도 과정에서 확인된 환

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부담감 가족의 특성 환아의 건강상태 환아의 입원기, , ,

간 재발여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등이었다, , .

부담감이란 간호 담당자가 환자를 간호하면서 느끼는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고통의 정도로서, , (Zarit,

환자간호를 수행Reever, & Bach-Peterson, 1980)

하면서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 으로 표현된다 돌봄에 대(Novak & Guest, 1989) .

한 부담감이란 가족 구성원의 질병으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돌봄 제공자나 가족이 갖게 되

는 불편감 및 부정적인 영향(Zarit, et al, 1980)

을 말한다(Kosberg, cairl, & Keuer, 1990) .

만성질환아를 돌보는 가족은 부담감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삶의 질이 떨어진다서미혜 오가실 성미( , , 1993;

혜 백승남 오가실 고 하였으며 신증후, , 1999; , 1997) ,

군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 정도는 평점 만점 점2.89( 5 )

로 아주 높지는 않았다성미혜 또한 신증후군( , 1998).

환아 어머니 명을 대상으로 한 백승남 성미혜 조결67 , ,

자 및 변창자 에서도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부(1999)

담감은 평균 만점 점로 발달지연아 어머니59.35( 105 ) ,

명을 대상으로 한 오가실 의 부담감 평균30 (1997)

점 만점과는 비슷하며 암 환아 어머니69.67(125 ) ,

만점 점보다백소희 는 낮았다 전반적8.04( 10 ) ( , 1996) .

으로 장기간 환아를 돌봐야 하는 가족은 부담감을 경험

하고 그 결과 개인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Deimling & Poulshock, 1986).

연구에서 밝혀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때 가족, ,

들의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지지자원이 부족할 때 질병, ,

이 있는 가족원을 돌볼 때 가족들이 부담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서미혜와 오가실( , 1993).

가족 내 만성환아의 발생은 환아 자신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 구성원에도 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주게 되며 특히 부모들에게 많은 고통과 인지적 정서적, ,

행위적 스트레스와 위기감을 초래하면서 복잡한 과제와,

책임을 부여시킨다박은숙 정연 등( , 1996; , 1996).

따라서 만성질환자나 환아를 책임져야 하는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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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및 경제 상태 부부자녀와의 관계 등이 가, ,

족원의 부담감이나 삶의 질과 유관하리라는 사실은 자명

하다.

또한 돌봄 상황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사

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녔으며 스트레스의 위협을 방지하고 건강증진

에 유용한 개념이다 이러(Green & Monahan, 1987).

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칠 수 있

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 줌으로써 가족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가족의 문제나 위협 감을 극복시키며 가족,

적응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음이 제시되

고 있다(MacCubbin, Canble & Patterson, 1982)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만성질환아 가족은 환

아를 돌봄으로 인하여 부담감이 높아지며 이로 인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면 사회적 지지는 만,

성 질 환자 가족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

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나타난 만성질환아를 돌보는 가족원의 삶의 질과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고려하여 가족원의 특성,

즉 부모의 건강 상태와 부부 친밀도 자녀에 대한 어머,

니 태도 경제상태 환아의 건강특성 즉 약물 부작용 정, , ,

도 지각된 질병 심각도 마지막으로 그리고 돌봄 상황, , , ,

즉 지각된 사회적 지지 등을 본 연구의 이론적 틀에 포

함하였다.

Ⅲ 연구의 이론적 틀 및 가설적 모형.

이론적 틀1.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확인된 신

증후군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연

구의 이론적 틀은 그림 과 같다 삶의 질에 영향을< 1> .

미치는 요인은 가족원의 특성 환아건강 특성 지각된 사, ,

회적 지지 및 부담감으로 구성되었다.

가족원의 특성에는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 부부친밀도, ,

어머니 태도 및 경제 상태가 포함되며 환아의 건강 특성,

은 약물 부작용 정도와 질병 심각도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의 가설적 모형2.

문헌고찰과 변인들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

대로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그 선

행 변인과 결과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그<

림 와 같은 인과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모형에 제시2> .

된 각 경로는 각각 연구가설이 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

적 틀에 포함된 변수들은 외생변수 개와 내생변수로8 2

개로 구성되었다 외생변수는 모형의 맨 앞에 위치하면.

서 서로 상관되어 있으며 어느 변수에 의해서도 설명되

지 않는 독립 변수로 활동하는 변수이며 내생변수는 모,

어머니의

부담감

어머니의

삶의 질

환아의환아의환아의환아의

건강 특성건강 특성건강 특성건강 특성

약물 부작용 정도

질병 심각도

가족원 특성가족원 특성가족원 특성가족원 특성

어머니 건강

아버지 건강

부부 친밀도

어머니 태도

경제 상태

지각된

사회적 지지

그림 연구의 이론적 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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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내에서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종속변수를

말하는 것이다이순묵 본 연구에서의 외생변수( , 1990).

는 어머니 건강 아버지 건강 부부 친밀도 어머니 태, , ,

도 경제 상태 환아의 약물 부작용 정도 질병 심각도, , , ,

지각된 사회적 지지 내생변수로는 부담감 삶의 질 등이, ,

포함되었다 연구의 이론적 틀에서 도출된 가설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건강 아버지의 건강 부부 친밀도 어머니, , ,

태도 경제 상태 약물 부작용 정도 질병 심각도 지각, , , ,

된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인 부담감을 통하여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가 설정되었다 어머니의.

건강은 부담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버,

지의 건강과 경제 상태는 삶의 질에만 부부 친밀도 와,

어머니 태도 질병심각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부담감, ,

과 삶의 질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 약물부작용정도는 부,

담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경제 상태.

가 낮으면 만성질환아 가족원의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박순옥 도 있으나 대다수가 성인 만성( , 1993)

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담감에 영향하는 변인에는 경제 상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 건강상태와 약물 부작.

용 정도는 사전 조사연구에서 아버지 건강이 부담감과,

약물 부작용 정도는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낮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경로를 삭제하였다.

Ⅳ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설계1.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가지고 신증후군 환아를 돌

보는 어머니의 삶의 질에 관한 가설적인 모형을 설정하

여 모형의 부합도와 가설을 검증하는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기간2.

본 연구의 대상은 신증후군 환아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입원하고있는 서울시내 대학 병원에서 신증후군K

진단을 받고 개월 이상 경과되어 만성질환의 범주에, 3

들어있는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중인 환아를 돌보는 어머

니를 다음기준에 따라 임의 표출하였다.

신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개월이 경과된 환아를 계1) 3

속 돌보는 어머니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환아 어머니2)

어머니 건강

아버지 건강

부부 친밀도

어머니 태도

경제 상태

약물 부작용정도

질병 심각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

어머니

부담감

어머니

삶의 질

γ21

γ11

γ22

γ23

γ13

γ24

γ14 β21

γ25

γ16

γ17

γ27

γ18

γ28

그림 연구의 가설적 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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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환아 어머니3)

자료수집은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 사1999 5 23 8 20

이에 이루어 졌으며 총 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160

응답이 부적절한 설문지 부를 제외한 부를 분석대8 152

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3.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 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한1) 20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이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삶의 질 측정도구(1)

노유자 의 삶의 질 측정도구 개 문항 중 신(1988) 47

뢰도가 너무 낮거나 유사한 내용의 문장은 수정하여 38

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최저 점에서 최고 점38 190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성미혜 등 의 연구에서는, (1999) Cronbach's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alpha = .91 , Cronbach's

는 였다alpha .92 .

부담감(2)

와 이 개발Montgomery, Gonyea Hooyman(1985)

한 간호자의 신체적 경제적 여가생활 사회적 문제 영, , ,

역에서 초래된 변화나 혼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객관적

부담감의 개의 문항과 돌봄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9

태도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부담감의 개 문항으로 구성14

된 도구를 본 연구자가 번역하여 환아 어머니인 연구대

상자에 맞지 않는 개 문항을 제외한 총 개 문항의3 20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에서. 5 20 100

점의 점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의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성미혜 등 의 연구에서 신. (1999)

뢰도는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Cronbach's alpha .78 ,

이였다.76 .

어머니의 건강(3)

어머니의 건강은 등 의 건강상태 자Lawston (1982)

가평가 도구를 오복자 가(Health Self-Rating) (1994)

수정한 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최저 점에서 최2 , 2

고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함을 의미한다 도구의7 .

신뢰도는 이었다Cronbach's alpha = .71 .

아버지의 건강(4)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버지의 현재 건강상태

를 점 척도화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3 ,

수록 건강함을 의미한다.

부부 친밀도(5)

부부 친밀도는 결혼생활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부

간의 만족감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 양상 상호 존중감, ,

성생활만족 여가활동 결혼생활의 안정감 감정 표현정, , ,

도 및 가족관계 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김숙남 이(1998)

의Waring(1983) Marital Intimacy Questionnaire

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의 점 척도로(1983) , 8 5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도가 좋음을 의미하며. ,

김숙남 의 여성의 자궁절제술 후 삶의 질 구조모(1998)

형에서의 신뢰도는 이었고 본Cronbach's alpha .91

연구에서도 이었다.91 .

어머니 태도(6)

어머니 태도는 자녀와 부모간의 친밀도로서 전은영

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갖는 만족정도를(1996)

측정하기 위한 부모태도 지표(IPA : Index of

에 의 부모의 양육태도 측Parental Attitudes) Cohler

정도구 중에서 항목을 추가하여 만든 문항의 점 척2 13 5

도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전은영. (1996)

의 연구에서는 가 이였으며 본Cronbach's alpha .70 ,

연구에서는 이었다.82 .

경제 상태(7)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제생활 정도에 대한 자가평가

점수로 점 척도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 상태가 높5

음을 의미한다.

약물 부작용 정도(8)

신증후군 환아에게 투여된 스테로이드 약물로 인한 부

작용의 종류와 그 정도를 말한다 즉 쿠싱증후군의 종류.

와 시각적 상사척도로 측정한 점수이다 약물 부작용의.

종류는 사전 조사와 문헌에서 확인된 부작용의 종류 6

가지로 한정하여 점수화했다 부작용 종류가 가지이면. 6

점 가지이면 점 가지이면 점화했으며 점수가 낮1 , 5 2 , 1 6

을수록 약물부작용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또한 환아.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측정한 부작용의 심각도는 시각적

상사척도에 의해 심각성이 전혀 없을 때 점 가장 심각5 ,

할 때 점으로 점 척도화 하였으며 스테로이드 약물1 5 ,

부작용 정도와 심각도 점수를 합하여 점수범위는 최저 1

점에서 최고 점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약물 부작용 정11

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질병심각도(9)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환아의 질병 정도를 점5

척도로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질병정도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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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함을 의미한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10)

과 이 친인척 및McCubbin, Larsen, Olson(1982)

친구의 지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에 박지원(1985)

이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중 항목을 추가로2

삽입하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도.

구는 친구 친인척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 그리고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10

개 문항의 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최저 점에서 최고5 , 10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인척으로부터 지지를 많이50

받았음을 나타낸다 도구의 신뢰도는 과. McCubbin

의 연구에서는Thompson(1987) Cronbach's alpha

는 이었고 이경희 의 연구에서는 전은영.82 , (1993) .66,

의 연구에서는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1996) .86 .90

이였다 .

자료분석 방법4.

본 연구에 이용된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 계수1) (Cronbach's alpha ),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변수간의 상관관계,

는(Pearson's Correlation) SPSS Win 8.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program .

2)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의 부합도 검증 및 가설검증은

LISREL 8.20(Joreskog & Sobom, 1998) program

을 이용하여 경로분석 하였다(path analysis) .

입력자료는 누락자료를 으로 처리3) listwiss deletion

한 상관관계 메트릭스를 이용하였다 표 참조< 4 >.

Ⅴ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부모의 특성1)

부모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부록 참조( 1 ).

대상자의 연령분포에서 환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가 가장 많아 각각 와 였고 학35-44 71.1% 67.1% ,

력은 부모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고부( :51.3%,

모 종교는 아버지의 경우 종교를 가지고 있지:61.8%),

않는 군 보다 가지고 있는 군 이 더 많(48.0%) (52.0%)

았으며 어머니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군 이 더(57.2%)

많았다.

직업은 아버지는 대부분의 경우 자영업 에 종(42.1%)

사하거나 회사원 이었고 어머니는 대부분 가정주(42.1%)

부 였으며 건강상태는 부모 모두 보통이거나 양(76.3%) ,

호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부모의 특성< 1> N=152

특 성 구 분
부 모

빈도(%) 빈도(%)

연 령 <29 4(2.6) 5(3.3)

세( ) 30-34 18(11.8) 36(23.7)

35-39 46(30.3) 62(40.8)

40-44 62(40.8) 40(26.3)

>45 22(14.5) 9(5.9)

학 력 무 학 1(0.7) 3(2.0)

초중졸 13(8.6) 16(10.6)

고졸 78(51.3) 94(61.8)

대졸 이상 60(39.5) 39(25.7)

종 교 기독교 42(27.7) 49(32.2)

천주교 12(7.9) 14(9.2)

불 교 25(16.4) 24(15.8)

무 교 73(48.0) 65(42.8)

직 업 주 부 116(76.3)

자영업 64(42.1) 17(11.2)

전문직 9(5.9) 10(6.6)

회사원 64(42.1) 6(3.9)

공무원 11(7.2) 3(2.0)

건강상태 불 량 14(9.2) 23(15.1)

보 통 76(50.0) 80(52.6)

양 호 62(40.8) 49(32.2)

가족과 환아의 특성2)

본 연구 대상자인 신증후군 환아 가족과 환아의 특성

은 표 와 같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였고< 2> . 85.5% ,

대가족이 를 차지하였으며 경제 상태는 중간계층14.5% ,

과 하위계층 의 가족이 대상자의 대부(48.0%) (34.2%)

분을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 부모의 대부분 이. (99.3%)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며 결혼 경과 기간은 년과, 6-10

년 된 경우가 각각 었고 연구 대상자의11-15 38.8% ,

자녀수는 대개 명 이었다 환아의 성별분포는2 (71.1%) .

남아 가 여아 에 비해 배 이상 많았으며(68.4%) (31.6) 2 ,

환아의 나이는 세 의 연령이 가장 많았다9-12 (40.1%) .

또한 환아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로 가장 많았으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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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발병 후 경과 기간은 개월 군이 로 가장, 3-12 59.2%

많았다 가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42.1% , 52.0%

약물로 인한 합병증이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자녀수는.

대개 명 이었다2 (71.1%) .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적 통계2.

연구변인의 기술적 통계의 결과는 표 과 같았다 먼< 3> .

저 어머니의 건강은 평균 로 중간점수 보다 높5.11 4.0

으며 아버지의 건강도 평균 로 중간점수 보다, 2.31 1.50

높았다 약물 부작용 정도는 평균 로 중간점수. 7.28 5.5

보다 높았으며 질병 심각도는 평균 로 중간점수, 3.54

보다 높았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건강은 평2.50 .

균이상으로 건강하였고 약물부작용정도와 질병 심각도,

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는 평균 으로. 2.46

평점 보다 낮게 나타나 중 정도수준 이었다 지각2.50 .

된 사회적 지지는 평균 로 중간이상의 지지를 받26.07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담감은 평균점수 로 중간, 49.00

점수 보다 낮았으며 삶의 질은 평균 점수 로50 , 121.00

나왔다 측정변인의 가 에서 사이에 있기. Skewness -2 2

때문에 본 연구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표 가족과 환아의 특성< 2> (N=152)

가족 환아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가족형태 핵가족 130(85.5) 성별 남 104(68.4)

대가족 22(14.5) 여 48(31.6)

결혼경과 이하5 7( 4.6) 나이세( ) 이하4 8( 5.3)

기간년( ) 6-10 59(38.8) 5-8 51(33.6)

11-15 59(38.8) 9-12 61(40.1)

16-20 22(14.5) 13-16 32(21.1)

경제 상태 이상21 5( 3.3) 출생순위 첫째 85(55.9)

아주 어렵다 11( 7.2) 둘째 58(38.2)

어렵다 41(27.0) 셋째 7( 4.6)

보통이다 73(48.0) 넷째 2( 1.3)

부유하다 16(10.5) 발병후경과기간 미만1 90(59.2)

자녀수 아주 부유하다 11( 7.2) 년( ) 미만1-2 24(15.8)

명( ) 1 19(12.5) 미만2-3 9( 5.9)

2 109(71.7) 미만3-4 12( 7.9)

3 19(12.5) 미만4-5 7( 4.6)

>4 5(3.3) 이상5 10( 6.6)

재발여부 유 88(57.9)

무 64(42.1)

합병증

여부

유 79(52.0)

무 73(48.0)

표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적 통계< 3> (N=152)

변 수 평균
표준

편차

점수

범위
skewness kurtosis

가족원 특성 어머니 건강 5.11 1.42 2-8 -.294 -.341

아버지 건강 2.31 .63 1-3 -.379 -.671

부부 친밀도 27.33 7.94 8-40 -.364 -.543

어머니 태도 44.19 7.30 15-60 -.405 1.053

경제 상태 2.46 1.01 1-5 .225 -.135

환아특성 부작 용정도 7.28 3.18 0-11 -.799 -.703

질병 심각도 3.546 1.16 1-5 -.254 -.967

지각된사회적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 26.07 9.41 10-50 .674 -1.44

부담감 부담감 49.00 12.81 22-100 .535 1.010

삶의 질 삶의 질 121.06 18.27 71-176 .129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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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3.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삶의 질과 각 변인들간의 상관

관계에서 유의한 변인은 어머니 건강(r=.561, p=.01),

아버지 건강 부부 친밀도( =.533, P=.01), (γ γ

자녀에 대한 어머니 태도=.575, P=.01), ( =.407,γ

경제 상태 약물 부작용 정P=.01), (r=.240, p=.01),

도 질병 심각도(r=.292, p=.01), (r=.224, p=.01),

지각된 사회적 지지 부담감(r =.360, p=.01), (r

이며 그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484, p=.01) ,

인 변인은 부부 친밀도 였다 부담감(r=.575, p=.01) .

과 외생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태도,

는 가장 높은 부적관계를 나타냈으(r=-.464, p=.01)

며 가장 특이한 것은 사회적 지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r=-.140, p=.08) < 4>.

이상의 결과에서 가족원의 건강상태인 어머니와 아버

지의 건강 가족원의 만족도인 부부간의 친밀도 자녀에, ,

대한 어머니의 태도 경제 상태 환아의 건강상태인 약물, ,

부작용 정도와 질병 심각도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는

순 상관관계를 부담감과는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

가설적 모형의 검정4.

모형의 부합도 검정1)

가설적 모형이 실제자료와 잘 맞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부합지수이다 그림 는 가설적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 < 3>

도를 보여준다 부합도를 나타내는 적합지수는 여러 가.

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Chi-Square,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를 이Index),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

용하여 검정하였다.

는 가설적 모형과 자료가 완전히 일치하Chi-Square

는 상태를 귀무가설로 보고 검정하는 것으로 자료의

와 와의 차Covariance Matrix Fit Covariance Matrix

이를 말한다 여기서 귀무(Joreskog & Sorbom,1993).

가설이 기각되어 유의적이란 것은 모형과 실제자료가 일

치되지 않는 것이므로 모델이 자료와 부합되지 않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의. Chi-Square

는 로 귀무가설이 지지.56, df=3, p = .90( p>.005)

되어 모형과 실제자료가 잘 맞음을 보여주고 있다.

는 표본크기나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에 비교적GFI

영향을 받지 않는 부합도로 이 값은 사이에 있으며0-1

이상이면 문제가 없고 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고0.9 .95

본다 이순묵 본 연구에서의 는 으로( , 1990). GFI 1.00

모형과 실제자료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는 조. AGFI

정 부합치로 기초 부합치를 자유도에 대해 수정한 값으

로 보다는 작은 값으로 구해진다 본 연구에서의 조GFI .

정 부합치는 로 제시된 모형과 실제 자료가 상당히0.99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분석자료의 공분산 메트릭스와 미지수들에RMSR

의해 재생산된 공 분산 매트릭스 간의 원소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값은 분석자료의 기초가

상관자료일 때 이하면 잘 맞는 모형으로 본다이순0.05 (

묵 본 연구에서의 원소간 평균차이는 로, 1990). 0.005

모형이 실제자료와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좋은 모

형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형의 모수 추정치2)

표 는 각 경로의 모수 추정치와 값< 5> t , PSI (1-R2)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모수들의 표준오차는, .06

표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 4>

Y1 Y2 X1 X2 X3 X4 X5 X6 X7 X8

부담감Y1( ) 1.000

삶의질Y2( ) -.484** 1.000

어머니건강X1( ) -.364 *＊ .561** 1.000

아버지건강X2( ) -.246** .533** .455** 1.000

부부친밀도X3( ) -.298** .575** .349** .427** 1.000

어머니 태도X4( ) -.464** .407** .241** .302** .304* 1.000

경제 상태X5( ) -.122 .240** .048 .129 .175* .183* 1.000

약물부작용X6( ) -.364** .292** .214 .187* .278** .275** .079 1.000

질병심각도X7( ) -.197* .224** .172* .079 .150 .180* .130 .559** 1.000

사회적 지지X8( ) -.140 .360** .173* .256** .333** .233** .173* .165* .060 1.00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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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수 추정치가 상당히 안정적임을 알 수 있.08～

다 그림 는 표 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가. < 3> < 5>

설모형을 경로분석하여 각 경로계수(path coefficient)

와 내생변인의 잔차 를 표시한 경로모형(PSI) (path

이다 이 모형에서는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diagram) .

보게되는데 이것을 통해 앞에서 세웠던 가설의 결과를

알 수 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과의 관계에서는

제시된 가설과 같이 어머니의 건강( = .26, t =γ

과 아버지의 건강 부부4.16) ( = .19, t = 2.92),γ

친밀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 = .26, t = 4.13), (γ γ

가 직접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 .12, t = 2.03)

향을 주고 있으며 부담감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 -.20, t = -3.10) .β

문헌에서 나타난 예상과는 달리 경제 상태( =.09, tγ

와 어머니 태도 질병= 1.71) ( = .06, t = .97),γ

심각도 는 삶의 질과는 유의한 관( = .06, t =1.00)γ

.26**

.19*

-.22*

.26* .67 .42

-.07

.06

-.34** -.20*

.09

-.23*

.04

.06

.04

.12*

Fit:χ2=.56(p=.90) N=152 df=3 GFI=1.00 AGFI=.99 RMR=.005

*P<.05 **<.01

그림 가설모형과 경로계수< 3>

어머니 건강

아버지 건강

부부 친밀도

어머니 태도

경제 상태

약물 부작용 정도

질병 심각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

어머니

부담감

어머니

삶의 질

표 가설 모형의 모수 추정치 값< 5> , t , PSI(1-R2)

내생변인
(SE)β 값t PSI(1-R2)

예측 변인

부담감 0.67

어머니 건강 -0.22(0.07)* -2.96*

부부 친밀도 -0.07(0.08) -0.90

어머니 태도 -0.34(0.07)** -4.57**

약물 부작용 정도 -0.23(0.09)* -2.69*

질병 심각도 0.04(0.08) 0.49

지각된 사회적 지지 0.04(0.07) 0.51

삶의 질 0.42

어머니 건강 0.26(0.06)** 4.16**

아버지 건강 0.19(0.06)* 2.92*

부부 친밀도 0.26(0.06)** 4.13**

어머니 태도 0.06(0.07) .97

경제 상태 0.09(0.06) 1.71

질병 심각도 0.06(0.06) 1.00

지각된 사회적 지지 0.12(0.06)* 2.04*

부담감 -0.20(0.06)* -3.10*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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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행 변인들의 삶의 질.

에 대한 설명력은 로 상당히 높았다58% .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

면 어머니 태도가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었고 그 다음이 어머니의 건강( = -.34, t =-4.57),γ

약물 부작용 정도( = -.22, t = -2.96), ( =γ γ

였으며 그 외 변인 즉 부부 친밀도-.23, t = -2.69) , ,

질병 심각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이들 변인이

부담감에 대한 설명력은 를 보였다33% .

총 효과3)

가설적 모형에서 나온 총효과 값과 각 경로의 직접효

과로 간접효과의 정도를 분석 할 수 있다 이는 직접효.

과뿐 아니라 간접효과를 통하여서도 총효과에 미치는 각

경로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연구자는 변인간의 숨

겨진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표 과(Kim. 1989). < 6>

같이 삶의 질을 내생변인으로 하는 개의 경로에서 부담8

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자녀에 대

한 어머니 태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즉 직.

접효과효과계수 보다 간접효과효과계수 가( =.06) ( =.07)

더 크게 총효과에 영향을 미쳐 총효과효과계수 가( =.13)

높게 나왔으며 이는 어머니 태도가 부담감을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머니 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

효과효과계수 에 간접효과효과계수 가 추가( =.26) ( =.04)

되어 총효과효과계수 는 상당히 영향이 큰 것으로( =.30)

나타났으며 부부 친밀도도 직접효과효과계수 에( =.26)

간접효과효과계수 가 추가되어 총효과효과계수( =.01) , (

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27) .

직접효과효과계수 와는 반대 방향으로 간접효과( =.12)

효과계수 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총효과효과계수( =-.01) (

는 감소하였다=.11) .

또한 질병 심각도도 직접효과효과계수 와는 반( =.06)

대 방향으로 간접효과효과계수 에 영향을 끼쳤으( =-.01)

므로 총효과효과계수 는 감소하였다 이는 지각된( =.05) .

사회적 지지와 질병 심각도는 부담감에 관한 가설 이론

과는 부적합한 결과로 나왔기 때문이다.

가설검정 결과5.

본 연구의 가설은 가설적 모형 개에서 개의 가설14 8

이 지지되었다.

제 가설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 정1 :

도는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가설적 경로에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21 =.26, t=4.16)γ

제 가설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어머니의 삶2 :

의 질 정도는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가설적 경로에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값.( 22 =0.19, t =2.29).γ

제 가설 부부 친밀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삶의 질3 :

정도는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가설적 모형에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값( 23 =.26, t =4.13).γ

제 가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좋을수록 삶4 :

의 질 정도는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 값 는 통계( 24 =.06, t =.97)γ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간접효과효과계수( =.07)

가 추가되어 총 효과효과계수 가 높아졌으나( =.13)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제 가설 어머니의 경제 상태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5 :

도는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가설적 모형에서 직접효과( 25 =.09, tγ

값 와 총효과효과계수 가 유의하지 않=1.71) ( =.09)

아 기각되었다.

표 가설 모형의 각 예측변인과 효과계수< 6>

내생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예측 변인

부담감

어머니 건강 -0.22 - -0.22

부부 친밀도 -0.07 - -0.07

어머니 태도 -0.34 - -0.34

부작용 정도 -0.23 - -0.23

질병 심각도 0.04 - 0.04

지각된 사회적지지 0.04 - 0.04

삶의 질

어머니 건강 0.26 0.04 0.30

아버지 건강 0.19 - 0.19

부부 친밀도 0.26 0.01 0.27

어머니 태도 0.06 0.07 0.13

경제 상태 0.09 - 0.09

부작용 정도 - 0.05 0.05

질병 심각도 0.06 -0.01 0.05

지각된 사회적지지 0.12 -0.01 0.11

부담감 -0.20 -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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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설 어머니가 지각한 환아의 질병 심각도가 낮6 :

을수록 어머니의 삶의 질은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가설적 모형에서 간접효과효과계수(

가 연구가설과는 반대로 환아의 질병 심각도=-.01)

가 심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와 직접효

과효과 계수 보다 총효과 효과계수( = .06) ( =.05,

가 감소하여 기각되었다t=) .

제 가설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을수7 :

록 삶의 질은 높을 것이다.

이 가설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

다 값.( 28 =.12, t =2.04)γ

제 가설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담감이 높을수록 삶의8 :

질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가설적 모형에서 직접효과가 유의하여 지

지 되었다 값.( 21 =-.20, t =-3.10)β

제 가설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부담감은 낮9 :

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가설 경로에서 직접효과( 11 =-.22,γ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t=-2.96) .

제 가설 부부 친밀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담감10 :

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가설 경로에서 직접효과( 13 =-.07,γ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t=-.70) .

제 가설 자녀에 대한 어머니 태도가 좋을수록 부담11 :

감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가설 경로에서 직접효과( 14 =-.34,γ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t=-4.57) .

제 가설 어머니가 지각한 환아의 약물 부작용 정도12 :

가 낮을수록 부담감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가설 경로에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지지되었다( 16 =-.23, t=-2.69).γ

제 가설 어머니가 지각한 환아의 질병 심각도가 낮13 :

을수록 부담감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가설 경로에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 17 =.04, t=.49)γ

제 가설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을14 :

수록 부담감은 낮을 것이다.

이 가설은 가설 경로에서 직접효과( 18 =.04,γ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t=.51) .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예측하는 경로에서는 어머니의

건강 부부 친밀도 부담감 아버지의 건강 지각된 사회, , , ,

적 지지가 부담감을 예측하는 경로에서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 태도 어머니의 건강 약물 부작용 정도가 지지되, ,

었다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가장 많이 영.

향을 주는 변인은 가족원의 건강상태와 부부의 친밀도,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부담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이,

며 어머니의 부담감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자,

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이고 그 다음이 어머니 자신의,

건강과 환아 건강상태인 약물 부작용 정도로 나타났다.

모형의 수정6.

위와 같은 경로분석 결과 각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과

모형에서의 의미를 고려하여 일부경로를 제거한 후 새

수정모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이론적 가지치기

라고 한다 는 대(theory trimming) . Pedhazur(1982)

상자 수가 많은 경우 경로계수가 작아도 통계적 유의성

이 있게 나오므로 연구의 성격이나 이론적 타당성을 고

려하여 모형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연구.

자는 우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로를

제거하였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내생변. < 3>

인 모두에 거의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변인 즉 질병,

심각도를 모형에서 완전히 제거했다 그리고 부부 친밀.

도가 부담감으로 가는 경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부담,

감으로 가는 경로를 제거하였다 이들 경로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으며 수정계수의 크기도 큰,

의미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수정모형은 제시된 가설모형에서 개의1

변인을 제거하고 나머지 경로 중 개의 경로를 제거한2

개의 경로로 구성되었다 이 수정모형의 경로 도해는10 . <

그림 와 같다 제시되었던 가설모형과 모수 추정치를4> .

비교해 볼 때 특이하게 달라진 점은 거의 없었다 수정.

모형의 부합도를 살펴보면 Chi-Square = 2.83(p =

0.90) GFI = 1.00, AGFI = 0.97, RMSR =

로 나타나 이 수정모형은 간명할 뿐 아니라 가설0.011

모형과 마찬가지로 부합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Ⅵ 논 의.

만성질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삶의 질에 대한 지금까

지의 선행연구는 극히 소수이며 부분적인 연구들은 상,

이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영향력.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한 간호중재에 일관된 틀을 제

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소아 만성질환의 하나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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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

인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여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모형틀은 결과변인인 어머니.

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여 선행변인은 가족원의 특성

어머니 건강 아버지 건강 부부 친밀도 어머니 태도( , , , ,

경제 상태 환아의 건강 상태약물 부작용 정도 질병), ( ,

심각도 돌봄상황지각된 사회적 지지 매개변인은 어), ( ),

머니의 부담감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정한 경로모형들은 가설모형과 수정모

형 모두에서 수합된 자료와 만족스러운 부합도를 나타냈

으며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삶의 질간의 역,

동적인 관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통합적인 시각을 제

공해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용한 경로분석이 변인들의 측정

오차를 전부 배제하고 분석하는 잠재변인 모델과는 달리,

모든 변인들이 오차 없이 측정된 것을 가정으로 하기 때

문에 추정계수와 설명력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났을 것

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Bagozzi, 1980) .

감안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생변인의 설명

력은 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33-58%

모델임을 보여 주었다 즉 앞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예.

측 변인들에 의한 삶의 질 설명력은 부담감에 대58%,

한 설명력은 로 나타났다 그림33% < 3>.

삶의 질과 부담감1.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어머니의 부담감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담감이 적.

을수록 어머니의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부담감은 삶의 질의 예측변인이며 만성질환자와 환,

아 가족원의 부담감이 높으면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선

행연구 결과 박은숙 등 서미혜와 오가실( , 1998; ,

오가실 정추자 들과 일치함을 볼1993; , 1997; , 1992)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어머니의 부담감을 줄이는

방법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 태도를 긍정적이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과 어머니 건강상태를 높이고 약물 부작용 정,

도를 낮추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만성 질환아와 신증후.

.27**

-.23*

.18*

.27* .67 .41

.07

-.35** -.20*

.10

-.22*

.12*

Fit:χ2=2.83(p=.90) N=152 df=7 GFI=1.00 AGFI=.97 RMR=.011

*P<.05 **<.01

그림 수정모형과 경로계수< 4>

어머니 건강

아버지 건강

부부 친밀도

어머니 태도

경제 상태

약물 부작용 정도

지각된

사회적지지

어머니

부담감

어머니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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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태도보다는 환아의 건강상태

에 더 많은 촛점을 둔 것은 고려되어야 할 결과라 사려

된다.

가족원의 특성2.

외생변인들이 내생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보았을 때,

먼저 삶의 질에는 어머니 자신의 건강상태와 부부 친밀

도 아버지 건강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수준에서, ,

영향을 주었고 부담감에는 어머니 태도 어머니 건강상, ,

태 약물 부작용 정도였다 우선 가족원의 신체적 건강이, .

나쁠수록 가족원의 스트레스가 높으며양영희( , 1995)

환자를 돌보는 일은 가족원의 건강을 해치며황영빈( ,

건강상태가1990; Pruchno & Potashnik, 1989),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 (Palmore et al, 1972,

노유자 한윤복 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 1988; , 1990)

치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부부 친밀도가 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원만한 부부

관계가 가족관계에서 모든 일의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김수현 는 사실과 암환아 부모의 태도에 가장( , 1982)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관계였다전은영( ,

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만성1996) .

질환아의 발생으로 생기는 부부간의 갈등은 환아 관계와

관련된 많은 스트레스 뿐 아니라 불확실성에 의한 스트

레스도 겸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어머니 태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적

었으나 부담감을 통한 간접효과와 함께 총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와 가족원간의 친밀도.

가 좋으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결과(Fengler &

와 환자와 관계가 좋은 가족원은 돌봄Goodrich, 1979)

으로 인한 부담이 적고 만족하였다고 보고한 결과

(Barber, et al, 1990; Lawton et al., 1989;

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증후Scharlach, 1987) .

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담감을 줄이는 간

호전략으로 부부 친밀도와 어머니의 태도를 높이는 것

을 우선 중재로 제시할 수 있겠다 경제상태가 삶의 질.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삶의 질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경제상태가 중요한 예

측요인이라는 와 의 연구 결Edward Klemmack(1973)

과와 경제상태가 낮으면 만성질환자 가족원의 부담감이

높아진다 박명희 는 선행연구(Motenko, 1989; , 1993)

와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그 대상이 성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이며 성인 만성 질환자들의 대다,

수가 가정경제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장본인들임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결과라 여겨진다.

환아의 건강상태3.

환아의 건강상태인 약물 부작용 정도는 어머니의 부담

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환자의 건

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지한 가족원의 부담감이 더 높고

이영신과 서문자(Stoller & Pugliesi, 1989; ,1994),

환자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가족원의 부담이 더 크다

이관희 는 연구 결과와 일치됨을 알 수 있었다( , 1986) .

지각된 사회적 지지4.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나 부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만성질환자 가족들의 사회적 지지는 문제 해결방법을 모

색하고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여 부담감을 줄이고,

안녕 감이 증진된다는 연구의 결과김희순 박은( , 1988;

숙 등 서미혜와 오가실 정추자, 1998; , 1993; , 1992)

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스트.

레스에 관한 연구류정혁 에서 사회적 지지가 많( , 1990)

을수록 스트레스가 모두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와

는 일치된다 그리고 만성질환아 가족원의 사회적 지지.

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아지며김은진 삶의( , 1991),

질이 높아진다는 결과오가실 와는 일치됨을 나( , 1997)

타냈다 장기간의 만성질환자의 가족원이 친인척의 지지.

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증후군 환아 어

머니의 부담감에 직접 영향하는 주요변인은 지금까지 보

고된 사회적 지지의 영향보다 자녀간의 만족도와 어머니

의 건강상태 환아의 건강상태인 약물의 부작용의 정도,

가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사려된다.

이상의 연구결과 모형내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토대로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을 설명 예측하,

는 모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경로를 확

인할 수 있다 즉 부부 친밀도와 가족원의 건강 상태 지. ,

각된 사회적 지지가 많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며 자녀,

에 대한 어머니 태도와 어머니의 건강 상태 환아의 건,

강 상태약물 부작용 정도가 나쁘면 부담감이 높아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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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부모 자녀간의 만족도가 높으면 또 가족원의 건,

강 상태와 환아의 건강 상태약물부작용 정도가 좋아지( )

면 부담감이 낮아지고 부담감을 통하여 삶의 질은 높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삶의 질.

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건강 부부 친,

밀도 아버지 건강 지각된 사회적 지지이며 부담감에, , ,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 태도,

어머니의 건강 환아의 약물 부작용 정도 등이다 그러므, .

로 이와 같은 변인들은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

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군으로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예

방적 수준의 간호중재 지표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담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과 매개효과를

고려해 볼 때 부담감의 선행 변인인 어머니 태도와 환아

건강 상태인 약물 부작용 정도 어머니의 건강은 신증후,

군 환아를 돌보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 프로

그램을 통하여 자녀와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 건강과 환아 건강 상태의 인식 즉 약물 부작용,

정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은 증진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Ⅶ 결론 및 제언.

결론1.

본 연구는 소아 만성질환의 하나인 신증후군 환아 어

머니의 삶의 질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삶의 질,

관련 요인간의 영향을 고려한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을 설명 예측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의 부합도와 가설을

검정하는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매개 변인을 통한 삶의 질 지각

사이의 구체적인 경로와 그 영향력을 규명하여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

을 제공하고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제적인 간호중재 지침의 기반을 마련

하는 데에 있었다.

연구의 자료수집은 년 월 일부터 년1999 5 23 1999 8

월 일까지 연구자의 직접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으며25

총 개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가설적 모형 검증과 수152 .

정모형의 검증은 을 이용LISREL8.20 WIN Program

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형의 부합도를.

좋게 하면서 이론적 구조간의 의미 있는 해석을 유도할,

수 있는 간명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담감을 매개 변인으로 가정하고 예측

변인들이 매개변인과 결과변인인 삶의 질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인과적 구조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삶의 질은 가족원 건강상태 부부 친밀. ,

도 어머니 태도와 부담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등에 의, ,

해 많은 영향을 받았고 부담감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

태도 와 어머니의 건강상태 환아의 건강상태에 의해 영,

향을 많이 받았다.

결국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건강과 부부 친밀도이고

그 다음이 부담감 아버지의 건강 및 지각된 사회적 지,

지이며 이들 중 어머니의 건강 부부 친밀도 지각된 사, , ,

회적 지지는 부담감에 영향을 받는 경로임이 검증되어

모형 내에서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밝혔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부담감이란 사회 심리적인 매

개변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확인하였

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 태도 환아, ,

건강상태와 어머니 건강은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부담

감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예방적 수준의 간

호중재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가족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부부나 부모 자녀간의,

만족한 관계를 조성하며 신증후군 환아의 약물 부작용,

정도를 감소시키는 일 친인척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것은 간호사들이 중재할 수 있는 개념들로 지지프로그램

이나 자조그룹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직접,

면접상담 환아를 간호한 경험을 서로 나누므로 삶의 질,

증진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제언2.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가족원의 만족과 건강은 부담감을 통하여 삶의 질에1)

가장 큰 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족

원의 만족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지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등을 통한 교육 상담 등의 구체적인 간호중재,

의 개발이 요구된다.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대한 강력한 인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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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설명을 위하여 종단적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임상에서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를 위한 구체적인 간3)

호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 밝혀진 변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간호중재법을

개발하여 실험연구를 통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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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Quality of Life in Mothers of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 mother's burden,

social support

A Prediction Model for the Quality

of Life in Mothers of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

Paik, Seung-Nam*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and

test the model for the quality of life in mothers

of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e.

A hypothetical model wa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and a review of

literature. The conceptual framework was built

around ten constructs. Exogenous variables

included in this model were mother's health,

father's health, marital intimacy, mother's

attitude on children, economic state, side effect

of steroid, severity of illness and social support.

Endogenous variables were mother's burden and

quality of life.

Empirical data for testing the hypothetical

model were collected by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152 mothers of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 at the outpatient clinics and

in the hospital.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y, 1999 to August, 1999.

Reliability of the seven instruments was

tested with Cronbach's alpha which ranged from

0.71 - 0.92.

For the data analysis, SPSS 8.0 WIN program

and LISREL 8.20 WIN program were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The results of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were as follow :

1. The hypothetical model showed a good fit

with the empirical data.[x2 = .56, df = 3, p

= .90(p>.05 ), GFI = .99, AGFI = .99,

RMSR = .005.]

2. For the parsimony of model, a modified model

was constructed by deleting 1 variable and

excluding 2 paths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meaning.

3. The modified model also showed a good fit

with the data[x2 = 2.83, df = 7, p = .90(

p>.05 ), GFI = 1.00, AGFI = .97, RMSR =

.011].

The result of the testing of the hypothesis

were as follows :
* Kyung-Hee School of Nursi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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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ther's health( 21 = .26, t = 4.16),γ

father's health( 22 = .19, t = 2.92),γ

marital intimacy( 23 = .26, t = 4.13) andγ

social support( 28 = .12, t = 2.03) had aγ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2. Mother's burden( 21 = -.20, t = -3.10) hadβ

a significant negative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3. Mother's attitude on children( 14 = -.34, tγ

= .-4.57), mother's health( 11 = -.22, t =γ

-2.96) and side effect of steroid ( 16 =γ

-.23, t = .-2.69) had a significant direct

negative effect on the burde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mother's

health, marital intimacy, mother's burden,

father's health, a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Mother's attitude on children, mother's

health, and side effect of steroid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mother's burden.

These six variables, mother's health, marital

intimacy, father's health, social support,

mother's attitude on children and side effect of

steroid were identified as relatively importa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it needed to

determine the nursing intervention will alleviate

mother's burden and promote a greater quality

of life in mothers of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