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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대한 부부의사소통의 영향*19)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

이 인 정

(국립암센터)

[요 약]

암환자에게 부부적응은 심리적인 안녕 뿐만 아니라 치료경과 및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어 이들의 부부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 노력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암환자와 배우자의 커플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의 부부적응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기초자료가 

미비한 실정에서 부부관계의 지표로 부부적응에의 필수고려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부의사소통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암환자와 배우자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부부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자기효과),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상대방효과)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부부적응에 긍정적 부부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부정적 의사소통 유형인 요구-

철회의사소통에서 환자의 배우자에 대한 상대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에 대한 의사소통 교

육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

시하였다. 

주제어: 암환자 부부, 부부적응,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부부의사소통

1. 문제제기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로 그 진단만으로도 죽음의 공포와 생존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게 한

다(Jim and Jacobsen, 2008; 한인 ·이인정, 2010에서 재인용). 또한 암의 치료과정은 전신적인 부작

용, 신체적 기능 손상 또는 신체 일부 상실 등의 고통스런 경험이 수반되며(추연화·김경희, 2004; 김

*본 논문은 연구자의 2011년 2월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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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2009) 이는 무력감, 상실감(김민 , 2009), 우울(Rustoen and Begnum, 2000) 및 대인관계상의 

변화(Deimling, Kahana et al., 2002)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한인 ·이인정, 2010). 

이러한 심리사회적인 변화와 고통은 암환자의 가장 주요한 지지원이라 할 수 있는 배우자와의 관

계(이인숙, 2003)에도 향을 미쳐 부부관계의 안정성에 위기를 가하게 된다(Peteet and Greenberg, 

1995). 이에 대해 Glantz et al.(2009)이 뇌종양, 다발성골수종, 고형암환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유기

(partner abandonment)를 조사한 결과, 이혼 및 별거를 경험하는 환자의 비율이 11.5% 으며, 암의 

중증도로 인한 잦은 입원 등으로 배우자의 돌봄 부담이 높을 때 그러한 배우자 유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wonmbly(2001)는 암환자에게 많은 결혼관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

면서 암 발생 후 비교적 단기인 평균 13개월 내에 결혼관계가 종결됨을 밝히고 암환자의 부부적응 문

제의 심각성을 제시하 다.

이와 관련하여 Syse et al.(2008)은 배우자가 있는 암환자의 생존율이 7%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하

고, Yang and Schuler(2009)는 결혼관계에서의 디스트레스는 환자의 심리적 상태에만 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측면에 있어서 더딘 치료경과와 부정적인 치료결과를 예견한다고 하 다. 이

처럼 부부적응의 문제는 암환자에게 심리적인 안녕(Freidman, Baer et al., 1998; Segrin, Badger et 

al., 2007)뿐만 아니라 생존율에까지 향을 미치게 되므로(Kravdal, 2001) 암환자의 원활한 치료진행

과 생존율 증대를 위해서는 그들의 결혼 안정성 및 그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부적

응(Karney and Bradbury, 1995; Karney and Frye, 2002)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 노력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대해 해외 연구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서구에서 호발하는 유방암, 전립선암을 중심으로 암환

자의 부부 관계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시켜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암환자와 배우자가 투병과정

에서 성생활만족의 변화 및 관련 디스트레스를(Takahashi, Ohno et al., 2008)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

라 자녀 양육, 가사 분담 등의 가족 내 역할 변화로 인한 갈등과 치료비 마련 등의 경제적, 사회적 부

담을 공유하고 분담하게 되면서 부부관계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밝혀졌다

(Pelcovitz, Libov et al.,1998; Rourke, Stuber et al., 1999; Banou, Hobfoll et al., 2009). 또한 이들 연

구들은 부부적응에 대한 다각적 예측요인을 검토하여(Manne, Ostroff et al., 2006; Segrin, Badger et 

al., 2007)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관계를 강화하는 임상적 개입에의 노력을 활발히 기울이고 있다

(Bultz, Speca et al., 2000; Manne, Ostroff et al., 2005; Kalaitzi, Papadopoulos et al., 2007; Baucom, 

Porter et al., 2009).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 관계를 검토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암환자만

을 대상으로 삶의 질 및 적응에 있어 배우자의 향과 지지 정도를 다룬 연구가 소수 있으며(유양숙·

조옥희, 2001; 이인숙, 2003; 서연옥, 2007; 이윤수, 2007) 여성암환자의 배우자의 스트레스와 적응을 

조사한 연구가(김성효·이은숙, 2006) 일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렇듯 암환자의 심리적 안녕과 삶의 

질, 나아가 치료 경과 및 생존율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부부적응과 관련 요인을 검토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입의 토대를 제공할 자료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기초 자료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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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부부관계의 지표(이지은·윤호균, 2007)로서 일컬어질 정도로 의료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반 

부부군에서 가장 일관되고 강력한 부부적응에 대한 예측요인(Bodenmann, Kaiser et al., 1998; 

Ledermann, Bodenmann et al., 2010)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부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부부적응을 검토

하고자 한다. 부부의사소통은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대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인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어(Boehmer and Clark, 2001; Holmberg, Scott et al., 2001; Manne, Ostroff et 

al., 2006) 암환자 부부적응에 대한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기초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부 관계가 혈연중심의 직계가족 범위 내에서 애정적 

역할보다는 성역할에 토대를 두고 있고(최홍기, 2006, 이인정, 2009에서 재인용) 감정 표현을 절제하

는 가족문화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암환자의 부부 관계에 더욱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암환자와 배우자간 심리사회적 향 및 문제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 맺고 있어

(Manne, Ostroff et al., 2005; Manne, Ostroff et al., 2006; Carmack Taylor, Badr et al., 2008) 이들

의 이자 관계(dyadic relationship)에 대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를 고려

하지 않고 암환자와 배우자 각각을 조사하거나 쌍으로 표본을 표집 했을지라도 기존의 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으로 분석하여 커플 자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부부적응의 상호의존성에 부합하도록 암환자와 배우자를 커플 자료로 표집 및 분석하여 암

환자와 배우자가 각각 자신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향(자기효과)과 상대방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향

(상대방효과)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

만성적인 긴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부관계는 스트레스의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직접적

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기여하며 장기간의 사회적 지지원으로 작용하게 된다(김분한, 이희  등, 

2001). 암환자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부부적응을 고찰하는 것은 그들의 가족의 안정성과 더불어 개인

적 안녕 및 지속적인 지지체계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암환자의 배우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일차적 지지원으로서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간병과 지지를 제공해야 

하는 역할 부담, 치료 방법 결정 등 대한 동의 등 여러 책임과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등(이인정, 

2009) 암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향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암환자의 배우자는 환자의 발병으로 

인해 생활 전반의 광범위한 변화와 일상생활 양식의 변화, 가사에 대한 부담, 자녀 양육에 대한 염려, 

부부관계 변화(Badr, Acitelli et al., 2008), 직장 유지와 간병의 부담 등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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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tch and Allard 2007; 이인정, 2009에서 재인용; Sherman, Kasparian et al., 2009; Bultz, Speca 

et al., 2000). 이로 인해 암환자보다도 그 배우자가 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가 있을 정도

로(Hagedoorn, Buunk et al., 2000) 암환자의 배우자들은 수면장애, 섭식장애를 겪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된다(Butler, Field et al. 2005; Sherman, Kasparian et al. 2009). 그로 인해 암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배우자는 환자와의 친 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Sandham and Hartcourt, 

2007) 나아가 결혼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Manne, Alfieri et al., 1999).  

이는 다시 암환자의 디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적응 및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향을 

미치게 된다(Nissim, Regehr et al., 2008; 이 선, 2009). Manne et al.(2005)은 배우자의 디스트레스

는 유방암환자의 디스트레스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환자의 삶의 질에도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또한, Carmack Taylor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폐암환자 배우자의 36.4%가 심리적 디스트레

스를 겪고 있으며, 나아가 환자의 적응에도 배우자의 디스트레스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연구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와 관계 만족감 등이 환자의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는 보고(정재원, 황은경 등, 2009)가 이루어지고 있어 암환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과 삶

의 질 증진을 위해서 암환자만을 고려하거나 그들의 배우자만을 단독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암환

자와 배우자를 유기적인 한 단위로 고려하여 그들의 부부적응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의사소통 

부부의사소통은 부부적응을 이해하는 핵심 변수로, 많은 연구에서 부부의사소통은 부부적응의 강력

한 예측요인으로 일관되게 입증되어 왔다(Bodenmann, Kaiser et al. 1998). 이는 암환자와 배우자에게

도 적용되는데, 암을 직면한 부부는 암과 관련된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고 실제적인 암과 관련된 배우

자와의 스트레스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그들이 직면한 암이라는 충격에 대해 어느 정도 양적이고 질

적인 대화를 나누느냐는 것은 결혼관계의 질에 향을 미치고 부부 모두가 암에 적응하는데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Manne et al., 2006). 

암과 관련된 문제와 걱정에 대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환자와 배우자 둘 다의 암에 대한 적응에 중

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인식되고는 있지만 실증적인 검토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소수의 연구

가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이들 연구에서도 암환자 부부의 의사소통을 유형화하는데 그

치고 있다. Boehmer and Clark(2001)은 전립선암환자와 부부가 전립선암이 자신들의 삶에 미치는 

향에 대해 거의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특히, 정서, 걱정, 두려움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oehmer and Clark 2001). Pistrang et al.(1997)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환자를 도우려는 건강한 배우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사소통을 평가하 는데 그러한 

의사소통에서 공감의 부족, 주제 바꾸기, 환자를 낙관적으로 변화시키기 등의 양상이 나타났으며 그러

한 의사소통은 환자의 정서적 안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또한 Manne et 

al.(1999)은 종단연구를 통해 암환자와 배우자가 상대로부터 받는 걱정과 갈등에 대한 보호의 노력에 

대해 조사하 고, 보호적이고 방어적인 대화를 나누는 여성암 환자는 3개월 이후 보다 높은 디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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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Hagedoorn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보호적이고 방어적

인 대화를 하는 환자는 더 낮은 결혼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암환자

와 배우자의 적응을 위해서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

인 부부관계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높고 회피적인 의사소통이 낮은 경우 부부적응과 정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Bodenmann, Kaiser et al. 1998; Ledermann, 

Bodenmann et al. 2010).

의료적으로 질병이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되어온 의사소통의 건설적 유형과 요구철회 의사소

통과 회피적 의사소통의 부정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암환자 부부의 적응을 검토한 연구가 Manne 

et al.(2006)에 의해 유방암 환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는 유방암이라는 스트레

스 원을 경험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상호회피적 의사소통, 요구-철회의사소

통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부부적응과의 관계를 검토하 다. 이 연구에서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은 암

관련 디스트레스가 낮았으며 보다 높은 결혼관계만족도와 관련 있었다. 요구-철회 의사소통은 더 높

은 디스트레스와 낮은 관계만족도와 상관관계 있었다. 배우자의 디스트레스는 환자의 상호건설적 의

사소통과 상호회피 의사소통과 관련 있었으며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는 환자가 인지하는 상호건설적 의

사소통과 요구-회피의사소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암환자와 배우

자 각각을 분석단위로 조사하여 쌍방간의 상호의존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에서의 의사소통을 고려하지 

못하 고 유방암환자에 국한하 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있어서 부부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

탕으로 Christensen과 Sullaway(1984)가 제안한 부부의사소통유형에 따라 긍정적인 의사소통인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mutual constructive communication)과 두 가지의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인 상호회피

(mutual avoidance of communication), 요구-철회의사소통(demand-withdraw communication)으로 

암환자와 배우자의 의사소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역동적인 관점에서 부부의

사소통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부부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중요한 예측요인이며(Ledermann, Bodenmann et al., 2010), 

암환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이들 변수간의 향 관계(Manne et al., 

2010)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주요 설명요인인 부부의사소통

이 부부적응에 향을 미칠 때 나타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부부의사

소통은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요구-철회의사소통, 상호회피의사소통으로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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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와 배우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 다. 표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부 중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있는 커플로, 결혼관계 및 사실혼 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으

로 하며, 2) 만 18세 이상으로, 3) 한글 해독이 가능하고 4) 정신 병력이 없으며, 5)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배우자가 현재 의료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암 진단을 받은 바 없고 만성적인 질병을 가

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6) 본 연구의 의도를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람으로 하 다.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만성적인 질병, 의료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 는데 

이는 자신의 암 진단 경험, 만성적 질병, 의료적 장애 등은 또 다른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연구 표

본간의 동질성이 확보하는데 장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 기 때문이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금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본 조사는 2010년 8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절차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연구 윤리 심의(심의번호: NCCNCS-10-358)를 

통해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한 후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에 입원한 암환자 또는 외래를 이용하는 암환자

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간호사를 통해 암환자의 배우자 여부를 파악하고, 확인된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병실과 외래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수집하 다. 입원환자의 배우자 중 직업이 있어 병원 방문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9

시 이후의 저녁 시간을 이용하거나 주말에 질문지를 수집하 다. 설문지는 환자용 설문지와 배우자용 

설문지를 별도로 제작하 으며 이를 환자와 배우자가 각자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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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의 응답을 보지 못하도록 하여 객관적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조사과정에서 설문지는 총 182쌍에게 배포되었으며 이 중 162쌍의 설문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89.01%로 미 회수된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는 응답하 으나 환자가 응답을 포기하거나 거부한 경우

가 14쌍으로 주로 ‘환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설문이 불가능하다’고 하 다. 또, 환자가 응답하 으

나 배우자가 응답을 포기한 경우는 6쌍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 다. 회수된 324부 중 환자 또는 배우자 중 1명이라도 무응답이 많은 2쌍의 설문지 4부를 제

외하고 총 320부(160쌍)를 분석하 다. 

3) 변수와 측정도구

(1) 부부의사소통

환자 부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Christensen과 Sullaway(1984)가 개발한 의사소통유형질문

지(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CPQ)를 이정은·이 호(2000)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 다. Manne et al.(2006)이 암환자 부부를 대상한 연구에서 사용한 바 있는 본 척도는 총 3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의사소통의 세 단계(문제가 발생하 을 때, 일어난 문제에 대해 이

야기하는 동안, 그리고 일어난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난 뒤)동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묘사

하고 있다. 척도의 각 문항은 9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8=아주 그렇다)상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인 상호건설적 의사소통(mutual constructive communication)과 요

구-철회의사소통(demand-withdraw communication), 상호회피(mutual avoidance of communication)

의  두 가지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으로 하위 요인이 구성되어 있다.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은 5개 문항

으로 문제에 대한 상호 논의, 감정의 표현, 관점의 이해, 문제가 해결된 감정 등으로 구성되며, 요구-

철회의사소통은 6문항으로 환자가 배우자게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요구하면 배우자가 철회하거나, 

문제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지만 배우자가 철회하는 것으로 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된다. 상호철회의사

소통은 2문항으로 대화에 대해 부부 모두가 의사소통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이 환자의 경우 .81, 배우자의 경우 .79이었으며, 요구-철회의사소통은 

환자의 경우 .89, 배우자의 경우 .85이었고, 상호회피 의사소통은 환자의 경우 .60, 배우자의 경우 .48이

었다. 상호회피의사소통의 경우 내적 일치도가 매우 낮아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적 일치도를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부부적응 

부부적응은 암환자와 배우자가 인지하는 부부적응으로 최성일(2004)이 번안한 개정판 부부적응 척

도(the Revised Dyadic Adjustment Scale; RDAS)를 수정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 척도는 결혼생활 

평가 도구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홍미기, 2008)인 Spanier(1976)의 부부적응척

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의 일부 하위 척도들과 개별 항목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186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 2 호

변수 척도 문항수 응답범주 신뢰도(α)

부부의사소통 의사소통유형질문지(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CPQ)

- Christensen과

Sullaway(1984) 개발

   

상호건설  의사소통 6 0-8 P:.81, S:.79

요구-철회 의사소통 6 0-8 P:.89, S:.85

상호회피 의사소통 2 0-8 P:.60, S:.48

부부 응
개정  부부 응 척도(the Revised 

Dyadic Adjustment Scale; RDAS)

Busby(1995) 개정.

   

부부일치도  6 0-5 P:.81, S:.83

결혼만족도  4 0-5 P:.87, S:.86

부부응집도  4 0-5 P:.87, S:.88

Busby(1995)가 개정한 척도이다. 

RDAS는 총 14문항으로 문항에 따라 0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RDAS는 부부일치도

(Dyadic Consensus), 결혼만족도(Dyadic Satisfaction), 부부응집도(Dyadic Cohesion)의 3개의 하위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은 6문항, 4문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타당화를 검토한 최성

일(2004)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전체척도는 .94 으며 각 하위척도의 경우는 일치도는 

.91, 만족도는 .88, 응집도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에 대해 환자 .89, 배우자 .88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인 부부일치도에 대해서는 환자 .81, 배우자 .83 결혼만족도에 대해서는 환자 

.87, 배우자 .86 부부응집도에 대해서 환자 .87, 배우자 .88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도구

*P: 환자, S: 배우자

4) 분석방법

연구 문제의 해결 및 가설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척도

에 대한 신뢰도 분석으로 Cronbach’s α를 시행하 고 연구대상인 암환자와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 질병관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모델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결측치와 이

상치 점검을 하 고 구조방정식의 기본 가정인 정규성을 만족시키는지 파악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 다. 이를 위해 SPSS 12.0을 이용하 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가 암환자와 배우자의 커플자료

(dyadic data)로, 이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향을 고려하여 각 변인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파

악하기 위하여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APIM)을 구성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

증하 다. 이를 위해 AMOS 5.0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인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APIM)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

부부는 만나기 이전부터 나이,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할 가능성이 크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부부는 공통 운명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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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부부라는 이자관계(dyadic relationship)에서 있어서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검토하게 된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한 쪽의 반응에 따라 다른 상대방이 대응하며(김향련·고재흥, 2007) 자신의 부부적응 

등에 자신의 특성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미치는 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부관

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경우, 부부 각자의 개별 특징 보다는 부부간의 커플수준(dyadic level)

의 변인에 대해 관심의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Kenny et al., 2006). 또한 장시간 상호

작용이 많게 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이들의 자료가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자료가 부부의 커플단위로 수집 및 분석되어야 1종 오류를 감소시키고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커플자료를 독립적인 자료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생기는 제1종 오류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된 분석 모형이 Kenny(1996)의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이하 APIM)이

다. APIM에서는 커플을 분석단위로 선택하지만 결국 내재된 두 개의 개인자료를 분석하고 한 개인의 

독립변수가 자신의 종속변수에도 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종속변수에도 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APIM에서 자신의 심리적 측면이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자기효과(actor 

effect)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를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라고 한다. 

APIM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중다회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다층모형 등이 활용

될 수 있다. 특히 구분 가능한 커플(distinguishable dyad)일 경우, 구조방정식모형 방법은 APIM을 

추정하기 위한 가장 간명성을 갖춘 접근법으로 추천된다(Kenny et al., 2006). 구조방정식모형의 가장 

큰 이점은 모형 내에서 구해진 추정치들의 크기를 통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Cook and Kenny, 2005; 서정선․신희천, 2007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부부자료의 비독립적 성질을 고려하여 암환자와 그 배우자의 부부의사소통, 부부적응과

의 관계에 대해 부부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고자 APIM을 구

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 다. 이러한 구조모형 검정과정에서, 커플자료 분석의 경우, 커플 내 

구성간의 특성이 달라 커플 내 성원간의 구분이 가능한 구분가능 커플(distinguishable dyads)과 동성 

부부, 룸메이트 등과 같이 성원간 구분이 되지 않는 구분불가능 커플(indistinguishable dyads) 자료가 

있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에 따른 모형 분석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Kenny and Ledermann, 2010)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적응간의 APIM의 모형적합도 추정한 후, 자기

효과,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모두 등가 제약한 후 모형간의 카이제곱차이검증을 실시하 고 본 연구의 

자료가 구분가능 커플로 밝혀져 그에 따른 분석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APIM에서 얻어진 표준화

된 계수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인들이 두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해야 한다고 권고(Kenny et al., 2006)에 따라 본 연구는 APIM의 추정치를 구하기 전 각 변인

들의 점수를 사전에 환자와 배우자 둘 다에 걸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Z점수로 환산하고 이 

표준화된 점수로 효과를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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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환자 배우자

구분
환자 배우자

빈도(명)백분율(%)빈도(명)백분율(%) 빈도(명)백분율(%)빈도(명)백분율(%)

성별 남 95 59.4 65 40.6 교육

수

무학 2 1.3 5 3.1

여 65 40.6 95 59.4 졸 9 5.6 8 5.0

연령 20세~29세 0 0 1 .6 졸 16 10.0 24 15.0

고졸 76 47.5 66 41.330세~39세 11 6.9 10 6.3
졸이상 57 35.6 57 35.640세~49세 52 32.5 51 32.5

종교 기독교 56 35.0 49 30.6
50세~59세 48 30.0 57 35.6

불교 40 25.0 37 23.1
60세~69세 42 26.3 34 21.3

천주교 28 17.5 27 16.9
70세~80세 7 4.4 6 3.8 없음 32 20.0 43 26.9
평균(SD) 53.30(9.90) 52.60(9.64) 기타 4 2.5 4 2.5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결혼

기간

5년 미만 3 1.9

가구

월

수입

100만원 미만 31 19.4
5~10년 미만 6 3.8

10~20년 미만 32 20.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7 10.6

20~30년 미만 49 30.6

30~40년 미만 44 27.5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8 18.1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암환자와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환자는 남성이 95명(59.4)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이는 우리나라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에 있어서 남녀 비율과 유사한 분포이다. 환자

의 연령 분포는 33세에서 78세까지로 평균연령은 53.45세 다. 교육수준은 환자의 경우 무학이 2명

(1.3%), 초등학교 졸업이 9명(5.6%), 중학교 졸업이 16명(10.0%), 고등학교 졸업이 76명(47.5%), 대

학교 졸업이상이 57명(35.6%)이었다. 배우자는 무학이 5명(3.1%), 초등학교 졸업이 8명(5.0%), 중학

교 졸업이 24명(15.0%), 고등학교 졸업이 66명(41.3%), 대학교 졸업이상이 57명(35.6%)이었다. 

<표 2>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2) 연구대상자의 부부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부부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기간은 최소 4년에서 최대 58년으로 평균은 26.73(표

준편차: 11.22년)이었다. 자녀수는 2명이 94쌍(60.0)로 가장 많아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가구의 월 소

득은 평균 284.76만원(표준편차: 230.40)이었다. 

<표 3>  연구 상자의 부부 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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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22 13.8

결측값 4 2.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7 17.5

평균(SD) 26.73(11.22)

자녀

수

0명 3 1.9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1 13.1

1명 13 8.1

2명 94 60.0
500만원 이상 26 16.3

3명 35 22.0

4명 9 5.7
결측값 8 5.0

5명 3 1.9

결측값 2 1.3 평균(SD) 284.76(230.40)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암종

간암 16 10.0
일상생활

수행기능

(ECOG)

정상활동가능(0) 41 25.6

장암 17 10.6 약간 증상 있으나 거동가능(1) 79 49.4

암 23 14.4 낮시간 50%미만 워지냄(2) 28 17.5

유방암 31 19.4 낮시간 50%이상 워지냄(3) 11 6.9

자궁암 9 5.6 완 히 워지냄(4) 1 .6

립선암 2 1.3

투병기간

3개월 미만 45 28.1

3~6개월 미만 46 28.8폐암 34 21.3
6~12개월 미만 21 13.1액종양 11 6.9
12~24개월 미만 16 10.0기타암 17 10.6
24개월 이상 28 18.7

병기

0기 4 2.5
결측치 2 1.31기 23 14.4

평균(SD) 19.46(34.99)    2기 24 15.0

이용형태 입원 45 28.13기 52 32.5
외래 115 71.94기 55 34.4

보 유형 건강보험 122 76.3
결측치 2 1.3 의료 여 38 23.8

3) 연구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인 암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먼저, 암종은 폐암환자가 34명

(21.3%)으로 가장 많았고, 암의 진행 정도인 병기는 4기가 55명(34.4%)로 가장 많았으며, 일상생활수

행기능 정도는 약간 증상 있으나 거동 가능한 상태가 73명(25.6%)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응답자의 

71.9%가 외래환자로 외래로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거동의 거의 가능한 경우가 많아 외래 환자

의 비율만큼 일상 생활거동이 가능한 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투병기간의 분

포는 1개월에서 최대 216개월로 평균 투병기간은 19.46개월(표준편차: 34.99)이었다. 보험유형은 건강

보험인 환자가 122명(76.1%)이었다. 

<표 4>  연구 상자의 질병 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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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변수의 특성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인 부부의사소통, 부부적응에 대하여 다중공선성을 점검하 으며, 결

측치와 정규성을 점검하 다. 다중공선성의 진단 지표가 될 수 있는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본 결과 VIF

는 모두가 10이하로 설명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

해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조사하 으며 각 변수의 왜도가 절대값 3을, 그리고 첨도의 경우 절대값 

10을 넘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배병렬, 2009). 이렇듯 본 연구에서의 주요변수들은 결측치에 있어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변

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측치를 고려한 추정방법인 FIML을 사용하

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한 APIM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부부의사소통, 부부적응이다. 주요 변수에 대한 응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환자군, 배우자군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 살펴보았다.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는 다

음 <표 5>와 같다. 

<표 5>  주요변수의 자료특성과 분포특성

변수
환자 배우자

t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1. 부부의사소통

1) 상호건설  의사소통 4.66 1.79 0 8 4.24 1.65 0 8 3.012**

상호건설  의사소통1 4.95 2.21 0 8 4.67 2.09 0 8 1.577

상호건설  의사소통2 3.94 2.40 0 8 3.55 2.28 0 8 2.077
*

상호건설  의사소통3 4.99 2.11 0 8 4.53 2.09 0 8 2.537*

2)요구-철회 의사소통 1.53 1.616 0 8 1.78 1.533 0 8 -2.035*

요구-철회 의사소통1 1.67 1.792 0 8 1.97 1.632 0 8 -2.043*

요구-철회 의사소통2 1.20 1.587 0 8 1.36 1.658 0 8 -1.252

3) 상호회피 의사소통 1.89 1.76 0 8 2.22 1.751 0 8 -2.327*

상호회피 의사소통1 2.43 2.300 0 8 2.66 2.211 0 8 -1.098

상호회피 의사소통2 1.34 1.856 0 8 1.79 2.110 0 8 -2.474
*

2. 부부 응 3.43 .784 0 5 3.31 .762 0 5 -2.093*

부부일치도 3.54 .820 0 5 3.44 .882 0 5 1.481

결혼만족감 3.78 .921 0 5 3.68 .955 0 5 1.139

부부응집도 2.73 1.276 0 5 2.55 1.145 0 5 2.059*

 *P<.05, 전체 160쌍(320명), 환자 N=160, 배우자 N=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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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행렬은 <표 6>과 같다. 전체 변수들에서 .85이상의 상관관

계는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주요변수의 상 계 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2 .471** 1

3 .554** .380** 1

4 .414** .221** .337** 1

5 .214** .268** .297** .343** 1

6 .394** .348** .451** .548** .367** 1

7 -.216** .139** -.251**-.295** -.028 -.209* 1

8 -.214** .121 -.239**-.255** -.025 -.201** .670** 1

9 -.175* .109 -.150 -.136 .157* -.051 .448** .405** 1

10 -.176* .058 -.332** -.174* .068 -.108 .445** .523** .630** 1

11 -.296** -.006 -.381**-.247** -.061 -.232** .438** .394** .263** .292** 1

12 -.259** .048 -.222**-.236** .015 -.221** .549** .577** .323** .315** .440** 1

13 -.063 .136 -.057 -.258** -.022 -.104 .343** .204** .337** .216** .341** .306** 1

14 -.282** -.046 -.046 -.333** -.115 -.139 .338** .327** .517** .421** .280** .333** .314** 1

15 .356** .160* .160* .287** .077 .316** -.300**-.280** -.088 -.099 -.388**-.367** -.050 -.090 1

16 .264** .065 .065 .237** -.073 .217** -.392**-.343**-.347**-.211**-.410**-.361** -.166* -.248** .563** 1

17 .353** .246** .246** .291** .147 .296** -.334** .214** -.159* -.092 -.422** -.174* -.201* -.164* .516** .418** 1

18 .364** .200* .200* .385** .108 .380** -.286**-.239**-.301**-.205**-.341**-.320**-.324**-.339** .520** .265** .333** 1

19 .249** -.043 -.043 .232** .029 .212** -.304**-.330**-.359**-.304**-.285**-.281**-.233**-.285** .297** .322** .181** .433** 1

20 .341** .192* .192* .391** .160* .392** -.273** -.175* -.185* -.125 -.381** -.171* -.242**-.248** .375** .275** .601** .516** .27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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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환자 상호건설적의사소통1, 2.환자 상호건설적의사소통2, 3.환자 상호건설적의사소통3, 4.배우자 상호건설적
의사소통1, 5.배우자 상호건설적의사소통2, 6.배우자 상호건설적의사소통3, 7.환자 요구-철회의사소통1, 8.환자 
요구-철회의사소통2, 9.배우자 요구-철회의사소통1, 10.배우자 요구-철회의사소통2, 11.환자 상호회피의사소통
1, 12. 환자 상호회피의사소통2, 13. 배우자 상호회피의사소통1, 14. 배우자 상호회피의사소통2, 15.환자 부부일
치도, 16.환자 결혼만족도, 17. 환자 부부응집도, 18. 배우자 부부일치도, 19.배우자 결혼만족도, 20. 배우자 부
부응집도.

4) 연구모형의 분석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의 절차를 따라 APIM을 분석하 다. 먼저,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

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모형 각각에 대하여 잠재변수를 포함한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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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요구-철회 의사소통, 상호회피 의사소통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부

부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각 유형에 따르는 부부적응에 대한 연구 모형을 3가

지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이들 연구모형에 대한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호건설적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를 검증한 측정모형의 검증결과는 <표 7>과 같다.

χ2(48)=106.653, P=.000, TLI=.836, CFI=.889, RMSEA=.088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

지 못했다. 

<표 7>  상호건설  의사소통과 부부 응에 한 측정모형 검증결과

잠재변수 경로
비표 화

회귀계수

표 화

회귀계수

표

오차
Z

환자 

상호건설  의사소통

→환자 상호건설  의사소통1 .995 .757 .129 7.695***

→환자 상호건설  의사소통2 .730 .539 .124 5.888***

→환자 상호건설  의사소통3 1.000 .748 - -

배우자 

상호건설  의사소통

→배우자 상호건설  의사소통1 .917 .710 .126 7.290***

→배우자 상호건설  의사소통2 .623 .454 .125 4.998***

→배우자 상호건설  의사소통3 1.000 .782 - -

환자 

부부 응

→환자 부부일치도 1.000 .807 - -

→환자 결혼만족감 .607 .631 .084 7.210***

→환자 부부응집도 .526 .683 .068 7.747***

배우자 

부부 응

→배우자 부부일치도 1.000 .749 - -

→배우자 결혼만족감 .487 .484 .092 5.342***

→배우자 부부응집도 .572 .700 .077 7.400***

χ2(48)=106.653, P=.000, TLI=.836, CFI=.899, RMSEA=.088

***P<.001

부부적응에 대한 요구-철회 의사소통의 향을 검증하는 연구 모형의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이 χ2(24)=37.468, P=.039, TLI=.946, CFI=.976 RMSEA=.056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모형

이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8>  요구-철회 의사소통과 부부 응에 한 측정모형 검증결과

잠재변수 경로
비표 화

회귀계수

표 화

회귀계수

표

오차
Z

환자 요구-철회 의사소통
→환자 요구-철회 의사소통1 .665 .913 .102 6.554***

→환자 요구-철회 의사소통2 1.000 .726 - -

배우자 요구-철회 의사소통
→배우자 요구-철회 의사소통1 .974 .879 .174 5.601

***

→배우자 요구-철회 의사소통2 1.000 .722 - -

환자 부부 응
→환자 부부일치도 1.000 .784 - -
→환자 결혼만족감 .712 .913 .099 7.212***

→환자 부부응집도 .461 .598 .068 6.780***

배우자 부부 응
→배우자 부부일치도 1.000 .751 - -
→배우자 결혼만족감 .586 .584 .104 5.625***

→배우자 부부응집도 .468 .584 .079 5.951***

χ2(48)=106.653, P=.000, TLI=.946, CFI=.976, RMSEA=.05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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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적응에 대한 상호회피 의사소통의 향을 검증하는 연구 모형의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9>와 같이 χ2(24)=38.797, P=.029, TLI=.926, CFI=.968, RMSEA=.062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모형

이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9>  상호회피 의사소통과 부부 응에 한 측정모형 검증결과

잠재변수 경로
비표 화

회귀계수

표 화

회귀계수

표

오차
Z

환자 상호회피 의사소통
→환자 상호회피의사소통1 1.000 .712 - -

→환자 상호회피의사소통2 .869 .619 .151 5.770***

배우자 상호회피 의사소통
→배우자 상호회피의사소통1 1.000 .571 - -

→배우자 상호회피의사소통2 .957 .546 .218 4.380***

환자 부부 응

→환자 부부일치도 1.000 .822 - -

→환자 결혼만족감 .654 .704 .086 7.607***

→환자 부부응집도 .422 .579 .061 6.926***

배우자 부부 응

→배우자 부부일치도 1.000 .782 - -

→배우자 결혼만족감 .526 .549 .091 5.771***

→배우자 부부응집도 .443 .585 .069 6.424***

χ2(24)=38.797, P=.029, TLI=.926, CFI=.968, RMSEA=.062

***P<.001

(2) 구조모형 분석

상호건설적 의사소통과 부부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적합도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χ2(42)=51.490, P=.150이었으며, TLI=.970, CFI=.984, RMSEA= .038으로 모형

이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의 부부적

응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0>와 같이 환자와 배우자 각각 자신의 부부적응에 대한 자

기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부부 응에 한 상호건설  의사소통의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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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부부 응에 한 상호건설  의사소통의 자기효과와 상 방 효과 분석결과

 경로
비표 화

회귀계수

표 화

회귀계수

표

오차
Z

자기

효과

환자 상호건설 의사소통   → 환자 부부 응 1.459 .541 .427 3.415***

배우자 상호건설 의사소통 → 배우자 부부 응 1.333 .485 .439 3.035**

상 방

효과

환자 상호건설 의사소통   → 배우자 부부 응 .617 .242 .388 1.590

배우자 상호건설 의사소통 → 환자 부부 응 .299 .103 .436 .686

 χ2(42)=51.490, P=.150, TLI=.970, CFI=.984, RMSEA=.038

**P<.01, ***P<.001

요구-철회 의사소통과 부부적응과의 관계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 <표 11>과 같다. 부부적

응에 대한 환자의 요구-철회의사소통의 자기효과가 유의미하 으며, 그 외 다른 효과들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구-철회 의사소통과 부부적응과의 관계를 구성한 모형은 χ2
(24)=37.468, P=.039이었으나, 

TLI=.946, CFI=.976, RMSEA=.059로 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자와 배우자 각각의 요구-철회 의사소통은 자신의 부부적응에 

부적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효과에 있어서 환자의 요구-철회 의사소통

이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향은 부적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배

우자의 요구-철회 의사소통이 환자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  부부 응에 한 요구-철회 의사소통의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 검증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대한 부부의사소통의 향  195

<표 11>  부부 응에 한 요구-철회 의사소통의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 분석 결과

 경로
비표 화

회귀계수

표 화

회귀계수

표

오차
Z

자기

효과

환자 요구-철회의사소통   → 환자 부부 응 -.308 -.613 .076 -4.072***

배우자 요구-철회의사소통 → 배우자 부부 응 -.227 -.298 .113 -2.006*

상 방

효과

환자 요구-철회의사소통   → 배우자 부부 응 -.138 -.302 .067 -2.058*

배우자 요구-철회의사소통 → 환자 부부 응 .105 .125 .121 .869

 χ2(24)=37.468, P=0.39, TLI=.946, CFI=.976, RMSEA=.056

*P<.05, ***P<.001

이 결과에서 환자의 요구-철회 의사소통의 상대방 효과가 유의하여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요구-철

회 의사소통이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와 배우자의 요구-철회 의사소통이 자신의 부

부적응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추가로 검증하 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부부

적응에 대한 효과의 등가모형을 구성하여 기본 모형과의 χ2차이검증을 통해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기본모형과 Δχ2=.285로 Δdf=1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2). 즉, 이는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대

해 환자의 요구-철회 의사소통이 미치는 향(상대방 효과)과 배우자 자신의 요구-철회의사소통이 미

치는 향(자기효과)의 효과 크기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12>  배우자의 부부 응에 한 요구-철회의사소통의 등가제약 모형분석 결과

구분 χ2
df P TLI CFI RMSEA Δχ2

 (Δdf)

요구-철회의사소통과 부부 응

기본모형(N=160 )
37.468 24 .039 .946 .976 .059 -

배우자의 부부 응에 한 

효과의 등가모형
37.753 25 .049 .951 .978 .057 .285(1)

상호회피 의사소통과 부부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χ2(24)=38.797, 

P=.029이었으며, TLI=.926, CFI=.968, RMSEA=.062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상호회피의사소통의 자기효과는 환자, 배우자 각자의 부부적응과 모두 부적 관계를 보 으나 환자

의 자기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으며, 배우자의 자기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대방효과에 

있어서는 환자의 상호회피의사소통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부적상관관계를 보 으나 유의미하지 않

았으며, 반대로, 배우자의 상호회피의사소통은 환자의 부부적응 정적 관계를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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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부 응에 한 상호회피 의사소통의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 검증

<표 13>  부부 응에 한 상호회피 의사소통의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 분석 결과

 경로
비표 화

회귀계수

표 화

회귀계수

표

오차
Z

자기

효과

환자 상호회피의사소통   → 환자 부부 응 -6.493 -1.273 2.992 -2.170*

배우자 상호회피의사소통 → 배우자 부부 응 -3.844 -.628 2.348 -1.637

상 방

효과

환자 상호회피의사소통   → 배우자 부부 응 -.962 -.196 1.658 -.580

배우자 상호회피의사소통 → 환자 부부 응 4.344 .683 3.765 1.154

 χ
2(24)=38.797, P=.029, TLI=.926, CFI=.968, RMSEA=.062

*P<.05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암환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커

플자료 분석 모형인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이하 APIM)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 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부부적응에 대해 먼저, 자신의 의사소통이 자신의 부부적응에 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의 측면을 살펴보면,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은 환자와 배우자 모두 자신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철회 의사소통은 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대해 환자

와 배우자 모두 요구-철회 의사소통이 부적 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회피 의사소통은 환자에게서만 자기효과가 유의한 부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자의 부부의사소통이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향 및 배우자의 부부의사소통이 환자

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향인 상대방 효과에 대해 검증한 결과 요구-철회 의사소통에서 환자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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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부적응에 대한 상대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상대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요구-철회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환자의 상대방효과에 대해 등가제약 모형을 통

해 환자의 상대방 효과와 배우자의 자기효과를 비교한 결과 기본 모형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아 이 두 효과간 유의한 크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환자의 요

구-철회 의사소통이 배우자 자신의 향만큼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며 배우자의 부부적응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적 임상 개입 및 교육 등이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함께 하도

록 그 대상적인 측면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대한 환

자의 부정적 의사소통이 향을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배우자의 부부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충분히 배우자와 공유하고, 자신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 상호간의 이야

기를 나누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문제가 해결된 감정을 갖도록 

하는 것(Manne et al., 2010)이 중요한 것이라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상대방효과 검증에 있어 배우자의 의사소통이 환자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상대방 효과는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의 의사소통이 환자의 적응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 결과들(Holmberg, et al., 2001; Manne et al., 2006)과는 다른 결과이었다. 이는 암환자 배우자

의 의사소통의 역할에 대해 조사한 Kershaw et al.(2008)의 연구에서 환자보다는 배우자가 이러한 부

부간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 더 많은 혜택(benefit)을 받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에서 이에 대한 설

명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들 연구에서 배우자는 환자와의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더 많이 나눌

수록 절망감이 감소하는 반면, 환자의 경우 배우자와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이들의 절망감을 감소시

키지 못했다. 이처럼 배우자는 환자와의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을 통해 부부적응에 긍정적 향을 받게 

되나 환자는 배우자와의 상호건설적 의사소통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더욱 큰 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암환자의 부부적응에 대한 배우자의 상대방 효과가 지지되지는 않았으나 연구

의 3개의 APIM 모두에서 환자와 배우자 각각의 부부의사소통 변인과 환자와 배우자 각각 부부적응 

변인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전제한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다시 한 번 확

인해주는 결과로 암환자 부부에 대한 고려시 이들 부부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향에 대한 검토가 필

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 방법으로 채택한 APIM이 부부 연구에서 

적절한 분석방법으로 제안되어질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의 부부적응을 위해서는 개입 대상을 환자 또는 배우자 단독으로 구성하는 것

이 아니라 환자와 배우자를 개인별이 아닌, 부부단위로 개입할 필요성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라 하겠

다. 기존의 심리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대부분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도 확대하

여 배우자가 환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배우자 또한 부부적응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적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실천에 제공할 수 있는 또다른 함의는 부정적 의사소통 유형인 요구

-철회의사소통을 암환자가 사용할 경우,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부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의사소통 관련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Manne et al.(2006)의 유방암 환



198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 2 호

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유방암이라는 스트레스원을 경험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

식을 조사하여 건설적 상호의사소통을 보인 부부가 더 낮은 디스트레스와 높은 관계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으며 Manne et al.(2007)의 유방암 환자와 배우자 간 의

사소통에 있어 방어적 숨김이 상대방의 디스트레스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암환자와 배우자간 부부간 의사소통은 이들의 심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대한 사회복지 임상 개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

기술훈련이 필수 요소로 구성하어야 할 것이다. 이는 Baucom et al.(2009)이 암환자 부부 대상 개입

에 있어 암경험을 부부성장의 원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부부간 감정을 공유하고 표현하며 개방적

이고 건설적 의사소통을 증진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상호회피 의사소통의 경우, 부부적응에 대한 환자의 자기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해외연구들에서 보고된 암환자와 배우자간의 상호회피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부정적 향

을 미치는 다수의 연구결과(Lepore and Helgelson, 1998; Manne, Badr et al., 2010)와는 다른 결과

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볼 때 상호회피 의사소통의 점수가 

현격하게 낮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Badr와 Carmack Taylor(2008)의 연구에서 암환자 부부들

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환자의 평균이 2.79점, 배우자의 평균 2.793 이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환자 1.89, 배우자 2.22로 낮았다. 이는 일반 부부와 암환자 부부와의 특성간 차이, 해외 암환자 부부와 

국내 암환자 부부간의 특성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더불어 바람직하게 응답하려는 경향으로 인

한 사회적 바람직성의 편견(social desirability bias)에 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호회피 

의사소통에 대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내적 일치도가 배우자의 경우 .477로 매우 낮아 제 2종 

오류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후속 연

구에서 보다 많은 표본으로 면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요구-철회 의사소통, 상호회피 의사소통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는

데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상호 손상적 의사소통과 요구-철회 의사소통을 세분화하여 

총 5개의 하위 요인을 구성하여 의사소통을 검토한 연구(이정은·이정호, 2000)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의사소통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에 대한 검토는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른 부

부 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즉, 상호건설적 의사

소통을 하는 환자와 상호회피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배우자의 조합 등으로 암환자 부부의 조합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적 임상 개입에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조합을 통해 부부를 유형화하여 부부적응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임상적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연구 도구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부부의사소통, 부부적응은 암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들이었다. 특히 부부의사소통은 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한국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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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타당도 작업이 확고히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 의사소통은 문화적 차이가 반 되

는 역이므로 한국의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화를 반 한 도구가 필요 시 된다 하겠다. 이러한 도구의 

한계는 본 연구 결과에서 암환자와 배우자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 하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하 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부의사소통 유형을 검토하는 도구 중 상호회피 의사소통은 매우 낮은 내적 일치

도를 보 는데 이는 국내에서 본 도구를 사용한 이지은 등(2007)에서는 .57로 나타났고, 해외의 

Manne et al.(2010)에서는 .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내적일치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도구에 대해 타당도 검증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향후 

연구들에서는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관계, 부부의사소통을 검토하기 위한 척도가 개발되고 타당화를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 시 된다 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을 횡단적으로 검토하 는데 실제로 부부적응은 시간

의 흐름에 따르는 연속적 개념이므로 횡단적으로 이를 살펴본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는 암의 진단, 진행, 치료 종결 이후 관리 단계에 따른 시간 흐름이 연

구 결과에 반 될 수 있도록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초기 의사소

통 유형에서 부정적 의사소통인 요구-철회의사소통 또는 상회회피 의사소통을 사용한 부부와 상호건

설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부부간의 부부적응의 추이를 검토하게 되면 본 연구 결과를 보다 명확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APIM을 활용하여 부부의사소통, 부부적응의 관계를 검토하 다. 이 APIM은 

환자와 배우자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주된 관

심인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선택되었다. 향후 연구는 APIM 모형뿐만 아니라 커

플자료 분석 방법인 다층모형, Common Fate Model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커플 자료를 분석하여 연

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암환자와 배우자의 표집에 있어서 경기도 일 개의 암 전문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암환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닌 환자와 배우자

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더불어 환자와 배우자가 모두 조사에 응하는 경우만 조

사가 가능하 기 때문에 환자 또는 배우자 1명이라도 조사를 거부한 경우 조사에 포함되지 못하 고, 

병원에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자와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여 병원에 오지 않는 배우자, 또는 경

제 활동 등으로 병원에 오지 못하는 배우자는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는 다기

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다 큰 단위의 암환자와 배우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편조사 

등으로 병원에 오지 못하는 배우자들을 포함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집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는 부부적응에 향을 줄 수 있는 질병 변인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고려한 의도적 표집으로 

수행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임의표집을 수행

하여 보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암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대해 보다 심도 깊고 다양한 자료를 도출할 수 있는 질

적 연구를 제안한다. 암이라는 삶의 위협적인 경험을 함께 경험하며 부부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 어떠

한 향을 받고 그러한 향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통해 암이라는 부부관계에 극적 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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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위기를 극복해나가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암을 경험

한 부부의 긍정적 관계 변화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즉 암이라는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

가면서 친 감이 더욱 증대되고 응집력이 강화된다는 보고(Dorval, Guay et al., 2005)와 같이 병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부부관계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여 강점관점에서의 접근이 향후 연

구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암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는 

환자와 배우자가 상호 협력적 부부관계를 통해 암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사회적 지지 체

계 및 관련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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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ommunication on Marital Adjustment of Cancer 

Patients and their Spouses
- Focusing on the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

Lee, In-Jeong

(National Cancer Center)

Recently, problems regarding marital adjustment of cancer patients are 

recognized as serious matter of concern for it had been reported that these issues 

have severe negative effects on relationship stability within marriage. It is 

noteworthy how marital adjustment is found to be critical for the cancer patient's 

mental stability, healing process and chances of survival as reported in the 

research. Thus, the ultimat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stable relationship and also to formulate the social service related strategy 

for marriage adjustment for married cancer patient married couples in Korea.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was formed in order to observe 

how the communication of the married couple affects marital adjustment and 

how this has an actor effect as well as partner effect. 

In order to authenticate this research model, dyadic data which sample the 

cancer patient and the spouse as a pair. Survey was conducted as the cancer 

patients who had been diagnosed with cancer and their respective spouses. The 

survey was taken from 160 married couples which totals to 320 people all 

together.

Results indicated the cancer patient and the spouse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in marital adjustment. Through this, it had been concluded that 

marital adjustment is not separated but co-dependent with dynamic relationship. 

And the mutual constructive communication had proven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ne's marital adjustment. In demand-withdrawal 

communication, its negative effect on the self effec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both the patient and the spouse to both of their marital adjustment. Mutual 

avoidance communication had shown to only caus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elf effect to the patient. In verifying the partner effect, significant nega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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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aused by patient's demand-withdrawal communication in partner effect on 

the spouse's marita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in term of their implications for clinical 

interventions for the betterment of marital adjustment among cancer patients and 

their spouses.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also.  

Key words: cancer patients, dyadic relationship,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marita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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