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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아기의 악성 종양은 소아 질병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2014년 

1,400여명이 소아암으로 진단받았으며, 그 중 급성 백혈병이 약 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가 소아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소

아암 환자 보호자는 죄책감, 부정, 분노, 무력감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의 치료기간 동안 수행되는 소아암 환자 부모를 위한 교육은 환

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이러한 교육은 환아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장기후유증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며, 소아암 환

자 부모의 불확실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임상에서 

소아암 환자의 보호자 교육은 대부분 진단 시점에만 이루어지며, 치료시

기에 따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기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기별로 어떤 간호 요구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

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아암 환자 부모를 대상으로 소아암 진단 시, 치

료 중, 그리고 치료 종결 시에 환자 부모의 불확실성과 간호 요구도를 

파악하여 치료시기별 그 차이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 연구로 서울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자녀가 

소아암 중 하나를 진단받고 치료 중 이거나 치료를 종료한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부모 119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자가 보고식 설문도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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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시행하였다. 불

확실성은 Mishel (1983)이 개발한 31문항으로 구성된 ‘가족이 지각하는 불

확실성 도구(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Scale-Family Member)’를 오인

옥과 김선아(2015)가 번역한 불확실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 요구도와 

정보 요구도는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자료는 SPSS 22.0 WIN 

program, 정량적 내용 분석(Quantitative content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아암 환자 부모는 남자가 14명(11.8%), 여자는 105명(88.2%)이었

고 연령대는 최저 23세, 최고 55세로 평균 연령은 39.41±5.42세이

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61명(51.3%)이었고, 소아암 환자 부모 중 

94명(79.0%)은 대졸 이상이었다. 가계의 월 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50명(42.0%)로 가장 많았다. 

2) 소아암 환자는 남자가 69명(58.0%)이었고, 여자는 50명(42.0%)이었

다. 소아암 유형은 백혈병이 47명(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

은 최저 0세에서 최고 18세로, 11세 이상이 43명(36.1%)이었다. 재발

을 경험한 환아는 23명(19.3%)이었고, 이식을 받은 환아는 35명

(29.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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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아암 환자의 치료시기별 부모의 불확실성은 진단 시 87.77±

13.43, 치료 중 83.33± 15.10, 치료 종결 시 75.35±12.82 이었고, 진

단시와 치료 중보다 치료 종결시에 유의하게 낮았다(F=8.209, 

p<0.001).  

4) 간호 요구도는 진단 시, 치료 중, 치료 종결 시 모두 치료식이에 대

한 부분과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 관리, 자녀의 활동 수준, 치료 상

태나 예후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소아암 환자 부모의 치료시기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료시기별 간호 

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소아암 환자 부모, 치료시기별, 불확실성, 간호 요구도 

학  번 : 201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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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소아기의 악성 종양은 소아 질병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2014년 

1,400여명이 소아 암으로 진단받았고, 그 중 급성 백혈병이 약 30%로 가

장 많이 발생하였다(한국 중앙 암등록 자료, 2014). 자녀가 소아암으로 진

단받게 되면 소아암 환자 보호자는 죄책감, 부정, 분노,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반응을 경험하며, 진단과 동시에 24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며 

돌봄에 몰두하게 된다. 자녀의 소아암 진단은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가

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소아암 환자 보호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확

실성을 경험하게 된다(김재명, 2011; Jantien Vrijmoet-Wiersma et al., 2008; Van 

Dongen-Melman, 1998; 2000). 

성인기의 암과 달리 소아기 악성 종양의 90% 이상은 중배엽유래

(mesodermal origin) 종양으로 심(deep-seated) 종양이 많아 증상이 잘 나타

나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적고, 소아암의 80% 

정도는 다른 장기에 전이된 상태로 진단받는다.  

소아의 특성상 치료를 받는 동안 간단한 검사에도 진정(sedation)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 금식을 하게 되는데, 환아가 금식을 하면 보호자도 환

아 곁에서 금식하며, 비교적 간단한 검사인 채혈이나 정맥주사 확보에도 

고통을 경험하고 보호자도 그 고통을 함께 한다.  

치료기간 동안 장기간의 병원 생활로 인해 소아암 환자 보호자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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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신체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인 위축과 함께, 불안, 스트레스, 불확

실성을 경험한다.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변화된 건강상태와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이 요구되므로, 후기 부작용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나 미래와 

재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된다(고영선, 2007; 김재명, 2011; 박경 

등, 2000; 박인숙, 2002; 오가실, 심미경 & 손선영, 2003; 유양숙, 황경혜, 

조옥희 & 최선희, 2004; 조영숙 & 김수지, 1992).  

특히 불확실성은 다년간의 연구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질병 상황

에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명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없거나 사건의 의

미를 판단하지 못하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Mishel, 1988). 불확실성이 높으면 불안이 증가하고 극복력을 감소시키게 

되며 이는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박경 등, 2000; 

Bailey, Mishel, Belyea, Stewart, & Mohler, 2004; Mishel, 1988). 불확실성은 치

료기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암환자 가족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처 양상이 질병의 경과 기간과 중증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민영숙, 1994).  

한편, 암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대부분 6개월 이상으로 장기적이며, 

입퇴원을 반복하고, 퇴원 후에도 가정에서의 돌봄이 중요하므로, 다른 만

성 질환보다 질병 단계를 고려한 도움이 요구된다(Edward & Ung, 2002). 

특히 소아의 경우 성인과 다르게 불편한 점이나 새롭게 나타난 증상 등

을 스스로 표현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대신하여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보호자가 환아의 질병과 관련된 증상이나 환아를 간호할 때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간호 요구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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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요구도 등으로 연구되었는데, 입원 환아 보호자의 간호 요구도를 살

펴 보았을 때,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영역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강

희정, 2009; 유경희, 2001; 황지숙, 2009). 암환자 역시 치료적 영역에서 높

은 요구도를 보였다(방금식, 2007). 반면 입원 환아 보호자의 간호 요구도 

중 정서 심리적 면의 교육 요구도는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유경희, 2001; 

황지숙, 2009).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시기별로 불확실성과 간호 요구도를 조사

한 연구에서는 불확실성과 요구도는 치료단계에 따라 차이는 없었다(이

미선, 2005). 소아암은 발생 건수는 많지 않지만 질환은 매우 다양하며 

치료 과정 동안 계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발달함으로써 치료

시기에 따른 간호 요구도 또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진단에서

부터 치료가 종결된 시점까지 고려하였을 때 요구는 다양할 것으로 보인

다. 선행 연구에서 퇴원 후 암환아 어머니에게 시행된 교육 내용과 교육 

요구도를 측정했을 때 암환아 어머니가 받은 교육과 교육 요구도는 차이

가 있었고 시기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정은옥, 2005). 

소아암 환자 부모를 위한 교육은 소아암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

한 부분으로 소아암 환자 부모 교육을 통해 환아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장기후유증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며, 소아암 환자 부모의 불

확실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에서 소아암 환자의 부모 

교육은 대부분 진단 시점에 이루어 지며, 치료시기에 따른 교육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시기에 따른 교육을 위해 치료 중이나 종결 시점에 

어떤 간호 요구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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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소아암 환자를 둔 부모의 경험, 불안, 불

확실성, 간호 요구도에 대해서만 연구하였고 진단 전부터 치료 종료 후, 

치료시기별 소아암 환자 부모의 불확실성과 간호 요구도를 파악하는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료시기에 따른 소아암 

환자 부모의 불확실성과 간호 요구도를 파악하고 치료시기별 그 차이를 

확인하여, 소아암 환자 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소아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환아의 치료시

기별 - 1) 진단 시, 2) 치료 중(공고 요법, 유지 요법 등), 3) 치료 종결 시 

- 불확실성과 간호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 연구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소아암 환자의 치료시기별 부모의 불확실성 정도를 조사한다.  

 소아암 환자 부모의 치료시기별 불확실성과 하부영역별 불확실성의 

차이를 조사한다  

 소아암 환자의 치료시기별 부모의 간호 요구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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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소아암 환자 

국제 암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암을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을 말한다.  

 

 Hematologic malignancy : Acute Leukemia(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cute Myeloid Leukemia), Lymphoma(Non-Hodgkin Lymphoma, Hodgkin 

Lymphoma) 

 Solid tumor : Brain tumor(Medulloblastoma, Pineoblastoma, Choroid plexus 

carcinoma, Ependymoma, Astrocytoma, Atypical teratoid/rhabdoid tumors, 

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 Intracranial germ cell tumor 등), 

Neuroblastoma, Hepatoblastoma, Retinoblastoma, Wilms tumor, 

Rhabdomyosarcoma, Ewing Sarcoma, Osteosarcoma, Germ cell tumor 등  

 

2) 소아암의 항암치료 

소아암으로 진단받고 CCG 1952, 1501, 1502, 2012 AML, CCG 5961, 

KSPNO-1101/1102, CCG 321P2, CCG 8882, CCG 8891, POGICE 등의 protocol

로 Prednisolone, Vincristine, L-Asparaginase, Daunorubicin, Methotrexate, 

Etoposide, Cyclophosphamide, Cytarabine, Ifosfamide, Carboplatin, Bleomycin 등

의 약을 병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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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아암의 치료 단계 

(1) 진단 시 

소아암으로 진단받고 첫 번째 항암치료를 시작하는 단계를 말한다.  

 

(2) 치료 중 

소아암 진단 후 공고 요법, 유지 요법 등의 항암치료 혹은 2번째 주기 

이상의 항암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항암치료를 받는 시기를 말

한다.  

 

(3) 치료 종결 시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고 있는 시기를 

말한다.  

 

4) 불확실성 

불확실성이란 질병 상황에서 진단, 증상, 치료 및 결과를 명확히 예측

할 수 없어 사건에 대한 의미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Mishel, 

1988).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은 Mishel(1983)의 불확실성 도구(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Scale-Family Member)를 오인옥과 김선아(2015)가 

번역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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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 요구도 

간호 요구도란 환자가 건강회복과 증진을 위해 신체, 정서, 사회, 교육, 

환경 및 영적인 측면에서 간호사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

다(Endacott, 1991).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개방형 질문의 답을 

정량적 내용 분석(Quantitative content analysis)을 통해 분석한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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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고찰 

1. 소아암과 소아암의 치료 

2014년 한국 중앙 암등록 자료에 의하면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중 

1400여명이 소아청소년 암으로 진단받았으며, 그 중 백혈병이 가장 흔하

고 다음이 뇌종양, 악성 림프종 순서로 발생 빈도를 보인다(국가 암등록 

사업 연례 보고서, 2014). 

발생 빈도는 0~4세, 15~1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고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암 발생 빈도가 높다. 소아암의 발생은 5세 미만의 소아와 청

소년기에 정점을 보이며, 생후 첫 1년 동안에는 신경모세포종, 윌름스 종

양, 망막모세포종이 발병율이 높고, 2세에서 5세에는 급성 림프모구 백혈

병, 비호치킨 림프종 등이 호발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골육종, 연부조

직 육종, 생식세포 종양 등과 같은 암의 빈도가 증가한다(신희영 & 안효

섭, 2016).  

소아 악성 종양의 발생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이 복합

적인 요인이 관련되며, 유전적, 면역학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

련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잘 알려진 발암 요인을 

피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진 성인 암과는 달리, 아동기 암의 발생과 

생활 습관의 관련성은 분명하지 않다(강경아 등, 2012). 따라서 소아암은 

아직까지 조기 진단하는 방법이나 발암 요인을 피할 수 있는 뚜렷한 예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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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아암의 생존율은 매우 향상되어 전체적인 생존율이 80% 이상

이다(국가 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2014). 소아암의 치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 방법은 화학 요법이며 소아 백혈병에 서로 다른 기전과 독

성을 가진 약들을 병합해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병합 

화학 요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소아암의 발생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백혈병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발생률이 더 높으며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 가장 많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그 다음으로 많아서 두 가지가 백혈병의 90% 이상을 

차지한다(안효섭 & 신희영, 2016).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관해 유도, 공

고 요법, 유지 요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관해 유도 시에는 항암제 병합 

요법을 4주간 시행하며,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Prednisolone, Vincristine, L-

asparaginase이며 고 위험군에서는 Daunorubicin을 추가한다(안효섭 & 신

희영, 2016). 관해 유도 기간에는 감염과 출혈, 전해질의 불균형과 혈중 

요산 증가와 같은 부작용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일단 관해 상태가 되

면 추가적으로 백혈병 세포를 줄여 장기적인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 공

고 요법 및 유지 요법을 시행하는데 남자의 경우 관해 유도 후 중간 유

지 요법을 기점으로 3년, 여자의 경우 2년을 치료한다(안효섭 & 신희영, 

2016).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 재발한 경우나 고 위험군에 속하는 경

우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며, 항암치료만 시행한 경우보다 높은 생존

율을 기대할 수 있다(강형진, 신희영 & 안효섭, 2007).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항암치료는 공격적이며 평균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흔하게 사용되는 약제로는 Cytarabine, Daunorub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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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poside, Mitoxantrone 등이 있다(강경아 등, 2012). 관해 후 치료는 환아의 

상태에 따라 공고 요법과 강화 요법을 하거나 공고 요법 후 조혈모세포 

이식을 선택한다(유철주, 2017).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아형 중 M3를 제외

하면 일반 항암 화학 치료로는 치료성적이 높지 않아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안효섭 & 신희영, 2016). 악성 림프종 치료 경우 

Vincristine, Cyclophosphamide, Prednisone, Methotrexate, Adriamycin 등의 약제

가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Etoposide, Bleomycin, L-asparaginase, Cytosine 

arabinoside의 약제가 사용된다(Nancy, 2008). 한 개의 국소 림프절을 침범한 

경우와 횡격막을 중심으로 동측의 림프절을 침범한 경우 치료 성적은 

90% 정도로 매우 좋으며 완전 관해 후 유지 요법을 하는 방법이 쓰인다. 

횡격막을 중심으로 양쪽 국소 림프 조직이나 림프 이외의 장기에 침범되

어 있는 경우, 진단 시 중추 신경계나 골수에 전이된 상태에서는 관해 유

도 후 유지 요법을 시행하게 되며 종양 자체의 대사가 매우 빠르므로 관

해 유도 시 종양 용해 증후군(tumor lysis syndrome)과 같은 합병증에 주의하

여야 한다(강경아 등, 2012; 안효섭 & 신희영, 2016; Nancy, 2008).  

한편 5세 이하의 소아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악성 고형 종양은 신경모

세포종(Neuroblastoma)으로, 진단 시 나이, 병기, N-myc 증폭 수,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 위험군을 나누어 치료한다(Pizzo & Poplack, 1997). 저 위험군

의 경우는 수술만으로도 95%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나 고 위험군의 경우 

2회의 연속 고용량 항암 화학 요법과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60%의 

무병 생존율이 보고되며, 흔히 사용되는 항암제는 Cisplatin, Carboplatin, 

Cyclophosphamide, Etoposide, Doxorubicin 등이다(Pizzo & Poplac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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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경우 성인보다 항암 요법으로 인한 급성 부작용을 잘 견딜 수 

있으므로 성인보다 체표면적당 항암제 허용량은 더 높으며 이러한 항암 

화학 요법은 대사장애, 골수 억제 및 면역 억제, 종양 용해 증후군 등의 

급성 합병증과 더불어, 불임이나 이차 종양, 패혈증, 간독성, 폐기능 부전, 

인지 장애와 같은 후기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안효섭 & 신희영, 2016). 

따라서 항암제 투여 전에 정확한 병기(Stage)의 판단과 장기의 장애 유무 

및 치료에 의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 검사가 필요하다. 보호자에게

는 치료 단계와 약제에 따른 부작용들에 대처하기 위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환아는 매년 검사를 통해 2차 종양을 포함한 후기 합병증에 대

하여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안효섭 & 신희영, 2016; 유철주, 2017).  

 

2. 돌봄 제공자의 불확실성 

소아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소아암 중 가장 흔한 백혈병은 진행이 

매우 빨라 자녀의 소아암 진단 후 부모들이 병을 채 인지하기도 전에 치

료가 시작된다. 장기적인 항암치료과정을 겪는 내내, 환아는 물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보호자는 환아의 치료과

정에서 육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결과와 미래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불확

실성 때문에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 긴장하며 미

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안효섭 & 김순기, 2005).  

어떤 사건이 불확실성을 유발한다면, 이는 모호성, 명확성의 부족,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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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일치, 개연성, 다중 의미, 정보의 부족 등을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불확실성은 질병 상태에 대한 모호성, 복잡한 치료 및 

시스템, 질병의 진단 및 심각성에 대한 정보부족과 질병 경과나 예후의 

예측 불가능으로 설명되어 진다(Mishel, 1988).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겪는 불확실성은 모호성(Ambiguity), 명확성 부족

(Lack of clarity), 정보 부족(Lack of information) 및 불예측성(Unpredictability)으

로 설명할 수 있다(Mishel, 1983; 1988). 

불확실성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인 모호성은 원인과 결과를 식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떤 자극이 모호하다고 판단되면 불확실성이 유발되며, 병원 시스

템의 어려움이나 설명되지 않는 증상과 자녀가 받는 치료를 구분할 수 

없음으로부터 유발된다(Mishel, 1988).  

명확성 부족은 정보의 부족과 관련된 요소로 친숙하지 않은 의학 용어

의 사용 혹은 정보 전달을 미룸으로 유발되는 불완전한 설명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부모의 제한된 지적 능력 혹은 경험 부족과도 관

련이 있다(Mishel, 1988).  

정보의 부족은 불확실한 진단 및 질병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 정보가 

공유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다(Mishel, 1988).  

불예측성은 부모 역할과 자녀의 치료와 관련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없

음을 근간으로,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부모는 자녀의 상태

에 대한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고, 특히 입원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더욱더 사건을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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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Mishel, 1988).  

이러한 불확실성은 환아 가족들의 인지 기능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

하게 하고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구조화하는 능력을 저하시켜 종국에

는 투병 과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Mishel, 1983).  

보호자가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부모의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Wolfer & 

Visitainer, 1975). 그러므로 보호자들이 처해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

하고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질병에 대한 무력감을 학습하여 건강 증진 행위를 실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shel, 1983; 1988).  

자녀가 입원하게 되면 모든 보호자들은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나, 특

히 소아암의 경우 다른 일반 환아의 어머니보다 더 많은 불확실성을 경

험하며, 이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박경 등, 

2000; Mishel, 1983). 암환아 가족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극복력은 역

상관 관계가 있으며(민영숙, 1994), 불확실성은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의 

건강 상태가 위중할수록, 환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불안도 증가한다(박경 등, 2000).  

오원옥과 박은숙(1998)의 연구에서 암환아 부모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

성은 명료성 부족, 불예측성, 모호성, 정보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확실성은 가족의 수입 정도, 의료인에 대한 신뢰 정도, 질병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불확실성 정도가 낮을수록 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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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불확실성은 환자 가족이 지각하는 의료인의 

지지와 역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소아암 환자 아버지의 불확실성과 불안

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환아의 치료 후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가 소

아암 환자 아버지의 불확실성과 불안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성기원, 2000; 신선미, 이은남 & 강지연, 2006). 

암환자의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에서 질병의 불확실성 정도가 높은 요

인은 정보의 부족, 질환과 관련된 애매모호성, 질환과 관련된 불예측성 

순이었으며, 치료시기별로 질병의 불확실성을 보았을 때 전 질병 단계에

서 정보 부족 영역에서 가장 높은 불확실성을 보였지만 질병의 단계별로 

불확실성의 차이는 없었다(이미선, 2005).  

 

3. 소아암 환자 부모의 간호 요구도 

가족 구성원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

나 생활 양상의 변화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

게 되는데 특히, 자녀가 소아암으로 진단받으면 보호자 중 한 명은 직장

을 그만두고 자녀 간호에만 치중하는 희생이 요구되며 불확실한 예후, 돌

봄 부담감과 낯선 병원 환경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소아암 환자 부모의 경우 진단이 되기 전부터 의료진에게 의심되는 질

환의 예후, 치료기간, 치료 약제 및 항암치료 시 생활 관리 등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된다. 소아암 환자 부모는 연령이 젊은 편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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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병기나 위험군이 다

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에서 알게 된 잘못된 정보를 자녀에게 동일하

게 생각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간호 요구도란 건강 증진과 유지, 회복에 필요한 간호활동에 대

한 요구를 말한다(김진희 & 정문희, 2000). 이러한 간호 요구도는 질환이

나 환자의 나이, 환자의 치료 시점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 

요구도가 충족되지 않을 때 환자와 보호자는 불안을 경험하고 치료 및 

의료인에게 비협조적으로 반응하거나 의료진 외 다른 곳에서 정보를 구

하게 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음식을 치료 중에 섭취하는 등의 잘못

된 간호를 시행하게 된다.  

재가 암환자의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간호 요구도를 조사하였을 때 

심리적(psychological), 정보적(informational), 환자 간호(patient care), 개인적

(personal), 영적(spiritual), 가정관리(household) 요구의 6개의 범주에서 요

구도가 확인되었고, 그 중 가장 요구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정보적 범주

와 심리적 범주였다(Hileman, 1992). 

성인 암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 요구도를 조사했을 때 전체 간호 

요구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80점으로 나타났고, 환자 상태 및 치료, 간

호 정보 요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가장 낮은 점수는 정서

적 지지요구 항목이었다(함단옥, 2004). 암환자를 대상으로 간호 요구도를 

측정하였을 때에도 교육 및 치료적 요구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권인숙 

& 은영, 1998; 박호란, 박보성 & 배영란, 2002; 방금식, 2007). 교육 요구도

는 암치료와 관련된 일반적 정보에서는 치료계획, 재발하였을 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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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상,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화학 요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잠재적인 부작용’ 이 최대 5점에

서 4.25점, 4.2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유명덕, 2002).  

백혈병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간호 요구도를 조사하였을 때 간호 요

구도는 최대 5점에서 3.84점으로 측정되었고, 정보 영역에서 요구도가 가

장 높았으며, 그 중 암 치료 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정보가 4.15점

으로 가장 높았다(강희정, 2009). 한혜라와 홍경자(1996)의 연구에서도 암

환아 부모의 교육 요구도는 총점 202점에서 188.68로 매우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영역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 교육이나 치료적인 부분에서 암환자와 그 

가족의 간호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고, 질병에 대해 부모가 더 많이 이해

하게 되면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그 이유를 

알게 되며 감염 관리 등을 위한 식사 관리 등을 실천할 수 있으므로 부

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아동에게도 유용하다고 본다.  

특히 소아암의 경우 소아암 환자 보호자의 치료 지시 이행도와 자가 

간호 능력이 자녀의 삶의 질과 생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때 교육

이 지시 이행과 자가 간호 능력증진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김조자 외, 1989). 퇴원 후 암환아 어머니의 교육 요구도

를 측정했을 때 암환아 어머니가 받은 교육 정도는 4점 만점에서 2.38점

으로 측정되었고, 퇴원 시 교육 요구도는 4점 만점에 3.44 점으로 높게 

측정되어 보호자가 원하는 교육과 시행되는 교육은 차이가 있었으며, 시

기별로 요구도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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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교육 요구도가 낮게 측정되었다(정은옥,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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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소아암 환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시기별 불확실성

과 간호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cross-sectional)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소아암 환자 부모 중 자녀가 서울 소재 일개 대학

병원 소아 혈액종양 병동에 입원하거나 외래를 방문하는 자로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만 20세에서 65세 미만의 성인 

2) 자녀가 소아암 중 하나를 진단받고 치료 중 이거나 치료를 종료

한 부모  

3) 교육 및 설문내용을 이해하고 한글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일원 분류 분

산 분석을 기준으로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효과 크기 0.3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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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필요한 대상자는 111명이었다. 산출 결과와 탈락율을 고려하

여 환아의 치료시기별(진단 시, 치료 중, 치료 종결 시) 부모를 각 40명

씩, 총 12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1명이 연구 중 탈락하여 진단 시 

39명, 치료 중 40명, 종결 시 40명으로 총 119명이 최종 대상자로 참여하

였다. 치료시기별 대상자는 한번의 설문에만 참여하여 중복으로 참여한 

보호자는 없었다.  

 

3. 연구 도구 

1) 불확실성 

Mishel(1983)이 개발한 가족이 지각하는 불확실성 도구(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Scale-Family Member)를 오인옥과 김선아(2015)가 국문으로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오인옥과 김선

아(2015)의 한글 번역판 도구에 원 도구에서 삭제된 2문항을 추가하여 

원 도구와 동일한 31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오인옥

과 김선아(2015)의 국문판 도구에서는 재가 치료환자의 돌봄 가족에게 

적합하지 않은 두 문항을 제외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소아암 환자 

부모이며, 원 도구에 충실 하고자 상기 삭제된 두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

하였다.  

도구는 불확실성의 4가지 차원을 측정하는 4가지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모호성(Ambiguity) 13 문항, 명확성 부족(Lack of clarity) 9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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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족(Lack of information) 5 문항, 불예측성(Unpredictability) 4 문항으로 

총 31 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

렇다(5점)’의 최저 점수가 31점 최고 점수가 1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1개의 항목 중 9개 항목은 역환산 문항이

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는 .81이었고(Mishel, 1983), 국문 번역 도

구는 .90이었다(오인옥 & 김선아, 201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2) 간호 요구도 

소아암 환자 부모의 간호 요구도는 소아암 환자 부모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연구자가 개발한 개방형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다

음과 같다.  

 

 아이의 질병과 치료와 관련하여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무엇입니까?  

 치료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아를 돌보면서 어떤 간호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설문지의 답은 정량적 내용 분석(Quantitative content analysis)을 통해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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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2018년 4월 6일까지 약 5

개월 동안 시행되었다. 서울시 S 종합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치료를 종료

하고 외래를 방문하는 소아암 환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원이 직접 연

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S 종합 병원의 경우, 소아암 진단 후 첫 항암치료는 소아 혈액종양 병

동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진단 시의 자료 수집은 혈액종양 병동에 입

원해 있는 소아암 환자 부모를 대상으로, 첫 항암치료를 시작하는 시기

에 병실 혹은 교육실에서 설문지로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치료 중인 환자 부모 모집의 경우 혈액종양 병동 및 소아 청소년 암센

터 낮병동에서 공고 요법, 유지 요법 등의 항암치료 혹은 2번째 주기 이

상의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부모,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항암치료를 

받는 부모를 대상으로 병실 혹은 낮병동에서 설문응답이 진행되었다.  

치료 종결 시의 소아암 환자 부모는 항암치료를 종결하고 외래를 방문

하는 소아암 환자 부모를 대상으로 외래 전 대기 중일 때 소아 청소년 

암센터 외래에서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고, 설문에 참여한 소아

암 환자 부모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총 1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1명이 중도 탈락하여 11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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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S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IRB No. H-1711-118-901) 간호부문의 자료수집 허락을 받

아 진행하였다.  

대상자에게 배부하는 서면동의서에 연구의 목적, 연구의 절차, 측정 도

구, 연구 참여로 얻게 되는 이점, 연구자의 연락처, 언제든지 도중에 연

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에게는 서면 동의서의 사본 1부를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 후 분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환자 이름이나 신원 등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

는 자료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자물쇠가 달린 책장에 보관하였으

며, 연구 종료 후 IRB에서 명시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고 폐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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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통계분석은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1)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 치료시기별 불확실성의 차이, 불확실성의 하부 영역 점수의 차이

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한 변수는 Post-

Hoc test로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하였다.  

3) 치료시기별 간호 요구도는 정량적 내용 분석(Quantitative content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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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소아암 환자 부모와 소아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 

1) 소아암 환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19명이고 소아암 환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소아암 환자 부모의 성별은 여자가 105명(88.2%)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연령대는 최저 23세, 최고 55세로 평균 연령은 39.36±5.42세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61명(51.3%)였고, 종교가 없는 경우는 58명(48.7%)이었다. 소

아암 환자 부모 중 94명(79.0%)은 대졸 이상이었으며, 35명(29.4%)은 직장

을 가지고 있었다. 가계의 월 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50명(42.0%)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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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N=119)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Relationship 

with children 

   

Father  14(11.8)  

Mother 105(88.2)  

Age(year)   39.36±5.42 

 20-29   4( 3.4)  

 30-39  56(47.1)  

 40-49  56(47.1)  

 ≥ 50   3( 2.5)  

Religion    

 Don’t have   58(48.7)  

 Have  61(51.3)  

Education    

 ≤Middle school   2( 1.7)  

 High school  23(19.3)  

 ≥College/University  94(79.0)  

Occupation    

 Employed  35(29.4)  

 Unemployed  84(70.6)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10,000 won)  

 ≤199  21(17.6)  

 200-299  21(17.6)  

 300-399  27(22.7)  

 ≥ 400  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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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아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소아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

다(Table 2).  

남자가 69명(58.0%) 이었고, 여자는 50명(42.0%) 이었다. 소아암 유형은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 29명(24.4%),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13명

(10.9%), 급성 혼합형 백혈병이 4명(3.4%),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1명

(0.8%)으로 백혈병이 47명(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종양이 16명

(13.4%), 비호치킨 림프종이 14명(11.8%), 신경모세포종이 8명(6.7%), 골육

종이 8명(6.7%)이었다.  

소아암 환자의 연령은 최저 0세였고 최고는 18세로 평균 연령은 

7.65±4.98세이었다. 1세 미만이 7명(5.9%), 1-5세 미만이 36명(30.3%), 6-10

세미만이 33명(27.7%), 11세 이상이 43명(36.1%)이었다. 전체 119명의 환

아 중 진단 후 1년이 되지 않은 환아는 65명(54.6%)이었다. 재발을 경험

한 환아는 23명(19.3%)이었고, 이식을 받은 환아는 35명(29.4%)이었다.  

치료를 종결한 환아의 경우 치료 종결 후 시점이 12개월 이내는 25명

(21%), 치료 13개월 이상은 15명(13.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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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with Pediatric Cancer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Gender    

 Male 69(58.0)  

 Female 50(42.0)  

Type of cancer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29(24.4)  

Acute Myeloid leukemia 13(10.9)  

 Acute biphenotypic leukemia  4( 3.4)  

 Chronic Myeloid leukemia  1( 0.8)  

 Brain tumor 16(13.4)  

 Non Hodgkin lymphoma 14(11.8)  

 Osteosarcoma  8( 6.7)  

 Neuroblastoma  8( 6.7)  

 Retinoblastoma  7( 5.9)  

 Rhabdomyosarcoma  6( 5.0)  

 Germ cell tumor  5( 4.2)  

 Wilms tumor   4( 3.4)  

 Ewing sarcoma  3( 2.5)  

 Hepatoblastoma  1( 0.8)  

Age    7.65±4.98 
 0-11 month  7( 5.9)  

 1-5 year  36(30.3)  

 6-10 year 33(27.7)  

 ≥11 year 43(36.1)  

Order of birth   

 First 73(61.3)  

 Second 36(30.3)  

 ≥Third 10( 8.4)  

Time since diagnosis   

 1-11 months 65(54.6)  

 ≥12 months 54(45.4)  

Relapse    

 Yes 23(19.3)  

 No 96(80.7)  

Transplantation    

 Yes  35(29.4)  

 No 84(70.6)  

Time period since end of treatment (n=40)   

 1-12month  25(21.0)  

 13-48month  15(12.6)  

(N=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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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아암 환자 부모의 불확실성 

1) 소아암 환자 부모의 치료시기별 불확실성 

치료시기별 부모의 불확실성은 진단 시 87.77±13.43, 치료 중 83.33±15.10, 

치료 종결 시 75.35±12.82이었고, 불확실성은 치료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F=8.209, p<.001). 사후검증 결과 진단 시와 치료 중인 부모

보다 치료 종결 시 부모의 불확실성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Table 3). 

 

Table 3. Uncertainty according to Treatment Phase 
 (N=119) 

 

Group 1 

(n=39) a 
Group 2 

(n=40) b 
Group 3 

(n=40) c 
F 

p  

Scheffé 
Mean ±SD Mean±SD Mean±SD 

Uncertainty 87.77±13.43 83.33±15.10 75.35±12.82 8.209 
<.001** 

a, b>c 

**p<.01 

Group 1= At the beginning 

Group 2= During treatment 

Group 3=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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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환자의 치료시기별 부모의 불확실성을 문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진단 시에 점수가 높은 문항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

(4.21±1.00)’,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모르겠다(3.72±1.19)’, 

‘환자가 어느정도 기간 동안 아플지 나는 예측할 수 있다(3.69±0.86)’ 이

었다. 

치료 중에는 ‘치료 때문에 환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달라진다(3.88± 0.72)’, ‘환자의 상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3.85±0.83)’,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모르겠다(3.63±1.03)’ 순으로 평균 점

수가 높았다.  

치료 종결 시에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3.73±0.96)’, 

‘치료 때문에 환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달라진다

(3.68±1.02)’, ‘환자가 어느정도 기간 동안 아플지 나는 예측할 수 있다

(3.40±1.01)의 항목에서 불확실성 점수가 높아, 진단 시, 치료 중, 치료 종

결 시 모두 공통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소아암 환자의 치료시기별 부모의 불확실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환자의 질병 상태가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 것인지 잘 모르겠

다(F=4.084, p=.019)’,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모르겠다

(F=10.385, p<.001)’, ‘환자에 대해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F=10.187, p<.001)’, ‘환자의 증상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변한다(F=4.601, p=.012)’, ‘환자의 치료 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내가 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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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할 수 없다(F=7.421, p<.001)’, ‘퇴원 후 환자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F=5.353, p=.006)’, ‘환자의 상태가 좋을지, 나쁠지 나는 예측 

할 수 없다(F=3.188, p=045)’, ‘환자의 검사 결과가 검사할 때마다 다르다

(F=4.788, p=.010)’, ‘환자의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F=6.579, p=.002)’,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나 혼자서 환자를 돌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F=12.032, p<.001)’, ‘환자의 신체적 고통이 언제 줄어들고 언제 더 심해 

지는지 나는 예측할 수 없다(F=8.188, p<.00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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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tems Score of Uncertainty 
(N=119) 

Item 

Group 1 

(n=39) a 
Group 2 

(n=40) b 
Group 3 

(n=40) c F 
p 

Scheffé 
Mean±SD 

1. I don’t know what is 

wrong with my child 

2.08±1.13 1.93±0.80 2.05±1.01 0.267 .766 

2. I have a lot of questions 

without answers 

4.21±1.00 3.85±0.83 3.73±0.96 2.908 .059 

3. I am unsure if my child’
s illness is getting better 

or worse 

3.44±1.23 3.40±1.11 2.78±1.14 4.084 .019* 

a>c 

4. It is unclear how bad my 

child’s pain will be 

3.72±1.19 3.63±1.03 2.68±1.16 10.385 <.001** 

a, b>c 

5. The explanations they 

give about my child 

seem hazy to me  

2.36±0.96 2.63±0.95 2.23±0.86 1.935 .149 

6. The purpose of each 

treatment for my child is 

clear to me † 

2.51±0.68 2.53±0.68 2.20±0.76 2.699 .071 

7. I do not know when to 

expect things will be 

done to my child 

3.54±1.02 3.45±0.93 2.63±1.03 10.187 <.001** 

a, b>c 

8. My child’s symptoms 

continue to change 

unpredictably 

2.64±1.11 2.73±1.04 2.08±0.97 4.601 .012* 

b>c 

9. I understand everything 

explained to me † 

2.59±0.72 2.43±0.75 2.38±0.81 0.866 .423 

10. The doctors say things 

to me that have many 

meanings  

2.33±0.81 2.40±0.84 2.40±1.00 0.077 .926 

11. I can predict how long 

my child’s illness will 

last I feel ill † 

3.69±0.86 3.38±1.17 3.40±1.01 1.171 .314 

12. My child’s treatment is 

too complex to figure out 

2.82±0.79 2.35±0.98 2.10±0.74 7.421 .001**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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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Group 1 

(n=39) a 
Group 2 

(n=40) b 
Group 3 

(n=40) c F 
p 

Scheffé 
Mean±SD 

13. It is difficult to know if 

the treatments or 

medications my child 

is getting are helping 

2.64±0.96 2.65±1.10 2.60±0.98 0.027 .973 

14.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ypes of staff; 

it’s unclear who is 

responsible for what 

2.23±0.84 2.15±0.98 2.18±0.90 0.082 .922 

15. Because of the 

unpredictability of my 

child’s illness, I cannot 

plan for the future 

2.90±1.19 2.88±1.02 2.75±1.10 0.208 .812 

16. The course of my 

child’s illness keeps 

changing. He/she has 

good and bad days 

2.72±1.05 2.83±1.06 2.30±0.99 2.873 .061 

17. It’s vague to me how I 

will manage the care of 

my child after he/she 

leaves the hospital 

2.97±1.22 2.33±1.02 2.25±0.98 5.353 .006** 

a>b, c 

18. It is not clear what is 

going to happen to my 

child 

3.46±1.00 3.28±1.04 2.93±1.10 2.696 .072 

19. I usually don’t know if 

my child is going to 

have a good or bad day 

3.33±1.13 3.30±1.11 2.78±1.07 3.188 .045* 

20. The results of my 

child’s tests are 

inconsistent 

2.69±1.13 2.38±0.90 2.03±0.83 4.788 .010** 

a>c 

21.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is 

undetermined 

2.36±0.81 2.40±1.01 1.80±0.61 6.579 .002** 

a, b>c 

22. It is difficult to 

determined how long it 

will be before I can 

care for my child by 

myself 

2.90±0.97 2.48±1.13 1.83±0.81 12.032 <.001** 

a,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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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Group 1 

(n=39) a 
Group 2 

(n=40) b 
Group 3 

(n=40) c F 
p 

Scheffé 
Mean±SD 

23. I can generally predict 

the course of my child’s 
illness † 

3.18±1.00 3.03±1.05 2.73±0.91 2.177 .118 

24. Because of the 

treatment, what my 

child do and cannot do 

keeps changing 

3.46±1.14 3.88±0.72 3.68±1.02 1.767 .175 

25. I’m certain they will 

not find anything else 

wrong with my child † 

2.03±1.18 1.98±1.07 1.93±0.92 0.089 .915 

26. They have not given 

my child a specific 

diagnosis 

2.44±1.19 2.10±1.01 2.08±1.05 1.363 .260 

27. My child’s physical 

distress is 

unpredictable; I don’t 

know when it is going 

to get better or worse 

3.49±0.97 3.18±0.87 2.63±1.03 8.188 <.001** 

a, b>c 

28. My child’s diagnosis is 

definite and will not 

change † 

2.49±0.94 2.13±0.94 2.35±1.10 1.332 .268 

29. I can depend on the 

nurses to be there 

when I need them † 

2.13±1.06 1.95±0.75 1.95±0.68 0.588 .557 

30. The seriousness of my 

child’s illness hand 

been determined † 

2.05±1.03 1.73±0.75 1.90±0.81 1.397 .251 

31. The doctors and nurses 

use everyday language 

so I can understand 

what they are saying † 

2.38±0.78 2.05±0.64 2.08±0.69 2.737 .069 

**p<.01, *p<.05, †: reverse coding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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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아암 환자 부모의 치료시기별 불확실성 – 하부영역별 

치료시기별 불확실성의 4가지 하부 영역별 불확실성 점수는 다음과 같

다(Table 5). 

불확실성의 4가지 하부 영역을 Scheffé로 Post hoc test을 시행한 결과, 

모호성(Ambiguity)은 그룹 1, 2가 그룹 3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F=7.491, 

p=.001), 명확성 부족(Lack of clarity)에서는 그룹 1이 그룹 3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다(F=3.416, p=.036). 정보부족(Lack of information)의 영역에서는 

그룹 1이 그룹 2, 3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5.067, p=.008), 불예측성

(Unpredictability)은 그룹 1, 2가 그룹 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8.209, 

p<.001).  

 

Table 5. Four Dimension of Uncertainty according to Treatment Phase 
 (N=119) 

 

Group 1 

(n=39) a 
Group 2 

(n=40) b 
Group 3 

(n=40) c 
F 

p 

Scheffé 
Mean ±SD Mean±SD Mean±SD 

Ambiguity 37.92±8.04 36.80±8.34 31.60±6.85 7.491 
.001** 

a, b>c 

Lack of clarity 24.28±4.21 23.43±4.47 21.75±4.48 3.416 
.036* 

a>c 

Lack of 

information 
11.87±2.71 10.23±2.35 10.48±2.35 5.067 

.008** 

a>b, c 

Unpredictability 13.69±2.70 12.88±3.23 11.53±2.49 5.949 
.003** 

a>c 

Uncertainty 87.77±13.43 83.33±15.10 75.35±12.82 8.209 
<.001** 

a, b>c 

**p<.01, *p<.05 

Group 1= At the beginning 

Group 2= During treatment 

Group 3=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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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시기별 불확실성의 4가지 하부 영역별 점수를 문항 평균으로 환산

했을 때, 불확실성의 하부 영역 중 불예측성이 진단 시 3.45점, 치료 중 

3.24점, 치료 종결 시 2.91점으로 가장 높았다(Figure 1). 

 

 

Figure 1. Uncertainty comparison according to treatment phase on four dimension 

Group 1= At the beginning 

Group 2= During treatment 

Group 3=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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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아암 환자 부모의 치료시기별 간호 요구도 

본 연구에서 소아암 환자 부모의 간호 요구도는 소아암 환자 부모가 알

고자 하는 내용을 연구자가 개발한 개방형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질문은 

‘아이의 질병과 치료와 관련하여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무엇입니까?’, ‘치

료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환아를 돌보면서 어떤 간호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였다.  

수집된 질적 자료는 양적 내용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개의 질

문을 하였으나 질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보았을 때 가장 필요한 정보, 

도움이 필요한 부분, 필요한 간호를 비교적 유사하게 기술하였으므로 분

석 시에는 질문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분석은 가장 빈번하게 나

타난 단어 또는 표현 방법, 내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히 기술된 

단어, 내용 뿐 아니라 함의적 내용까지 포함하여 그룹화하여 분리하려고 

노력하였다.  

소아암 환자 부모는 총 490개의 의견을 서술하였고, 치료시기별로는 

치료 중에 가장 높은 빈도로 의견을 서술하였다. 세 그룹이 공통적으로 

가장 요구도가 높은 부분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식이에 대한 부분과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 관리나 자녀의 활동 수준에 관한 것, 지금 상태가 어

떤 지, 나을 수 있는지 등의 치료 상태나 예후에 대한 부분이었다(Table 

6). 간호 요구도의 주제 옆 괄호 안의 숫자는 유사 내용의 빈도를 표현

한 것으로 다빈도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Table 6. Nursing Needs according to Treatment Phase 

Treatment phase Theme(Frequency) Nursing needs 

Total 감염 예방을 위한 치료식이(68)  식사도 평상시와 똑같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치료식이(저균식) 음식 선택 요령이 궁금함 

 치료기간 동안만 저균식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함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 관리와 활동 

제한(65)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 

 퇴원 후 일상 생활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현재의 환자 상태 및 예후(52)  현재 상태 및 예후를 알고 싶음  

 재발 가능성이 궁금함 

At the 

beginning 
예후 및 정상 생활로의  

복귀가능성(19) 

 전과 같이 평범하게 살수 있는지 궁금함  

 모든 적극적인 치료를 마치고 완치될 확률을 알고 싶음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14)  집에서 실천해야 할 감염관리 방법(청소방법, 침구관리)을 알고 싶음 

 퇴원 후 집에서 환경 관리 및 감염 예방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 

During 

treatment 
치료의 진행 상황 및 치료 약제
(34) 

 현재 질병의 치료 정도에 대한 궁금증(처음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새로운 치료나 약을 쓰는 이유와 부작용이 궁금함  

자녀의 심리 상태 돌봄(14)  아이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간호가 알고 싶음 

 (놀이)심리적 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및 해결 방법(9)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함 

After 

treatment 
종결 후 예후 및 학교나 사회로의 

복귀와 적응(19) 

 치료 종결 후 아이를 어떻게 얼마나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함 

 재발 위험 정도를 알고 싶음 

 치료 종결 후 일상생활 허용범위에 대해 알고 싶음  

질병 관련 부작용, 후유증의 

장기적 관리 및 관리 시스템(15) 

 추가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함 

 세세한 설명이나 유의할 점을 교육이나 강의, SNS 등으로 알려 주기를 바람 

 치료에 따른 합병증 완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치료 종결 후 정서적 지원(10)  심리치료가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 같음  

 아이의 외로움과 우울함을 덜어주고 싶음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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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소아암 환자 보호자는 전 시기에 있어 가장 높은 간호 

요구도를 보여준 치료식이와 환경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치료를 하면서 가능한 식사가 무엇이 있는지(구체적으로 아이가 잘 먹고 

좋아하는 음식 허용 여부), 치료하면서 나타나게 될 부작용, 치료 후 재발 

가능성, 치료가 끝나면 전과 동일하게 평범하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을 더 쓰게 되더라도 아이가 아프지 않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가 아직 어리고 의사 표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니까요. 항암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많이 듣고 싶어요. 

항암제에 대해 보호자가 많이 알수록 부작용이 나타나면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 중심의 간호가 필요해요.’ 

[참여자1- 5] 

 

‘집에서 실천해야 할 감염관리 방법(청소방법, 침구 관리 등) 항암 식단

의 종류와 암 예방 식품 정보가 궁금합니다.’    

 [참여자 1-8] 

 

‘치료 종결 후 안 아플 때와 같이 똑같이 길거리 음식, 친구들과 같이 찌

개 등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참여자 2-1] 

 

현재 상태 및 예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지금 현재 항암 투여 중 뇌에 있는 종양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계속 자

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 한

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여자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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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의 치료 중 현 상태에 대해서 의료진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여자 2-12] 

 

종결 후 재발 및 재발 관련 징후, 재발 확률과 관련하여 간호 요구도

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예후 및 완치 후 관리(다시는 재발되지 않게)가 궁금합니다.’ 

[참여자 1-19] 

 

‘종결 후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은 후는 재발의 위험은 어느 정도며, 

평생 암을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지요?’ 

[참여자 3-18] 

 

‘관리가 필요하면 어느 기간 동안 관리해야 하는지, 재발의 위험도는 어

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여자 3-23] 

 

1) 진단 시 소아암 환자 부모의 간호 요구도 

진단 시 소아암 환자 부모는 질병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찌 할 바

를 모르는 상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어진 지식이나 주의 사항들이 

맞는 내용인지 막연하게 궁금해하고 확인하는 내용이 많았다. 또한 치료 

성공률은 어느정도 인지, 완치할 수 있는 지와 치료가 끝난 후의 삶과 

예후에 대해 궁금해하였다. 서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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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후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여자 1-6] 

 

‘모든 적극적인 치료를 마치고 완치될 확률이 가장 알고 싶고, 심리적 간

호가 필요합니다.’  

 [참여자 1-23] 

‘동종 질병을 가졌던 또래 아이들의 치료 후 모습, 가족생활,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로 생활을 영위하는지…’ 

[참여자 1-9] 

‘치료에 따른 희망, 몇 %라도 좋으니 완치 가능성에 희망을 주세요.’ 

[참여자 1-34] 

 

2) 치료 중 소아암 환자 부모의 간호 요구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치료 관련 약제나, 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종결 시점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요구도가 높았으며, 치료로 인해 파생되는 

심리적 문제나 항암치료부작용의 완화나 해결에 대해서도 요구도가 높았다.  

서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언어 발달이 또래에 비

해 많이 늦은 상태라 아이의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고 그럴 때면 아이

가 울고 짜증을 내며 종종 달랠 수 없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통제가 되

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간호가 필요합니다.’  

 [참여자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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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왜 발생했는지, 향후 치료 종결 후 재발 여부에 대해 궁금하며, 치

료 과정 중 항암 부작용으로 인하여 합병증 및 기타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요? 환아의 현재 치료 중 현 상태에 대해서 의료진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치료만 하고 있지 환아에 대한 치

료 정보나 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참여자 2-12] 

 

‘항암 부작용 완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항암 후 구토, 어지러움 등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아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습니다.’ 

[참여자 2-13] 

 

‘아이의 현재 치료 중 현 상태에 대해 의료진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

니다. 새로운 치료나 약을 쓸 때 왜 쓰는지, 부작용은 있는지 하는 자세한 

설명, 어떤 효과가 있는지 치료 과정이나 경과, 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정확하게 치료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리적 간호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한참 에너지 많고 또래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 하는

데 치료와 수치 때문에 그러지 못해 스트레스 받고 심심해 합니다.’  

[참여자 2-16] 

 

‘아이의 앞으로 치료과정과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주의해야 할 

점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제 치료가 종결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여자 2-19] 

 

‘정확하게 치료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떻게 

더 치료를 할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여자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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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시와 비교했을 때 막연함이나 표면적인 간호 요구도 보다는 치료

를 함에 따라 소아암 환자가 겪는 증상들을 간호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

인 질문과 실질적인 간호 요구도를 보였다. 또한 치료를 받는 중 평범한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변화된 외모, 친구들과 달라짐 등으로 소아암 환자

가 겪는 어려움에 따라 심리적, 정서적 간호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치료 종결 시 소아암 환자 부모의 간호 요구도 

치료 종결 시에는 종결 후 예후와 생활, 학교나 사회로의 복귀와 적응 

및 정서적 지원, 질병과 관련된 부작용, 후유증의 관리나 장기적 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종결 후 예후와 생활에 대해 실제 응답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치료 종결 후 일반적인 모든 게 가능하다고 애기 들었지만 어디까지 허

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염 위험도 염려되어 바깥 활동도 조심스럽고 

종결 후에도 일반인들보다 면역이 떨어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진료

를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컨디션이 저조하면 불안합니다. 아이의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 간호가 가장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 3-30] 

 

학교나 사회에 복귀와 적응 및 정서적 지원과 관련하여 실제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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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단절되어 집에만 있다 보니 정서 상태에 도움이 되는 간호가 필

요 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 3-8] 

‘세세한 설명이나 유의할 점을 교육이나 강의, 밴드 소식 등으로 알려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유치원이나 학교, 공동생활에 어

우러져 가기가 많이 두렵습니다.’  

[참여자 3-10] 

 

질병과 관련된 부작용 및 후유증 관리 등 장기적 관리와 관련하여 소

아암 환자 보호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주기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고 자세

히 설명해 주었으나 경황이 없고 처음이라 내용도 생소하고 이해가 잘 가

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의 견해나 경력에 따라 

설명이 다소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정 교육을 받고 설명을 일관

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3-7] 

‘치료 결과에 대한 합병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어

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엔 암만 치료 해서 건강해 진다면 무얼 더 바라겠냐

고 생각했지만 이젠 암보다 그에 따른 합병증이 더 무섭습니다. 무릎 괴사

가 발생해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

한 행복합니다. 치료 과정에 따른 합병증과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치료 과정에 따른 합병증 완

화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미리 알면 좀더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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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치료가 종결되고 일상 생활로 복귀하였지만 치료 전과 달라진 신

체 상태,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병원 외에 다른 사회나 학교에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치료 중 비

교적 의료진을 자주 만나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었지만, 병원에 오는 

날이 줄어들어 정보를 구함에 있어 제약이 있으므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환아 간호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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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소아암 환자 부모의 치료시기별 불확실성 정도를 확인하고 간

호 요구도를 파악하여 소아암 환자 및 부모에게 환아의 치료시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1. 소아암 환자 부모의 치료시기별 불확실성 

소아암 환자 부모의 치료시기별 불확실성은 진단 시와 치료 중보다 치

료 종결 시 유의하게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아암의 진단과 

치료가 소아암 환자 부모에게 큰 충격으로 불확실성을 가져오는데서 기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아암 환자의 치료시기별 부모의 불확실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환자의 질병 상태가 더 좋아질지, 더 나빠

질 것인지 잘 모르겠다(F=84.084, p=.019)’,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더 심

해질지 모르겠다(F=10.385, p<.001)’, ‘환자에 대해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F=10.187, p<.001)’, ‘환자의 치료 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내가 잘 파악할 수 없다(F=7.421, p=.001)’ ‘퇴원 후 환자를 어떻

게 돌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F=5.353, p=.006)’ 등이었는데 치료 중 혹은 

치료 종료 후에도 환아의 상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

간이 지남에 따라 환아의 상태 혹은 치료 과정, 필요한 간호 등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투병 중이지만 환아가 옆에 존재함으로써 이러한 불확

실성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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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서 암환아 가족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질병의 경과 기

간과 중증도에 따라 보았을 때 새로 진단을 받고 입원한 환아를 간호하

는 가족군(57.1±9.2)과 임종을 앞둔 환아의 가족군(58.1±4.4)이 재발로 다

시 입원해서 치료받는 환아의 가족군(51.7±7.5)에 비해 높은 불확실성을 

경험하였다(민영숙, 1994). 이러한 결과는 진단 시 높은 불확실성을 경험

한다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치료시기를 다르게 정의하였고, 

본 연구에서 치료 중인 환자는 임종을 앞둔 환아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

았으므로 치료시기별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겠다. 또한 이미진

(2010)의 연구에서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입원과 관련하여 불

확실성을 조사하였을 때 80점 만점에 48.7±6.48점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

구에서는 불확실성이 155점 만점에 진단 시 87.77±13.43, 치료 중 83.33

± 15.10, 치료 종결 시 75.35±12.82으로 중등도 이상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아의 보호자가 가

장 주된 대상자였고, 본 연구는 소아암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차이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시기별 불확실성을 보았을 

때,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는 165점 만점에서 91.01±15.19

점, 수술 후 보조 요법을 받는 환자는 94.91±11.58점, 회복 및 추후 관리 

시기의 환자는 91.72±12.51점으로 치료시기별 불확실성 정도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지만 질환 및 치료시기의 정의가 달라 본 연구와 직접적 비교에는 

제한이 있다(이인숙, 2004). 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단계별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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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을 보았을 때 전이가 없는 단계의 환자는 4점 만점에 2.59점, 전이

가 발견된 단계의 환자는 2.66점, 치료가 불가능한 단계의 환자는 2.57점

으로 질병 단계별 불확실성은 차이가 없었다(이미선, 2005). 이는 이미선

(2005)의 연구에서 질병의 단계를 구분하였으나, 치료 중인 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의 4가지 하부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은 

예측 불가능이었고, 모호성이 두번째로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아동의 입

원과 관련된 어머니의 불확실성의 지각을 보았을 때 질병의 예측 불가능

이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김옥, 2001).  

반면, 성인 암환자의 불확실성 정도에 대해 알아본 이미선(2005)의 연

구에서는 불확실성의 하부영역 중 정보의 부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

고, 암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오원옥과 김은숙(1998)의 연구에서는 

명료성의 부족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

한 질환과 관련된 모호성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와도 

차이를 보였다(유필숙 & 고성희, 2006; 이미진, 2010, 이인숙, 2004).  

이는 소아암 환자의 보호자가 성인 암환자에 비해서 대체로 연령대가 

젊고, 다양한 매체나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구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낮

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고, 반면,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부

모는 자녀의 상태에 대한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자녀의 치

료와 관련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예측성과 모호성의 영역

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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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은 어머니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질병

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만성 질환을 가진 환아 어머니의 심리적, 신체적 

증상의 위험 요소이다(Krister, Annika & Olle, 2003). 불확실성이 진단 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단 시 기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교육 자료를 제공하면 이로 인해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갑작스럽고 집중적인 요구는 불확실한 느낌이나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하며, 안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Mishel, 1990), 본 

연구를 토대로 진단 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교육을 제공하되 교육을 

제공하는 시점과 그 내용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치료 종결 시에도 소아암 환자 부모들은 많은 질문을 하고, 불확실성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이 진단 시

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는 치료 종결 시에 불확실성을 측정한 것이 아

니라 치료 종결 시의 환아 부모와 치료를 종결하고 외래를 다니는 환아

의 부모를 대상으로 불확실성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해석하

는데 있어 이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소아암 환자 부모의 간호 요구도 

본 연구에서 전 치료시기동안 소아암 환자 부모가 공통적으로 높은 간

호 요구도를 보인 부분은 치료식이, 환경 감염 관리, 현재의 상태 및 예

후에 관한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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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식이와 환경 관리에서 전 치료시기에 공통적으로 간호 요구도가 

높은 것은 자녀의 치료기간 동안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매일을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소아암 환자 부모는 현재의 상태나 예후,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

고자 하는 요구가 높았는데 선행 연구에서 암환아 어머니는 교육/지지적 

간호 요구도가 높았고 특히 질병에 관한 영역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

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정수경, 2004; 황지숙, 2009). 또한 암환자 가족

이 ‘환자에게 행해지는 치료와 간호가 왜 필요한지 알고 싶다’,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하루 한번씩 알려주면 좋겠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한 

환자 상태 및 치료와 간호정보요구(4.21)가 가장 요구도가 높았고, 정서

적 지지 요구(3.52)가 가장 낮았다는 선행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함

단옥, 2004). 이는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보호

자의 정서 상태와 생소한 의학 용어의 사용과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한 치

료와 처치가 요구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호자에게 설명을 제공

하기 힘든 의료 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옥(2001)의 연구에서는 간호 요구도의 영역별 순위에서 직접 간호 

영역이 3.48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담과 교육이 3.36점, 시설 및 환경 

영역이 3.33, 간호사정이 3.31점이었으며, ‘간호사가 능숙하게 주사를 잘 

놓아 주는 것’의 항목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환아의 상태 파악 및 

요구 사항 파악, 약물 투여의 이유와 결과 설명, 보호자의 질문의 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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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답 등의 항목에서 간호 요구도가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맥 

주사와 관련된 요구도는 한 건도 없었고, 중심 정맥관과 관련하여 3건 

정도의 요구도를 보여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를 시행한 병원에서는 

대부분의 소아암 환자가 케모포트(chemoport)나 히크만 카테터(hickman 

catheter) 등의 중심 정맥관을 사용하며, 정맥주사팀이 있어 숙련된 간호

사가 정맥주사를 시행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치료시기에 따른 소아암 환자 부모의 간호 요구도를 비교해 볼 때 치

료 시작 시기에는 치료 성공율이나 치료가 끝난 후 예후 등에 대한 간호 

요구도가 높았다. 이는 치료 시작 시기에는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지인 혹은 경험을 통해 접하였으나, 항암치료를 시작하기 전이나 혹은 

치료 시작 직후이므로, 익숙하지 않은 치료 약제나 부작용과 같은 구체

적인 간호 요구도보다는 자녀가 암으로 진단받고 과연 치료를 잘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치료가 끝나고 난 후 아프기 전의 상태로 복귀 

가능한 지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 중에는 치료 과정 관련 약제 및 종결 시기, 치료로 인해 파생되

는 심리적 문제나 신체적 증상의 해결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실제로 치료를 하면서 알게 되는 약제, 치료로 인해 겪게 

되는 증상 해결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간호 요구도로 생각되어 지며, 치

료와 관련하여 진단 시에 많은 설명이 제공되었으나 치료 중에는 재발이

나 이식 혹은 상담이 필요한 문제가 없는 경우 외래에서 짧게 의료진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진단 시 수립된 치료 계획에 변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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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요구도와 치료기간 동안 유치원, 친구 혹은 다른 일상과의 격

리, 치료와 함께 경험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요구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치료 종결 후에는 예후 및 생활,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소아암 환자의 부모의 경우, 정서적 영역에 대한 간호 요구가 높고, 치료

가 끝난 후 자녀의 심리 정서적 기능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역시 진단 시부터 정서적 지원에 대한 간호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종결 시에 부모에게 정서적 심리적 간호 요구도가 가장 빈번하

게 서술되어 치료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문제나 치료 후 적응에 대한 부

분에서도 간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Katherine, 2017; Laura, argaret, & 

Jennifer, 2007).  

막상 치료가 끝났지만 아프기 전의 상태로 치료식사나 감염 관리 지침

을 지키지 않으면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치료는 끝났지만 어디까지 허용하여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투병기간 동안 뒤처진 학업진도나, 멀어진 친구와의 

관계, 적응의 어려움 등이 간호 요구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암 환자 보호자의 간호 요구도를 개방형 질문으로 

물음으로써 다양한 간호 요구도를 알 수 있었지만 간호 요구도를 심리적

(psychological), 정보적(informational), 환자 간호(patient care), 개인적

(personal), 영적(spiritual), 가정관리(household) 등의 다양한 범주의 요구도

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지 않고, 정보적 영역에 주로 초점을 맞춰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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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구성하여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암 환자 부모가 응답한 내용

을 볼 때 치료시기에 따라 공통적으로 간호 요구도가 높은 부분은 치료 

전 시기에 걸쳐 유사하지만 일회성의 교육이 아니라 치료시기별 요구도

에 따라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치료가 

끝나고 병원을 방문하는 일정이 감소하고, 방문 간격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진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하므로 일상 생활에 복귀한 후 SNS나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 부모와의 멘토링 등 다른 지지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

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는 소아암 환자 부모의 치료시기별 불확실성과 간호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연구의 측면에서 Mishel의 불확실성 이론을 소아암 환자 부모에

게 적용하였고, 치료시기에 따른 불확실성의 차이를 확인한 점에 있어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설문 조사 자료를 토대로 factor analysis를 

통해, 문항의 변별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 각 항목이 알고자 하는 하부 

영역의 정보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 자료로 활용 

가능하겠다.  

둘째, 교육의 측면에서 소아암 환자 부모가 치료시기별로 다른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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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학생 교육 시 소아암 환자 

보호자의 간호 요구도와 불확실성이 차이가 있음을 가르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임상에서 실제로 소아암 환자의 치료시기에 따라 불확실성이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아암 환자 부모에게 치료시기별로 요구도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 요구도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에서 치료적, 정서적, 영역 등으

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서술하여 그 요구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

아암 환자 부모가 치료나 진단에 관련된 부분만큼이나 실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감염 관리와 관련된 환경 관리 및 치료식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간호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아암 환자 부모의 치료시기

별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간호 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호자 교육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 의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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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아암 환자 부모의 치료시기별 불확실성과 간호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5개월간 서울

에 소재한 S 대학병원에서 자녀가 소아암을 진단받고 입원 혹은 외래에

서 항암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종결한 부모를 대상으로 만 20세 이상 65

세 미만 성인 11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가보고식 설문도구를 이용

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아암 환자 부모의 성별은 남자는 14명(11.8%), 여자는 105명

(88.2%)이었고 연령대는 최저 23세, 최고 55세로 평균 연령은 39.36±5.42

세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61명(51.3%)이었고, 94명(79.0%)은 대졸 이

상이었으며, 소아암 환자 부모 중 35명(29.4%)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가계의 월 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50명(42.0%)로 가장 많았다.   

둘째, 소아암 환자는 남자가 69명(58.0%)였고, 여자는 50명(42.0%)였다. 

소아암 유형은 백혈병이 47명(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은 11세 이

상이 43명(36.1%)이었다. 재발을 경험한 환아는 23명(19.3%)이었고, 이식

을 경험한 환아는 35명(29.4%)이었다. 

셋째, 소아암 환자의 치료시기별 부모의 불확실성은 진단 시 87.77±13.43, 

치료 중 83.33± 15.10, 치료 종결 시 75.35±12.82이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F=8.209, p<0.001).  

넷째, 간호 요구도는 진단 시, 치료 중, 치료 종결 시 모두 치료식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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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분과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 관리나 자녀의 활동 수준, 치료 상

태나 예후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 대학병원에서 자녀가 소아암으로 진단받

고 항암치료를 시작하거나 치료 중 혹은 치료를 종결한 부모를 대상으로 

1회적으로 조사한 횡단적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자녀가 소아

암을 진단받은 환자 부모의 치료시기에 따른 불확실성 및 간호 요구도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를 토대로 소아암 환자 부모의 치료시기별 불확실성 및 

간호 요구도에 대한 중재 개발이 필요하며, 현재 대부분의 경우 진단 시 

교육이 집중되어 있고, 치료 중이나 치료 종결 시에는 보호자가 문의하

거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 재발이나 병의 진행 시 재교육이 시행되

므로 자녀의 치료시기별 요구도에 맞는 교육을 통해 소아암 환자 부모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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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atric cancer is the most common cause of pediatric disease deaths. In 2014, 

about 1,400 cases were diagnosed as childhood cancer with acute leukemia 

accounting for about 30%. When a child is diagnosed with pediatric cancer, parents 

with pediatric cancer patient are known to experience extreme stress and uncertainty 

by experiencing fear such as guilt, anger and helplessness.  

The education for the parents of pediatric cancer patients during long term treatment 

is an important part for the health management of the child. Education of the parents 

with pediatric cancer patients is essential to maintain the optimal health condi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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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nage the long term complications, and uncertainty is also expected to affect. In 

the clinical setting, education for parents with pediatric cancer patient is mostly 

performed at the time of diagnosis, and education according to the treatment time is 

not don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nursing needs in each perio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uncertainty and 

nursing needs of parents of pediatric cancer patients at the time of diagnosis, during 

treatment, and after treatment.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study to investigate the uncertainty and nursing 

needs of parents with pediatric cancer pati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19 parents with pediatric cancer patients at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eoul, Korea.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or 5 

months from December 2017 to April 2018 using self - report questionnaire.  

In this study, an instrument translated by Oh inohg and Kim Sunah (2015) as 

"Uncertainty Scale-Family Member Perceived Uncertainty with 31 items, which was 

originally developed by Mishel (1983) was used. Nursing needs were investigated 

as open question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range, ANOVA, and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Parents with pediatric cancer patients were 14 (11.8%) in males and 105(88.2%) 

in females. The mean age was 39.41 ± 5.42 years. 61 cases (51.3%) had religion 

and 94 cases (79.0%) of parents with pediatric cancer patients were more than 

college graduates, and 84 cases (70.6%) were unemployed. The monthly 

household income of more than 4 million won was the highest with 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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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diatric cancer patients were 69 (58.0%) in males and 50 (42.0%) in females. The 

most common type of childhood cancer was leukemia (39.5%), Age ranged from 0 

to 18 years old, over 11 years old were 43 patients (36.1%). 23 patients (19.3%) 

experienced recurrence, and 35 patients (29.4%) experienced transplantation.  

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uncertainty of parents with pediatric 

cancer patients at the beginning (M = 87.77), during treatment (M = 83.33) 

and after treatment (M = 75.35). 

4) The nursing needs were the highest for the treatment diet (low bacterial diet) 

and environmental control for infection prevention, child 's activity level, 

treatment status and prognosis 

 

The uncertainty of parents of pediatric cancer patients was high at the beginning 

of treatment and during treatment, and the uncertainty decreased as treatment 

proceeded. The most common part of the nursing needs was infection control and 

treatment diet, daily life management, and prognosi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given the fact that uncertainty and nursing needs 

are different in each treatment phase, it is warranted to develop the tailored education 

program which can provides tangible support for parents with pediatric cancer 

patients in each phase. 

 

 

Keywords : Parents of pediatric cancer patients, Phase of treatment, Uncertainty, 

Nursing needs. 

Student number : 201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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