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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아암은 소아 질병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발생율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아동의 암 진단은 가족에게 심각한 스트레스

인데, 그 중에서도 자녀의 질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스

트레스 수준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

소시켜 주고, 더 나아가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

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Calhoun과 Tedeschi (2006)가 제시한 외상 후 성

장 모형을 기반으로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적 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낙관성, 핵심신

념 붕괴,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 심리적 성장이며, 이를 총 6개의 경

로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 외래와

항암 낮 병동에 내원한 암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

해 이루어졌으며 총 222부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0.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적 모형의 분석결과 적합지수가 권장적합지수에 부분적으로 도달

하여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지지에서 심리적 성장으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였다. 수정모형은 전반

적으로 권장 수준 이상의 모형 적합도를 보이고 수용 가능한 설명력을

보였다. 수정모형에서 설정한 7개의 경로 중 6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지된 6개의 경로는 낙관성에서 핵심신념 붕괴, 핵심신념 붕괴에서

의도적 반추, 핵심신념 붕괴에서 사회적 지지, 핵심신념 붕괴에서 심리적

성장, 의도적 반추에서 심리적 성장, 사회적 지지에서 심리적 성장이었

다. 또한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은 낙관성, 핵심신념 붕괴,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에 의해 41.4%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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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은 의도적 반추를 통한 인

지적 과정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심리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도적 반추를 활성화시

키고,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의도적 반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호사는 환아 어머니가 감정,

느낌, 역할 변화나 갈등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글쓰기,

미술치료, 인지행동 치료, 명상 등을 중재로 활용할 수 있겠다. 또한 암

환아 어머니가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가족의 지지체계를 사정하고, 가족 전체를 간호 사정 및 중재

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환아 어머니를

중재에 참여시키는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 간호사는 암환아 어머니의 정서 및 심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머니가 고통을 조절하고, 심리적 성장을 이룰 수 있

도록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

로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을 도모하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주요어 : 소아암, 어머니, 심리적 성장, 구조모형,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

학 번 : 201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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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소아암은 소아 질병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암으

로 진단받는 아동은 2010 년 100 만명당 138.3 명으로(중앙암등록본부,

2012), 2008 년에 132 명, 2009 년에 135.6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해마

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소아암은 치료 기술의 발달로 10

년 생존율이 68.7%(중앙암등록본부, 2012)에 달하는 높은 생존율을 보

이고 있으나 생애 전반에 걸쳐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특성을 가진다(Wallace, Thompson, & Anderson, 2013). 자

녀의 암 진단은 부모에게 충격적인 사건이며 불확실성, 불안, 우울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초래하는데(Frank, Brown, Blount, & Bunke,

2001; Vrijmoet-Wiersma et al., 2008), 그 중에서도 자녀를 주로 돌보

는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과 정서장애, 우울, 외상 후 스트

레스 증상을 겪는다(Brown, Madan-Swain, & Lambert, 2003; Clarke,

McCarthy, Downie, Ashley, & Anderson, 2009; Dolgin et al., 2007).

이러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환아의 간호에 영향을 미치며, 환아의 정

서적 고통에 영향을 준다(Steele, Dreyer, & Phipps, 2004).

그러나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부모가 모두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질병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암환아 부모의 자기 자신, 타인과의 관계,

미래의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Barakat, Alderfer, & Kazak, 2006),

새로운 가능성, 타인과의 관계, 개인의 강점, 영적인 변화, 삶의 감사와

관련된 성장(Hungerbuehler, Vollrath, & Landolt, 2011; Michel, Taylor,

Absolom, & Eiser, 2010)이 암환아 부모가 경험하는 긍정적 변화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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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심리적 적응과 긍정적 정서는 환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Sawyer, Streiner, Antoniou, Toogood, & Rice, 1998).

따라서 자녀의 질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역경에 잘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를 위해서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한 결과로 생기는 개인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Calhoun 과 Tedeschi (2006)는 외상 후 성장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개인은 외상 사건을 통해 기존의

인지체계가 붕괴되는 과정을 겪지만 개인이 가진 내적 특성 및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인지도식을 새롭게 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쳐 심리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환아 어머니가 자녀의 질병 진단과 치료 및

관리 과정을 통해 자신과 이웃, 미래에 대해 이전의 상태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변화하는 것을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이라고 하고

Calhoun 과 Tedeschi (2006)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을 바탕으로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심리적 성장 모형의 핵심이 되는 개념은 외상 이전의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낙관성(Sears, Stanton, & Danoff-Burg, 2003; Urcuyo,

Boyers, Carver, & Antoni, 2005), 기존의 신념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핵심신념 붕괴(Janoff-Bulman, 2006; Joseph & Linley, 2008),

사회문화적 요소로서의 사회적 지지(Bozo, Gündogdu, &

Büyükasik-Colak, 2009; Schroevers, Helgeson, Sanderman, &

Ranchor, 2010), 인지처리 과정으로서의 의도적 반추(Nishi, Matsuoka,

& Kim, 2010; Taku, Calhoun, Cann, & Tedeschi, 2008)이다.

심리적 성장은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이면서 역동적인 과

정이므로 예측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파악하여 복

합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이 용이한 구조모형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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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alhoun과 Tedeschi (2006)가 제시한 외상 후 성

장 모형을 기반으로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3. 용어 정의

1) 낙관성

낙관성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보편적인 기대감(Scheier & Carver, 1992)이다. 본

연구에서는 Scheier, Carver와 Bridges (1994)가 개발한 도구를

신현숙(2005)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2) 핵심신념 붕괴

핵심신념이란 개인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Cann et al., 2010)이며, 핵심신념 붕괴는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 삶의 목표, 신념 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ann 등(2010)이 개발한 도구를 조성미(2012)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다른 개인, 집단, 더 큰 지역사회의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Lin, Simeone,

Ensel, & Kuo, 1979)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지각된 지지(Helgeson, 2003)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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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Zimet, Dahlem, Zimet과 Farley (1988)가 개발한 도구를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4) 의도적 반추

반추는 어떤 일에 대해 계속 떠올리거나 되새겨 생각하는 행위로 의

도적 반추는 사건의 투쟁에 초점을 둔 반복적이고 목적의식이 있는 사

고를 의미한다(Calhoun & Tedeschi, 2006). 본 연구에서는 Cann 등

(2011)이 개발한 도구를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과 심기선(2013)이 번안

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5) 심리적 성장

심리적 성장이란 자녀의 암 진단과 치료 및 관리 과정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Tedeschi 와 Calhoun (1996)이 개발한 도구를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와

김교헌(2009)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 5 -

Ⅱ.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Calhoun과 Tedeschi

(2006)의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개념

인 낙관성, 핵심신념 붕괴,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를 중심으로 문헌고

찰하였다.

1.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특징

자녀의 암 진단은 가족에게 충격적이며, 이로 인하여 환아 가족은

불안, 우울, 무력감 등의 정서적 고통과 불면, 식욕부진 등 신체적

증상을 함께 겪는다(Sawyer, Antoniou, Toogood, Rice, & Baghurst,

2000). 극심한 심리, 사회, 신체적 고통이 따르는 자녀의 암 투병

과정은 부모로서 겪어야 하는 가장 극심하고, 무너지는 경험이며

(Vrijmoet-Wiersma et al., 2008), 암환아 부모는 자녀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과 자녀에 대한 죄책감, 지속되는

불안 및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소진을 경험한다(강경아와 김신정,

2005). 그 중에서도 어머니는 일차적 돌봄자로서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과(Clarke et al., 2009), 정서장애,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는다(Brown et al., 2003). 또한 암환아 어머니는 환자의 욕구에만

충실하여 자신의 욕구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여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고(Pitceathly & Magurie, 2003),

심리적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한다(Best, Streisand,

Catania, & Kazak, 2001; Kazak et al., 1998; Manne, DuHamel, &

Redd, 2000; Manne et al., 2004).

암환아 어머니는 환아를 돌보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불안과

세균 감염 위험성에 대한 걱정 속에서 치료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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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높으며 치료 중 암환아의 고통을 지켜보는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고 재발과 전이에 대한 걱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은영, 2011).

또한, 소아암 자녀를 둔 어머니는 환아를 돌보면서 불안감, 초조함,

두려움을 진단초기부터 치료과정 내내 느낀다고 하였고, 이는 평범함

생활에서 소아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서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는 체험이라고 하였다(전혜원과 장연집, 2002).

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는 단지 어머니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신정희와 심혜원(2011)은 암환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Sawyer 등(1998)은 환아의 치료기간 동안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이 치료 종료 2년 후 환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Steele 등(2004)은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이 클수록 환아의

심리적 고통이 크다고 하였다. 이처럼,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은 어머니

자신 뿐만 아니라 환아의 심리적 건강과 질병의 예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자녀의 질병이라는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인 심리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로 인한 성장 수준이 같은 것이 아니므로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심리적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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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 성장 관련 요인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제시된 여러 개념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다룰 개념인 외상 이전의 개인적 특성인 낙관성, 외상 사건을 통한

기존의 신념에 대한 도전인 핵심신념 붕괴, 사회문화적 요소인 사회적

지지, 붕괴된 인지도식의 재구조화 과정인 의도적 반추에 대해

고찰하였다.

1) 낙관성

Calhoun과 Tedeschi (2006)의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외상 사건 이

전의 개인의 특성에는 인구학적 요소와 성격적 특성이 있다. 성격적 특

성에는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낙관성, 자아 탄력성, 희망, 자기 효

능감, 자긍심 등이 있는데(Helgeson, Reynolds,　 & Tomich, 2006;

Linley & Joseph, 2004; Calhoun & Tedeschi, 2006; Tennen & Affleck,

1998), 그 중 낙관성과 외상 후 성장과의 정적 관련성은 여러 연구를 통

해 보고되었다(정인명, 2009; Helgeson et al., 2006; Linley & Joseph,

2004; Sears et al., 2003; Stanton et al., 2002; Urcuyo et al., 2005).

Scheier와 Carver (1992)는 낙관성을 기질적인 것으로 보고 미래에

대해 나쁜 일 보다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 보편적인

기대감으로 정의하였다. 삶의 역경에 처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불안이나

흥분, 분노,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반응이 나타나지만 낙관적인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긍정적 정서를

이끌어 낸다(Scheier & Carver, 1992). 위협적인 사건을 겪을 때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회복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한 특성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적 건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Scheier & Carver,

1992). Tedeschi 와 Calhoun (1996)은 낙관성이 높을수록 통제 불가능한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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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것으로 보았다.

Prati 와 Pietrantoni (2009)는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개인의 성격 특성 중 낙관성이 외상 후 성장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골수이식을 받는 아이를 둔 어머니에 대한 연구에서 낙관적인

성격의 어머니만이 6개월 후에 외상 후 성장을 보였고(Rini et al.,

2004),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낙관적인

경우에 입원기간 동안 더 빠른 생리적 회복을 보였으며, 수술 후 6개월

후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Scheier et al., 1989). 이 연구에서 낙관적인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에 비해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암 환자에서 낙관성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았으며(Ho et al., 2011), Davison 과

Prkachin (1997)은 낙관적인 사람이 심리적으로 더 밝고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낙관적인 사람은 외상을 이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사고(Barrett

& Scott, 1989), 사건에 대처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것(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외상 경험에서 유익한 점을 찾아보는

것(Tennen & Affleck, 1998)과 같은 대처를 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낙관적인 사람은 사건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잠재적인 의미나 사건이 주는 유익한 점 등을 찾아내어

심리적 성장을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핵심신념 붕괴

Calhoun과 Tedeschi (2006)가 제시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모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일차적으로 심한 스

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고, 이러한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와 고통은 개인

의 기존 가치, 삶의 목표, 신념 체계를 흔들게 된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

들은 극심한 무기력감과 심적 고통에 시달리며,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갈등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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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Calhoun과 Tedeschi (2006)는 도전

이라고 하였다. 즉, 기존의 인지도식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인데,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심각한 사건으로 인한 핵심신념의 붕괴와 그에 대한 재고

의 과정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있다(Janoff-Bulman, 2006;

Joseph & Linley, 2008; Calhoun & Tedeschi, 2006).

Cann 등(2010)은 외상 사건에 대한 기존의 인지도식의 충격 정도를

임상 현장에서 측정하기 위해 핵심신념 붕괴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신념에 다시 생각하는 정도가 곧 핵심신념 붕괴 정도를 의미한다

고 가정하고 있다. 외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핵심신념이 붕괴되는 단계에

서 정서적 고통 및 혼란과 무기력감에 빠지는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

면 병리적 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개인의 특성 및 다양한 자원들이 적절

히 활용되면 붕괴된 인지도식을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러

한 반추를 통해 붕괴된 인지도식이 새로운 인식 체계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Thornton과 Perez (2006)는 전립선암 생존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상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인식 체계의 붕괴가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는 역경이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조건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역경으로 인한 인지도식의 붕괴가 부정적이기

만 한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개인의 이해를 깊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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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사회 문화적 요소는 기존의 모형에서 단순히

사회적 지지로 언급되었던 타인과의 관계 경험이 확장된 개념이다. 일차

적 참조 집단, 즉 물리적인 접촉 및 일상적으로 만나는 관계와의 상호작

용이 개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 문화, 집단 등 거시적인 관점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ozo et al., 2009; Hungerbuehler et al., 2011;

Schroevers et al., 2010; Thornton & Perez, 2006).

Calhoun 과 Tedeschi (2006)는 외상 사건을 겪은 후의 자기 개방은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고 지지체계를 견고하게 하고, 이를 통해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 과정이 타인과 공유되면서 넓어지고

견고해진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Calhoun 과 Tedeschi (2006)는 사회적 지지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쳐 외상 후 성장을 이룬다고 하였고, Weiss (2004)는 사회적

지지가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 주며, 인지적 처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인지적 과정인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진수와

서수균, 2011; 신선영과 정남운, 2012; 전유진, 2010).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rmeli, Gunthert와 Cohen (2001)의

연구에서는 성장을 이끄는 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회적 지지가 많을 때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전립선암 생존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Thornton 과 Perez (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이용한 대처가

성장을 높인다고 하였고, 유방암 생존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Bottomley와 Jones (1997)의 연구에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충분한

사회적 지지는 질병극복 동기를 강화하여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Bozo 등(2009)의

연구에서도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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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강조하였다. Schaefer와 Moos (1992)는 환경적 체계는

인지적 평가 과정과 대처 반응, 위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환경적 체계에는 경제적 자원 및 생활환경과 같은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개인적 관계 및 가족과 친구의 지지도 포함된다.

가족의 지지와 가족관계의 질은 외상 후 성장과 관련성이

있다(Hungerbuehler et al., 2011; Schroevers et al., 2010). 가족 및

친구 지지의 중요성은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인 측면보다는 특별한

영역, 이를 테면 사회적 지지의 만족이나, 가족 구성원과 같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지지가 외상 후 성장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Bozo et

al., 2009; Linley & Joseph, 2004; Schroevers et al., 2010; Weiss,

2004)로부터 뒷바침이 된다. 또한, 가족과 친구의 지지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 또한 중요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어려움을 잘 겪어낸 사람과 만나는 것이 외상 후 성장과 정적 관련성이

있으며(Weiss, 2004), 질병을 극복한 사례를 직ㆍ간접적으로 접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외상 후 성장이 더 높았다는 연구(김미영과 김금순,

2012)가 있다. 또한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아 부모에서

비슷한 질환을 가진 다른 부모와의 관계와의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Speechley & Noh, 1992), 자녀의 암 진단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소외감을 느끼는 부모는 같은 입장에 있는 부모들과

동료의식을 느낀다고 하였다(안효섭과 김순기, 2005). 따라서 Zimet

등(1988)이 사회적 지지를 구분한 것과 같이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가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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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도적 반추

외상 후 성장 모형(Calhoun & Tedeschi, 2006)에서 인지처리

과정은 침입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로 변하게 되는데, 의도적 반추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다는 연구는 다수이다(김태국과 정은의,

2012; 박예슬, 2013; 박혜원과 안현의, 2006; 조성미, 2012; Nishi, et al.,

2010; Taku et al., 2008).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의 여러 측면을 되풀이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Martin & Tesser, 1996), 이처럼 어떤 일에

대해 계속 떠올리거나 되새겨 생각하는 행위를 반추라고 한다. 반추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 초점적인 부정적이고 반복적인 사고(Nolen-Hoeksema,

McBride, & Larson, 1997)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Treynor,

Gonzalez와 Nolen-Hoeksema (2003)는 반추의 요소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수동적으로 비교하는 걱정하는(brooding) 요소뿐만

아니라 우울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인지적 문제 해결로의 의도적인

전환적 특성을 가진 성찰적인(reflection) 요소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Calhoun 과 Tedeschi (2006) 또한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 초반의

반추는 좀 더 자동적이고 침입적인 반면, 이후의 반추는 보다 자의적인

사고라고 하였다. 침입적 반추는 외상 이후의 고통의 증가, 효과적인

대처의 실패와 관련되어 있다(Ehlers & Clark, 2000; Taku et al.,

2008). 이에 반하여, 의도적인 반추는 외상 사건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 경험을 이해하며, 경험을 통해 얻은 잠재적인 이득이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킨다(Taku,

Cann, Tedeschi, & Calhoun, 2009).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양성 HIV로 가족을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Bower, Kemeny, Taylor, & Fahey, 1998),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혜원과 안현의, 2006; 신선영과 정남운, 2012; Ullrich &

Lutgendorf, 2002),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인명, 200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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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모두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할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의도적 반추는 외상 경험에 대한 이해와 높은 수준의

심리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요인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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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1. 이론적 기틀

Calhoun 과 Tedeschi (2006)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을 기반으로 암환

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 모형의 이론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모형에서 삭제되는 개념이나 경로는 점선으로 구분하였다

(Figure 1).

Figure 1. A theoretical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model

by Calhoun & Tedesch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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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에 포함되지 않은 개념과 경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상 사건 자체는 개념적 기틀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본 연구에서의 외상 사건은 자녀의 암 진단이라는

비교적 동질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상 후 성장 모형에서의 외상

사건이란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기로, 신념체계와

인지도식에 대한 위협을 핵심신념 붕괴로 측정하기 때문에 외상

사건으로 인한 주관적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외상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개인의 인지적 처리 과정인 반추는

외상으로 인한 충격이 통합되고 새로운 인지체계가 재건될 때까지

계속된다. 처음에는 자동적이고 침입적인 반추에서 점차 사건의

원인이나 의미, 사건이 주는 유익한 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고하는 좀

더 정교화된 인지적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침입적

반추는 외상 이후의 고통의 증가, 효과적인 대처의 실패와 관련이

있고(Ehlers & Clark, 2000; Taku et al., 2008), 의도적인 반추가

궁극적으로 외상 후 성장을 촉진시킨다(Taku et al., 2009)고 하였다.

결국 심리적 성장은 침입적 반추가 얼마나 의도적 반추로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어 의도적 반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침입적 반추는

생략하고 의도적 반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침입적 반추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자기 개방을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외상 사건으로 인하여 신념체계와 내적 도식인 세계관, 인생

이야기 및 기존 목표에 대한 도전은 결국 고통 조절과정을 통해 외상

후 성장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고통의 조절을

구체화하여 측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선행 연구에서 고통과

성장과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았다(Cann et al., 2010; Morris &

Shakespeare-Finch, 2011; Widows, Jacobsen, Booth-Jones, & Fields,

2005; Zoellner & Maercker, 2006). 또한 자녀의 암 진단이라는

외상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통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새로운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고통과 성장과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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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고통은 제외하였다.

반추과정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는데 개인은 사회적

자원을 더 원활히 주고 받으면서 반추가 정교화 되고 와해된 도식이

재구조화되므로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주는 기존의

모형을 그대로 따랐다. 이러한 전체의 과정을 통해 유의미하게 발달된

지혜, 인생 이야기가 종합적으로 발달되며 통합·확장된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최종 변수인 심리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종합한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2).

Figure 2. Research framework

외상 후 성장
기존의 신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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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기틀을 바탕으로 문헌고찰을 통하여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Figure 3). 외상 이전의 개인적 특성은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널리 지지되어 온 낙관성(정인명,

2009; Helgeson et al., 2006; Sears et al., 2003; Stanton et al., 2002;

Urcuyo et al., 2005)으로 구체화하였다. 외상 사건으로 인한 기존의

신념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었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사건 충격 척도나 주관적인 사건의 심각성 등으로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핵심신념 붕괴(Janoff-Bulman, 2006; Joseph

& Linley, 2008)로 구체화하였다.

사회문화적 요소는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Bozo et al., 2009; Hungerbuehler et al., 2011; Schroevers et al.,

2010)를 근거로 사회적 지지로 구체화하였고, 인지처리과정은 의도적 반

추가 외상 후 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박예슬, 2013; 박

혜원과 안현의, 2006; 조성미, 2012; Nishi, et al., 2010; Taku et al.,

2008)를 근거로 의도적 반추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따라서 가설적 모형

은 낙관성, 핵심신념 붕괴,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가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 경로를 포함하는 모형이다.

Figure 3. The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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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가설적 모형을 토대로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매개변수인 핵심신념 붕괴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낙관성은 핵심신념 붕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핵심신념 붕괴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개변수인 의도적 반추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핵심신념 붕괴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사회적 지지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과변수인 심리적 성장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5. 핵심신념 붕괴는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의도적 반추는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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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alhoun과 Tedeschi (2006)가 제시한 외상 후 성장 모형

을 기반으로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

고 검증하는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암환아 어머니로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자녀의 암치료와 관리를 위해 현재 계속적으로 외래를 내원하고 있는

환아 어머니이다. 그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환아 어머니로 20 세 이상이며 암으로 진단받은 자녀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외래나 항암 낮 병동을 방문한 자

· 자녀가 암으로 진단 받은 지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자녀가 현재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종료하고 추적관찰 중인 경우

치료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

· 국문해독이 가능하여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자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대상자 230 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분석에 부적합한 8명을

제외한 222 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단일기준치로

200 개가 모델검증에 필요한 임계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배병렬,

2009) 본 연구의 표본 수는 권장 표본 크기를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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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낙관성, 핵심신념 붕괴,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 심리적 성장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계수 중 Cronbach’s

α계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Table 1 에

정리하였다.

1) 낙관성

낙관성 척도는 Scheier 등(1994)이 개발한 삶의 지향성 검사를

신현숙(200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원도구

개발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도구는 Scheier와 Carver (1985)의

LOT (Life Orientation Test)에서 대처 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한 것으로

총 1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0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이다. 3 개 문항은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를 측정하고 3개 문항은 부정적 기대를 측정하며 나머지

4개 문항은 검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삽입된 모호문항으로

채점에서 제외된다. 점수범위는 0-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적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발

당시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0 이었다.

2) 핵심신념 붕괴

핵심신념 척도는 Cann 등(2010)이 개발한 도구를 조성미(2012)가 번

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원도구 개발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았다. 총 9 문항으로 외상 경험으로 인해 종교적 그리고 개인

의 힘과 약함, 영적 믿음, 인간의 본성, 삶의 의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에 대해 다시 생각한 정도에 대해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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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가 0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이고, 점수범위

는 0-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신념의 붕괴가 많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발 당시 .82-.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 이었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1988)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원도구 개발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았다.

총 12문항으로 가족지지, 친구지지,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로 구성된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7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의 지지를 자녀의 진단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로 한

정하였으며,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구체

화 하였는데, 여기에는 자녀의 질병으로 알게 된 다른 암환아 어머니,

병원·환우회 및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사람을 모두 포함하였다. 점

수 범위는 12-8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좋음을 의미한

다.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발 당시 .83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91이었다.

4) 의도적 반추

의도적 반추 척도는 Cann 등(2011)이 개발한 사건-관련 반추 척도

(Event-related Rumination Inventory; ERRI)를 국내에서 안현의 등

(2013)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K-ERRI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원도구 개발자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사건-관련 반추 척도는 총 20문

항으로 하부영역은 침습적 반추가 10문항이고 의도적 반추가 10문항인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외

상 경험과 자신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도적

반추만을 측정하였다. 의도적 반추는 10문항으로, ‘전혀 아니다’가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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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cales
Number of

Items
Score range

Cronbach’s

Alpha

Optimism LOT-R 6 0-24 .70

Disruption of

core beliefs

Core beliefs

Inventory
9 0-45 .86

Social support MSPSS 12 12-84 .91

Deliberate

rumination
K-ERRI 10 0-30 .89

Psychological

growth
K-PTGI 16 0-80 .92

‘자주 그렇다’가 3점으로 점수 범위는 0-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

적 반추를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발 당시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 이었다.

5)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 척도는 Tedeschi 와 Calhoun (1996)이 개발한 도구를

국내에서 송승훈 등(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K-PTGI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원도구 개발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았다. K-PTGI 는 자기

지각의 변화, 대인 관계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6점 Likert 척도이다.

변화의 정도에 대해 ‘전혀 아니다’가 0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점수범위는 0-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장을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발 당시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 이었다.

Table 1. Measurement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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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환아 어머니가 환아의 진료와 치료를 위해 외래와 항암

낮 병동을 방문하였을 때 연구자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2013 년 8 월 9

일부터 9월 17 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진료와 치료를 위해 대기

하고 있는 환아 어머니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

였으며,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은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였고, 설문작성에는 1인당 20 분 정도 소

요되었다.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으며, 설문 완료 시 설문지를

확인하여 누락된 항목은 그 자리에서 추가 기재하도록 하여 가능한 탈

락을 줄이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sion 20.0 프로그램과 AMOS

(Analysis of Moment Structure)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과 관련된 각 변수들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서술적 통계로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값으로 분석하였다.

3)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표본의 정규성은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변량 정규성 검증을

통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5) 모형에 대한 검증은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적 모형에 대

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χ2, 적합도지수

(Goodness of Fit Index, GFI), 보정된 적합도지수(Adjusted Goo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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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it Index, AGFI), 상대적합지수(Comparative normed of Fit Index,

CFI), 표준화 잔차평균자승이중근(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을 이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대상 병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 심사 위원회의 승인과정을

거쳤다. 또한 조사대상 병원의 간호부에 자료수집 허가를 받고, 해당

진료과 분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을 설명한 후 대상자의

접근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 참여 동의서에는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으며 설문 작성 중에도 연구 참여

중단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개인정보

및 설문내용의 유출 방지를 위해 설문지는 수거 즉시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고, 동의서와 설문지는 시건 장치가 있는

연구자의 개인 사무실에 보관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25 -

Ⅴ.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9.3 세로 분포는 20 대가 8명(3.6%), 30 대가

109 명(49.1%), 40 대가 90 명(40.5%), 50 대가 15 명(6.8%)이었다. 학력은

중졸이 3명(1.4%), 고졸이 85 명(38.3%), 대졸 이상이 134 명(60.4%)이

었으며,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40 명(18.0%)이었다.

경제적 부담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가 15 명(6.8%)이었고, ‘거의

부담스럽지 않다’가 24 명(10.8%), ‘보통이다’가 61 명(27.5%), ‘부담스러

운 편이다’가 71 명(32.0%), ‘매우 부담스럽다’가 51 명(23.0%)이었다. 종

교는 기독교가 84 명(37.8%), 불교가 40 명(18.0%), 가톨릭이 24 명

(10.8%)이었고, 종교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영향을 미친다’가 48 명

(21.6%)이었다. 자녀의 수는 2명인 경우가 138 명(62.2%)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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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Age (years) 20-29 8 (3.6)

30-39 109 (49.1)

40-49 90 (40.5)

Mean±SD=39.3±5.97 ≥ 50 15 (6.8)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3 (1.4)

High school 85 (38.3)

≥ College 134 (60.4)

Employment (current) Employed 40 (18.0)

Not employed 182 (82.0)

Financial burden Not at all 15 (6.8)

Hardly 24 (10.8)

Moderate 61 (27.5)

Very 71 (32.0)

Extreme 51 (23.0)

Religion Christianity 84 (37.8)

Buddhism 40 (18.0)

Catholicism 24 (10.8)

Other 2 (0.9)

None 72 (32.4)

Influence of religion Not at all 8 (3.6)

A little 16 (7.2)

Influential 41 (18.5)

Very 37 (16.7)

Extremely 48 (21.6)

No religion 72 (32.4)

Number of children Only child 46 (20.7)

2 138 (62.2)

≥ 3 38 (17.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N=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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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Distress at diagnosis Less than just painful 1 (0.5)

Moderate 8 (3.6)

Mean±SD=6.7±0.76 More than just painful 213 (95.9)

Current distress Less than just painful 52 (23.4)

Moderate 61 (27.5)

Mean±SD=4.5±1.60 More than just painful 109 (49.1)

Experience of Yes 216 (97.3)

psychological growth No 6 (2.7)

Point at which ≤ 3months 89 (40.1)

psychological growth 1 year 95 (42.7)

began ≥ 2 years 29 (13.2)

Don’t know 3 (1.3)

Mean±SD=8.2±7.86
(months)

Not yet 6 (2.7)

2)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진단 당시 어머니의 고통을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6.7점이었으며, 221 명(99.5%)에서 보통 이상(4점 이상)의 고통을 느꼈

다고 하였다. 현재 어머니의 고통을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을 때

는 평균 4.5점으로 170 명(76.6%)에서 보통 이상의 고통을 느낀다고 하

였다.

자녀의 질병으로 인하여 심리적 성장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216 명(97.3%)이 경험하였다고 하였고, 그 시기는 진단 후 평균 8.2 개월

이었고, 3 개월 이내가 89 명(40.1%)이었다(Table 3).

Table 3.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N=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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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아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환아의 평균 연령은 8.4 세로 분포는 0-2 세가 36 명(16.2%), 3-6 세

가 58 명(26.1%), 7-12 세가 67 명(30.2%), 13-17 세가 51 명(23.0%),

18-23 세가 10 명(4.5%)이었다. 성별은 남아가 126 명(56.8%)이었고, 출

생순위는 첫 번째인 경우가 105 명(47.3%)이었다.

진단 시 평균 연령은 5.3 세로 분포는 0-2 세가 85 명(38.3%), 3-6 세

가 56 명(25.2%), 7-12 세가 63 명(28.4%), 13-17 세가 18 명 (8.1%)이었

다. 진단명은 백혈병이 86 명(38.7%), 뇌종양이 36 명(16.2%), 신경모세

포종이 24 명(10.8%), 악성림프종이 20 명(9.0%), 망막모세포종이 13 명

(5.9%)이었으며, 기타로 골육종, 윌름스 종양, 생식세포종, 유잉육종, 간

세포종, 횡문근육종 등이 있었다.

유병기간은 평균 2.7 년으로 3개월-1 년이 72 명(32.4%), 1-3 년이

75 명(33.8%), 3-5 년이 47 명(21.2%), 5-10 년이 21 명(9.5%), 10 년 이상

이 7명(3.2%)이었다. 현재 치료 중에 있는 경우가 140 명(63.1%)이었고,

재발경험이 있는 경우는 49 명(22.1%)이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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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Age (years) 0-2 36 (16.2)

3-6 58 (26.1)

7-12 67 (30.2)

13-17 51 (23.0)

Mean±SD=8.4±5.42 18-23 10 (4.5)

Gender Male 126 (56.8)

Female 96 (43.2)

Birth order 1st 105 (47.3)

2nd 93 (41.9)

≥ 3rd 24 (10.8)

Age at diagnosis 0-2 85 (38.3)

(years) 3-6 56 (25.2)

7-12 63 (28.4)

Mean±SD=5.3±4.60 13-17 18 (8.1)

Diagnosis Leukemia 86 (38.7)

Brain tumor 36 (16.2)

Neuroblastoma 24 (10.8)

Malignant lymphoma 20 (9.0)

Retinoblastoma 13 (5.9)

Others 43 (19.4)

Duration of illness 3months-1year 72 (32.4)

1-3yrs 75 (33.8)

3-5yrs 47 (21.2)

5-10yrs 21 (9.5)

Mean±SD=2.7±2.8 (years) ≥10yrs 7 (3.2)

Current treatment On treatment 140 (63.1)

Treatment terminated 82 (36.9)

Relapse Yes 49 (22.1)

No 173 (77.9)

Table 4.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N=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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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Range Skewness Kurtosis

Optimism 17.0± 3.28 8-24 -.21 -.22

Disruption of core beliefs 27.3± 7.79 9-45 -.12 -.50

Social support 64.0±13.07 18-84 -.53 -.22

Deliberate rumination 20.8± 5.97 6-30 -.34 -.59

Psychological growth 52.7±14.60 14-80 -.38 -.38

2. 측정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측정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에

서 낙관성은 평균 17.0점이었고, 핵심신념의 붕괴는 평균 27.3점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64.0점이었고, 의도적 반추는 평균 20.8점, 심리적

성장은 평균 52.7점이었다(Table 5).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 Z-score 가 Hair,

Anderson, Tatham과 Black (1998)이 제시한 0.05 유의 수준에서의 임

계치(±1.96)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충족

하였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N=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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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sm
Disruption of

core beliefs

Social

support

Deliberate

rumination

Psychological

growth

Optimism 1

Disruption of

core beliefs
.299* 1

Social support .332* .226* 1

Deliberate
rumination .088 .550* .119 1

Psychological

growth
.260* .493* .407* .504* 1

3.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는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Table

6).

심리적 성장은 낙관성(r=.260, p<.001), 핵심신념 붕괴(r=.493,

p<.001), 사회적 지지(r=.407, p<.001), 의도적 반추(r=.504, p<.001)와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도적 반추는 핵심신념 붕괴(r=.550,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낙관성(r=.332, p<.001)과 핵심신념 붕괴(r=.226,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핵심신념 붕괴는 낙관성(r=.299,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6. Correlations among the measured variables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1 level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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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적 모형의 검증

1)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 평가

수집된 자료가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모형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최근까지 모형의 적합도

를 평가하기 위한 많은 지수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여러 문헌에서 공통

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적합도지수에는 χ2통계량과 자유도, GFI, AGFI,

CFI, SRMR 등이 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χ2통계량은 표본크기,

관찰변수들의 상관계수의 크기, 정규분포성에 대하여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어 통계량을 이용한 검정은 모형평가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기 위해 χ2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표준카이제곱이 2혹은 3보다

작으면 좋다는 기준이 통용되고 있다(강현철, 2013).

GFI (goodness of fit index)는 가장 오래된 적합도지수 중 하나로서

절대 적합도지수(absolute fit index)에 속한다. 절대 적합도지수는

모형이 데이터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데, 0.9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

AGFI (adjusted GFI)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GFI 값을

조정한 것으로 AGFI 값은 대부분의 경우 GFI 값보다 낮게 나오며

보통 값이 AGFI 값이 0.85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홍세희, 2000).

CFI (comparative fit index)는 증분 적합도지수(incremental fit

index) 혹은 상대 적합도지수(relative fit index)에 속하는 지수로

일반적으로 0.9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들은

관찰변수들의 상관계수 평균 크기에 의존한다.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표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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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χ2 (p) df χ2/df GFI AGFI CFI SRMR

Reference (>.05) < 3 ≥.9 ≥.85 ≥.9 <.10

Hypothetical
54.79

(<.001)
4 13.699 .907 .649 .790 .108

Modified
22.19

(<.001)
3 7.396 .963 .816 .921 .077

잔차에 기초한 것으로 0.10 보다 작을 경우 양호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모형의 적합지수를 살펴보면 χ2=54.79 (p<.001), χ2/df=13.699,

GFI=.907, AGFI=.649, CFI=.790, 그리고 SRMR=.108 로 적합지수가

권장적합지수에 부분적으로 도달하였다(Table 7).

2) 가설적 모형의 수정

가설적 모형의 분석결과 적합지수가 권장적합지수에 부분적으로 도

달하여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

회적 지지에서 심리적 성장으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모형을 수정하

였다.

수정모형의 적합지수는 χ2=22.19 (p<.001), χ2/df=7.396, GFI=.963,

AGFI=.816, CFI=.921 그리고 SRMR=.077 로 나타났다. 적합지수가

권장수준에 가깝게 올라가 수용 가능한 권장수준 이상의 모형 적합도를

보였으며, 따라서 수정모형이 가설적 모형에 비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Table 7).

Table 7. Comparison of model fit for the modified model to the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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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estimates(β)
t-value SMC

Disruption of

core beliefs
Optimism .299 4.663* .090

Social support
Disruption of

core beliefs

.226 3.441*
.051

Deliberate

rumination

Disruption of

core beliefs
.551 9.563* .303

Social support -.006 -.098

Psychological

growth

Disruption of

core beliefs
.237 3.774* .414

Deliberate

rumination
.336 5.453*

Social support .313 5.928*

3) 수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수정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총 7개의 경로 중

6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1개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8).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낙관성에서 핵심신념 붕괴 경로(β=.299,

t=4.663), 핵심신념 붕괴에서 사회적 지지 경로(β=.226, t=3.441),

핵심신념 붕괴에서 의도적 반추 경로(β=.551, t=9.563), 핵심신념

붕괴에서 심리적 성장경로(β=.237, t=3.774), 의도적 반추에서 심리적

성장 경로(β=.336, t=5.453), 사회적 지지에서 심리적 성장경로(β=.313,

t=5.928)였다.

낙관성, 핵심신념 붕괴,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심리적

성장이 설명되는 정도는 41.4%였다.

Table 8. Standardized estimations for the modified model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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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igure 4).

매개변수인 핵심신념 붕괴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낙관성은 핵심신념 붕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계수

값이 .299, t 값이 4.663 으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지지되었다.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핵심신념 붕괴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

로계수 값이 .226, t 값이 3.441 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지지되었다.

매개변수인 의도적 반추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핵심신념 붕괴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

로계수 값이 .551, t 값이 9.563 으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4. ‘사회적 지지는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

계수 값이 -.006, t 값이 -.098 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결과변수인 심리적 성장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은 다음과 같다.

가설 5. ‘핵심신념 붕괴는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

로계수 값이 .237, t 값이 3.774 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6. ‘의도적 반추는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

계수 값이 .336, t 값이 5.453 으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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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은 다음과 같다.

가설 7.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경로

계수 값이 .313, t 값이 5.928 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지지되었다.

Figure 4. Coefficient for the modified model

Psychological

growth

.299* .551* .336*

-.006

.313*.226*

.237*

Disruption of

core beliefs
Optimism

Social

support

Deliberate

r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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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모형의 효과 분석

수정모형의 내생변수들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다음과

같다(Table 9).

낙관성이 핵심신념 붕괴에 미치는 직접 효과(β=.299, p<.001)와

총효과는 유의하였다.

낙관성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간접효과(β=.067, p<.001)와 총

효과는 유의하였다. 핵심신념 붕괴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직접효과(β=.226, p<.001)와 총 효과는 유의하였다.

낙관성이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간접효과(β=.165, p<.001)와

총효과는 유의하였다. 핵심신념 붕괴가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직접효과(β=.551, p<.001)와 총효과(β=.550, p<.001)는 유의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직접효과(β=-.006, p=.922)와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낙관성이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β=.148, p<.001)와

총효과는 유의하였다. 핵심신념 붕괴가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β=.237, p<.001)와 간접효과(β=.256, p<.001) 및

총효과(β=.493, p<.001)는 유의하였다. 의도적 반추가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β=.336, p<.001)와 총효과는 유의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β=.313, p<.001)와 총효과

(β=.311, p<.001)는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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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Direct

effects(p)

Indirect

effects(p)

Total

effects(p)

Disruption of

core beliefs
Optimism .299* .299*

Social

support
Optimism .067* .067*

Disruption of

core beliefs
.226* .226*

Deliberate

rumination
Optimism .165* .165*

Disruption of

core beliefs
.551* -.001 .550*

Social

support
-.006 -.006

Psychological

growth
Optimism .148* .148*

Disruption of

core beliefs
.237* .256* .493*

Deliberate
rumination .336* .336*

Social
support .313* -.002 .311*

Table 9.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modified model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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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1.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에 관한 구조모형

본 연구에서는 Calhoun과 Tedeschi (2006)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을

기반으로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였다. 모

형의 적합도와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권장 수준 이상

의 적합도를 보였고, 주요 개념인 낙관성, 핵심신념 붕괴,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가 심리적 성장을 41.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

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1형 당뇨와 암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관계의

질, 심리적 고통, 부모의 성별, 진단초기의 입원 기간이 외상 후 성장을

34% 설명한 것(Hungerbuehler et al., 2011)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 외

에도 여성암 환자에서 성격, 우울, 사회적 지지, 주관적 심각성, 의도적

반추, 침입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을 38.5% 설명한 것과(김연정, 2013)

대학생에서 탄력성, 고통 지각,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

장을 35% 설명한 것(유희정, 2012)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보여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가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을 설명하기에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모형을 바탕으로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성장에

직접적이면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성장이 높다는 여러 연구와 일치한 것으로(Armeli et

al., 2001; Bozo et al., 2009; Hungerbuehler et al., 2011; Linley &

Joseph, 2004; Morris & Shakespeare-Finch, 2011; Schroevers et al.,

2010; Thornton & Perez, 2006)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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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 하부 영역 중 가족지지의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여성암 환자에서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가 가장 높았던 것과

일치한다(김연정, 2013). 이는 1형 당뇨와 암환아 부모에서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의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과(Hungerbuehler et

al., 2011) 유방암 환자에서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보다 부부와 같은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의 지지가 심리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과(Bozo et al., 2009; Weiss, 2004)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친밀한

관계 지지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가족 중심의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지지가 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족은 핵심적인

지지원인 동시에 고통받는 취약한 입장에 있으므로 간호사는 가족

전체의 역동관계를 사정하고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암환자 가족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경로에 있어서는 Calhoun 과 Tedeschi (2006)가 제시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한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고,

심리적 성장으로의 직접 경로만이 유의하였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희정(2012)의 연구와 일치한 것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동양 특유의 정서적 특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서양문화는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동양문화는 집단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성향이 강하다(유혜라, 이인숙과 김춘미, 2006). 즉,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보다 주변사람과의 관계가

심리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서술형 답변에 ‘자녀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변에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자녀의 암 진단으로 인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병원 및 복지 시스템, 다른 환아 어머니, 여러

아픈 아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자녀의 질병을 계기로 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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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새로운 환경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에 대해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어 개인의 인식 세계의 확장과 심리적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의 암 진단이라는 외상의 특성이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Calhoun 과 Tedeschi (2006)는

외상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자기 개방을

통해 감정의 해소와 위안을 얻고, 이 때 주변의 적절한 반응을 통해

침입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로 변하며 점차 정교화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암환아 어머니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부모로서

아픈 자녀에 대한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외상에

비해 자기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도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암환아

부모는 자녀의 질병으로 인하여 84%가 고독감을 경험하고(고영선,

2008), 주위의 시선에 자존심이 상하고 대인관계에서 위축을 느끼며,

머리카락이 없고 혈색 없는 자녀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곤욕스럽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위축되어

감추고 싶다고 하였듯이(전혜원과 장연집, 2002) 어머니가 아픈 자녀에

대한 경험을 개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아암 부모는 치료과정

중에 다른 친구보다는 암을 앓고 있는 부모끼리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고영선, 2008), 처지가 같은 엄마들이 모인 집단에서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낀다(김진숙, 2005; 전혜원과 장연집, 2002). 이와 같이

암환아 어머니는 일상에서 만나는 주변 사람보다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자신을 잘 개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부 요인 중에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의 지지만이 의도적

반추와 정적 상관관계(r=.229, p<.01)가 있다는 결과는 암환아 어머니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더 잘 개방하였고, 이것이 의도적

반추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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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서술형 답변으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맥락의 답변이 몇몇 있었다. 이것은

대인관계 깊이 측면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뜻하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중재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암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

지각한 사람을 만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eiss, 2004). 이와 같은 결과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비슷한 어려움을 잘 겪어낸 사람을 통해 혼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서적 지지와 실제적인 조언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간호 현장에 적용한다면

치료과정을 겪으면서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암환아 어머니와 진단 초기의 암환아 어머니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지 다음으로 심리적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의도적 반추였다.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할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다는

것은 북한 이탈 주민과(김태국과 정은의, 2012), 교통사고 생존자(Nishi

et al., 2010), 일반인과 대학생과(박예슬, 2013; 박혜원과 안현의, 2006;

조성미, 2012; Taku et al., 2008) 암환자에서도(Morris &

Shakespeare-Finch, 2011) 잘 나타난다. 이는 의도적 반추를 많이 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지각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도식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기회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심리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도적 반추를

촉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글쓰기, 미술치료, 인지행동 치료, 명상

등이 있을 수 있다. 전미진(2013)은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자서전 형식의 글쓰기나 미술 치료와 같은 창조적 활동을 통해 감정의

표현과 내적 성찰을 도모하고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Antoni 등(2001)은 인지행동적인 스트레스 관리

중재가 유방암 환자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고 하였고, McCull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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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와 Cohen (2006)은 글쓰기를 이용한 중재 연구에서 외상 자체에

대한 글쓰기나 중립적 입장에서의 글쓰기보다 외상으로 인한 이득에

대한 글쓰기를 한 집단이 성장과 관련된 인지적 과정이 활성화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반추 과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자녀의 암 진단과 관련하여

삶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핵심신념 붕괴는 3.0점으로 일반 대학생과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50-2.88점(Cann et al, 2010)이었던 것

보다 높았다. 이는 자녀의 암 진단은 어머니에게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으로는 대처 불가능하며, 큰 충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충격은 자녀가 진단받은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고, 며칠을

죄스러움과 괴로움에 아이가 암이라는 것이 내 탓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다(전혜원과 장연집, 2002)는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핵심신념 붕괴는 심리적 성장으로의 직접경로와 의도적

반추를 통한 간접경로가 모두 유의하여 핵심신념의 붕괴가 높을수록

심리적 성장이 높았다. 이는 Thornton 과 Perez (2006)가 외상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인식의 붕괴가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핵심신념 붕괴 자체는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반면, 심리적

성장을 위한 출발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잘 관리하면 긍정적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낙관성에서 핵심신념 붕괴의 경로가 유의하여 낙관성이

높을수록 핵심신념 붕괴가 높았고, 낙관성에서 심리적 성장으로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여 낙관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성장 또한 높았다.

이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사건 당시에는 더 충격을 받아 기존의 신념에 더 큰

도전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낙관성이 심리적 성장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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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낙관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성장이

높다는 여러 연구(정인명, 2009; Antoni et al., 2001; Ho et al., 2011;

Prati & Pietrantoni, 2009; Sears et al., 2003; Stanton et al., 2002;

Urcuyo et al., 2005)와 일치된 결과로 낙관성이 개인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낙관성은 안정적인 성격 특성이라는

의미에서 성향적 낙관성(Scheier & Carver, 1992)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큰 충격으로 인하여 손상 및 변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강점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암환아 어머니의 97.3%가 심리적 성장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이는 1형 당뇨와 암환아 부모의 62.7%에서 중간 이상의

성장을 보인 것(Hungerbuehler et al., 2011)과 청소년 암환아와 부모의

대부분이 타인과의 관계와 삶의 목표 및 자신에 대한 영역에서 성장을

보인 것(Barakat et al., 200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심리적

성장이 일부 특정 소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호사가 충격에 처해 있는 암환아 어머니를 대할 때

심리적 성장의 측면에 대해 염두해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고통에 관하여 암환아 어머니의 99.5%에서 진단당시에 보통

이상의 고통을 느꼈고, 시간이 지난 시점인 최근에도 76.6%가 여전히

보통 이상의 고통을 느낀다고 답해 시간이 지나도 암환아 어머니의

고통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암이라는 질병 특성(전혜원과 장연집, 2002)과 수술이나 항암제

투여와 같은 치료 과정이 암환아 어머니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암환아 어머니가 아이의 고통을 지켜본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며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다(윤은영, 2011). 부인하고 싶음, 분노, 타협, 우울, 죄책감,

막막함, 고통, 불안, 슬픔, 절망감은 진단 당시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느끼는 감정이라고 한 것과 같이(고영선, 2008) 암환아 어머니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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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충격에 이어 치료 과정에서도 단계에 따른 새로운 스트레스와

고통이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체의 97.3%가 심리적 성장이 있다고 한 반면, 76.6%가

여전히 보통 이상의 고통을 느낀다고 한 것은 고통과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Folkman, 2008; Zoellner, Rabe, Karl, &

Maercker, 2008). 결국, 성장이 고통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지만 성장이

곧 스트레스의 감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Cann et al., 2010) 심리적

성장을 있어도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대상자가 심리적 성장을 보이더라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심리적 성장이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는 40.1%가 3개월 이내라고

답하였다. 이는 비교적 진단 초기부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긍정적 측면에 대한 생각이 더 정교히 발달하기

위해서는 진단 초기부터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암환아의 진단 초기부터 개입하여 지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아

어머니의 감정과 심리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머니가 감정,

느낌, 역할 변화나 갈등에 대하여 표현하도록 격려하여 심리적 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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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학적 의의

1) 간호이론 측면

본 연구는 심리학에서 도출된 Calhoun 과 Tedeschi (2006)의 외상

후 성장 모형을 암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검증하여 심리적 성장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암환아 어머니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심리적 성장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간호 이론의 개발과 확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연구 측면

본 연구는 암환아 어머니의 고통과 어려움 등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도 관심을 두고 관련요인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부정적인 면을 완화하는 것에 그쳤던 것에서 나아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균형잡힌 관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서 심리적 성장으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한 수정

모형을 제시하여 심리적 성장의 영향요인에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간호학적 의미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3) 간호실무 측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암환아 어머니로서 간호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암환아 어머니의

성장을 도모하는 다음과 같은 간호전략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간호사는 자녀의 암 진단에 대한 어머니의 충격과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사정하여 암환아

어머니의 간호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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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간호사는 역경으로 인한 결함과 상실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이점과 심리적 성장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암환아 어머니가

자녀의 진단 초기부터 긍정적인 측면을 찾기 위한 의도적 반추를

활성화 하도록 돕는 중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심리적 성장은 정서적 안녕감을 높여 줄 수 있지만, 고통

자체가 완전히 완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간호사는 심리적 성장을 보인

암환아 어머니의 고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개인의

강점이자 내적 자원이 외상으로 인하여 압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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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에 관한 모형을 구축하여 검

증하고자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하는 일개 대학병원의 외래 방문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의 암환아

어머니에게 일반화 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수집된 자료로 모형을 검증하였으므로

관련 변수의 전후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단적

으로 설계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모형에서 제시된 개념을 구체화하여 측정하였기 때

문에 본 모형에서 제시한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 것은 아니므로 모형 검

증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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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 핵심신념 붕괴,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가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였다.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 외래와 항암 낮 병동을

내원하는 암환아 어머니 222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수정모형은

전반적으로 권장수준 이상의 적합도를 보여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을 예측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고, 이들 요인에 의해

심리적 성장이 41.4% 설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낙관성, 핵심신념 붕괴,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는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규명되었고,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은 의도적 반추를 통한 인지적 과정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통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도적

반추를 활성화 시키고,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가족의 지지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족체계를 사정하고, 가족을 간호 중재에

포함시켜야 하겠다.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환아 어머니를 중재에

참여시키는 가족지지 모임과 멘토링을 통한 중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 간호사는 환아의 암 진단 초기부터

어머니의 정서 및 심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머니가 고통을

조절하고 심리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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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심리적 성장과 관련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 모형 구축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횡단 연구로는 규명하기 힘든 인지적 처리 과정과 관련

변수의 전후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종단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대상자를 확대하여 질병의 특성별로 차이점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와 보호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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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참여 동의서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제목: 암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성장에 관한 구조모형 

본 연구는 암환아를 돌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서술적 조사연구입니

다. 본 연구 결과는 암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성장을 돕는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

용될 것입니다. 

암환아를 돌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질병이라는 외상에 대하여 어머니의 긍정적인 변화

에 대해 외상 후 성장 측정도구를 통하여 알아보고,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측정하여 이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에 자의로 서명한 분에 

한하여 설문이 수행될 것으로 약 200명의 암환아 어머니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동의하였다 하더라

도 설문 도중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으며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일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연

구자에게 즉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거의 없으며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이며 한번의 설문작성으로 완료됩니다. 본 연구에 시간을 내어 참

여해주신 답례로 오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면담에 응하신 참여자의 이름이나 개인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된 모든 정보는 연

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처리하여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연구 논문이 인쇄자료로 발표된 

후에는 분쇄 폐기 처리될 것입니다. 설문을 작성해 주시는 어머니께는 직접적인 이득이 없다 할지

라도 연구 결과는 비슷한 처치에 놓인 환아 어머니에게 추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 참여동의서 사본은 여러분께 제공될 것입니다. 연구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책임 연구자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연락처 전화 

2072-0694, 전자우편 snuhirb@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

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어머니) 성명:                        (서명)   날짜:        /     /     

연구 책임자 성명:                        (서명)   날짜:        /     /     

연구책임자 : 의학연구협력센터 자료관리 연구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김미영

연락처 :                , sossim-over@hanmail.net

지도교수 :  김금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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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불안한 상황에서도 나는 보통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 
한다. 

2. 나는 쉽게 긴장을 풀 수 있다.

3.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

4. 나는 항상 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5.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무척 즐긴다.

6. 나에게는 바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7.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리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8. 나는 쉽게 당황하지 않는다.

9.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걸지 않는다. 

10. 전반적으로 볼 때 나에게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일어날 것이
라고 예측한다.

부록 3. 측정도구

1. 낙관성

@ 자녀가 진단 받기 전 원래의 귀하의 성향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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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나는…

전
혀
아
니
다

아
주
조
금
그
렇
다

조
금
그
렇
다

보
통
정
도 
그
렇
다

상
당
히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건들이 공평하게 일어난다는 것에 대
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2.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통제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3.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내 생
각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4.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나의 신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5. 나의 능력, 강점과 약점에 대한 나의 신념을 진지하게 생각
해보았다. 

6. 내 미래의 기대들에 대한 신념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7. 내 삶의 의미에 대한 신념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8. 나의 영적 혹은 종교적 신념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9. 인간으로서 나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았
다. 

2. 핵심신념 붕괴

@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V
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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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약
간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내 주위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같은 입
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 

2. 나에게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같은 입장
에 있는 사람이 있다.

3.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
력한다. 

4.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
들로 부터 얻는다. 

5. 나에게는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같은 입장에 있
는 사람이 있다. 

6. (자녀의 진단 전부터 알고 지내던)친구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7.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자녀의 진단 전
부터 알고 지내던)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8.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9. 나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자녀의 진단 
전부터 알고 지내던)친구들이 있다. 

10. 내 인생에는 나의 감정을 보살펴 주는 같은 입장
에 있는 사람이 있다. 

11. 나의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
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12.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하여 (자녀의 진단 전부터 알
고 지내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3. 사회적 지지

@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상황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 여기에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란 자녀의 질병으로 알게 된 다른 암 환아 어머니, 
병원·환우회 및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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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

혀

아

니

다

드

물

게 

그

렇

다

때

때

로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1. 나는 그 일로부터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보았다).

2. 그 일을 겪음으로써 내 삶에서 얻은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곤 
한다(하였다). 

3. 그 경험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일부러 생각해보려고 
한다(하였다). 

4.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것을 배웠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보았다). 

5. 나는 그 경험을 통해 세상에 대한 나의 신념이 변화되었는가에 
대해 생각해본다(보았다). 

6. 나는 그 경험이 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보았다). 

7.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경험 이후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보았다). 

8. 그 일에 대한 내 감정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해본다
(보았다). 

9. 그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본다(보았
다).

10. 그 일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본다(보았
다). 

4. 의도적 반추

@  자녀의 진단 이후에 다음의 내용에 대해 의도적으로 생각하는데 얼마나 자주 시간

을 보내는지(보냈는지) 해당되는 부분에 V표 해주십시오. 

★ ‘그 일’이나 ‘그 경험’은 자녀의 질병 경험을 의미합니다.



- 70 -

문항

전

혀

아

니

다

아

주

조

금

그

렇

다

조

금

그

렇

다

보

통

정

도 

그

렇

다

상

당

히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2. 나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3. 영적/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커졌다.

4.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 할 수 

있게 되었다.

5.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6.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7.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8. 나는 내 삶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9. 나는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10. 나는 매일 매일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되었다.

1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12. 나는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13.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단지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14. 나는 없었던 종교가 생기거나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

졌다.

15.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6. 나는 이웃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 인정하게 되었다.

5. 심리적 성장

@ 자녀의 질병으로 인하여 귀하께 생긴 변화에 해당하는 부분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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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적 특성

@ 다음은 귀하(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에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만 연령   만          세

2. 귀하의 학력을 표시해 주십시오.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이상     □ 기타(            )

3. 귀하의 현재 직업을 표시해 주십시오. 

□ 전업주부(자녀의 진단 전부터)     □ 사무직       □ 전문직        □ 자영업

□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해 휴직 또는 직장을 그만 둠  □ 기타(             )

4. 자녀의 치료비 부담이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② 거의 부담스럽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부담스럽다 

5. 귀하의 종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없음      □ 기독교     □ 가톨릭     □ 불교        □ 기타(          )

--> 종교가 있는 경우  나의 삶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거의 미치지 않는다. 

② 약간 영향을 미친다. 

③ 보통이다.

④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⑤ 매우 영향을 미친다.  

6. 자녀의 질병 진단 당시 귀하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보통이었다                                        매우

고통스럽지 않았다                                                                       고통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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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녀의 질병치료 및 관리로 현재 귀하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보통이다                                        매우

고통스럽지 않다                                                                         고통스럽다

8. 자녀와 함께 질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심리적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진단 후 얼마나 지났을 때부터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 심리적 성장이 없다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2년              □ 기타(                       )

9. 자녀의 질병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신 얻은 점(긍정적인 측면)이나 깨달은 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 다음은 자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에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녀의 현재 연령   만         세  (또는) 만        개월

2. 자녀의 성별        □ 남       □ 여

3. 귀하의 총 자녀수는 몇 명이며,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는 몇 번째 입니까? 

► 총 자녀 수           명  ► 치료받는 자녀의 출생순위:          째 

4. 자녀의 진단명은 무엇입니까?                              

   진단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5. 현재 치료중이십니까? 치료를 완료하셨습니까? 

□ 치료중      □ 완료 (--> 완료 후 얼마나 지나셨습니까?                      )

6. 재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없음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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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Psychological

Growth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Kim, Mi Y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Keum Soon, RN, Ph. D.

Childhood cancer is one of the most common causes of death among

children for illness. Unfortunately, it is a general trend nowadays that

the incidence of childhood cancer is growing. It is a known fact that,

diagnosis of cancer for a child in the family would bound to have a

severe impact on the family, especially the mother as she takes the

responsibility for taking care of the children. Therefore, it is

fundamental to give guidance to mothers to ease the pain and reduce

the stress level so that they can overcome such a hardship and

eventually find themselves in the course of gradual internal growth.

However, it is regretable to say that there is hardly any data or

studies regarding the mothers' psychological growth and factors

affecting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hypothetical model and

conduct an empirical test based upon Calhoun & Tedeschi (2006)’s

model to predict and verify psychological growth model in moth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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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with cancer. The hypothetical model was consisted of 5

different variables which are optimism, disruption of core beliefs,

social support, deliberate rumination and psychological growth and 6

paths were established in the model.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22 self-reported questionnaires

surveyed by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who visited the

outpatient clinic of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eoul for

treatments or follow-ups from August 9th to September 17th, 201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and AMOS 21.0.

The results were as follow;

After the test of hypothetical model, a direct path which seems to

have validity from the variable social support to psychological growth

was added to modify the model. The modified model generally

showed more than recommended level of model fit indices and

acceptable explanation. Also, among the 7 paths of modified model, 6

path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6 significant paths were namely, disruption of core beliefs

affected by optimism, deliberate rumination affected by disruption of

core beliefs, social support affected by disruption of core beliefs,

psychological growth affected by disruption of core beliefs, deliberate

rumination and social support. In addition, the variables of optimism,

disruption of core beliefs, social support, deliberate rumination

accounted for 41.4% of the psychological growth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The result of the study suggests that social support and deliberate

rumination are important and directly relevant factors to affect

psychological growth in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Thus, to

promote such outcome in mothers, nurses should activate delib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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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mination and gather social support for them.

The means we can utilize, in order to activate deliberate

rumination among mothers, are namely writing, art therapy,

recognition behavior therapy and meditation. However, along the way

it is also important to encourage mothers to express their feelings,

emotions, changes of role and conflicts they experience.

In addition, in order to provide the mothers with adequate social

support, the most fundamental support, which is from the family, has

to be assessed and family of the patient should take part in the

whole process of assessment and intervention. Furthermore,

intervention with family support group from people with similar

circumstances or experiences should be effective in building such

support. The role of nurses in the process is to control and help

mothers from the right beginning of the diagnosis of cancer by

having a considerate understanding of the mothers'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tatus so that not only they can help alleviate the pain

but lead and support them into psychological growth in time.

All in all,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role of nurses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psychological growth of mothers, should

include providing psychological support, peer help group program and

family and professional counseling.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ensive psychological nursing intervention to mothers shortly after

the diagnosis.

keywords : Cancer children, Mothers, Psychological growth,

Structural equation model, Social support, Deliberate

rumination

Student Number : 201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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