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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사회의 질병양상은

과거의 급성질환과 전염성질환에서 만성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로 변화하고 있다 만성질환은 단지 환자 개인.

의 삶의 형태에 변화를 줄뿐만이 아니라 환자와 상호관

계에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만성.

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환자의 지속적인 간호요구로 인

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 ,

다(Kosberg, Cairl & Keller, 1990; Zarit, Reever

이에 만성질환이 가족에게& Bach-Peterson, 1980).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들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올바른 사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감은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환자의 행동이나 상태 변화와 같은 상황이나 사건과 관

련되어 경험하게 되는 정서 신체 사회 및 재정적인 어, ,

려움과 불편감의 정도 등 를 말한다 부담(Zarit , 1980) .

감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 주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

족을 대상으로 하여 왔으며(Brown, 1992; Haley,

등Bartolucci, Levine & Brown, 1987; Zarit ,

국내에서도 만1980; Zarit, Todd & Zarit, 1986),

성질환을 가진 아동이나 성인 정신질환자 또는 노인환, ,

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어 왔다 부담감의 측정을 위해 노.

영숙 의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은 오가실과 서미혜(1997)

의 가족부담감 측정도구서미혜 오가실 를 사용( , , 1993)

하였으며 그 외의 연구들은 외국의 부담감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

년 처음 사용한 오가실과 서미혜의 가족부담감1993

측정도구는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 측정을 위해 개발

되었으며 개발당시에는 도구의 내적 일관성과 내용 타당

도가 보고되었다서미혜 오가실 그동안 본 도( , , 1993).

구가 다양한 연령층의 여러 건강문제를 지닌 환자의 가

족부담감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타당도

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오가실과 서미혜의 가족부담감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Ⅱ 문헌 고찰.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1.

가족 중에 만성질환자가 발생하면 상호의존적 체제의

구성원인 다른 가족에게도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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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만성질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은 환자의 지속적인 간

호와 돌봄의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심리적 경제, , ,

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부담감이라

할 수 있다 은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 Brown(1992)

담감은 사회생활 심리적 안녕 신체적 건강 사회 경제, , , ,

적 상태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이인정 은 정서, (1989)

적 어려움 사회적 활동의 축소 역할갈등 노인과의 관, , ,

계변화 육체적 건강의 악화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 .

라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은 가족으로 하여금

환자간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들은 만성질환자 돌봄의 부담감은 가족의 기

분 삶의 질 건강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 ,

다 과. Miaskowski, Kragness, Dibble Wallhagen

의 연구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이 클수(1997)

록 부정적 정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만성질환자 가.

족의 부담감과 삶의 질의 관계는 치매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와 의 연구George Gwyther(1986)

에서 돌봄의 부담감이 큰 가족이 신체적 정신적 재정, ,

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황폐한 삶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성.

질환아나 발달장애아를 가진 어머니의 환아간호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감이 안녕상태의 변화와 삶의 질에 부정적

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도 이를

지지한다심미경( , 1997; Leonard, Johnson &

뇌 척수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Burst, 1993). ,

담감에 대한 정추자 의 연구에서 가족 부담감과(1993)

삶의 질간의 관계가 역상관관계의 결과를 보였다.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담감과

건강상태를 분석한 신혜경 의 연구결과 가족의(1994) ,

부담감과 건강상태는 비교적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여 가

족의 부담감이 클수록 가족의 건강상태가 낮다고 하였다.

가족부담감 측정도구2.

국내연구에서 사용된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

담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주로 외국에서 개발된 질문지를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개의 질문지가 주류를 이룬다2 .

첫째는 와 이Montgomery, Gonyea Hooyman(1985)

정신적인 문제를 지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한 도구이다 이는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22

어 주관적 객관적 부담감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국내 정, ,

신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 연구를 위해 각

연구자가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성미혜 백승남( , .

최영신 이들 연구에서 도구의1999; , 1997). Cronbach's

는α 이었다.78 .92 .～

두번째는 등 의 질문지로서 총 개의 문Zarit (1980) 29

항을 노인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즉 배우자의 부담

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그 후 정서.

적 신체적 사회생활 경제적 영역으로 부담감을 재구분, , ,

한 개의 문항으로 수정되었다 등 국내20 (Zarit , 1986).

에서는 김영자 이평숙 홍여신 박현애 조남옥, (1999), , ,

의 연구에서 일과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 활동(1996) , , ,

경제적 부담의 개 영역 개 문항으로 구성된 년5 , 22 1987

도 판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값은 과, Cronbach's .88α

이었다.92 .

이 외에 이숙자 와 장인순 은 노인환자(1993) (1995)

가족의 부담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부담감 측정도구를

참조로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개인적으로 개발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가족부담감 측정 도구들이 국.

내의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구체적으로 도구

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서미혜 오가실 은 선행연구와 국내외 가족 부, (1993)

담감 측정도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하며

특정 건강문제와 관계없이 만성질환자를 간호하는 가족

의 부담감을 측정할 수 있는 가족부담감 측정도구를 개

발하였다 이 도구는 개발당시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

족이 경험하는 현재의 느낌이나 생각을 측정하는 의존,

사회 정서 경제 신체 등의 개 하부영역에 해당하는, , , 5

개 문항을 일차로 선정하여 문구 및 어휘를 수정 보24 ,

완하였다 그리고 이를 명의 환자 가족에게 사전조사. 10

를 실시하여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적합한 문항

은 삭제하고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개25

문항의 도구로 완성하였다.

이 도구는 이후 다양한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지닌 여

러 연령층의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에 대한 여러

연구노영숙 문진하 신혜경 오( , 1997; , 1994; , 1994;

가실 이현주 에서 사용되어, 1997; , 2000) Cronbach's

값이 에서부터 의 범위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76 .89α

뢰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도구의 타당도.

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없었으므로 가족의 부담감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는 방법

론적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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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는 방법론

적 연구로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뢰도 검정1)

신뢰도 검정은 한 도구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측정하고

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일관성있게 측정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각 문항간의 평균 상관계수에 기초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내적 일관성을 검사하였다.

타당도 검정2)

타당도 검정은 구성타당도와 준거타당도 검사를 선택

하여 확인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해서는 요인분석.

과 집단비교법을 이용하였다 집단비교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상에서 이미 알고 있는 특성 때문에 차이를 보

일만한 집단에서 이 방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Polit

& Hungler, 1991).

준거타당도는 측정도구에 의한 측정결과가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동

시타당도에 의해 검증하였다(Polit & Hungler,

1991).

연구대상자2.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서울시내에 위치1998 3 2 5 13

한 대학병원 소아과병동에 입원한 급성 및 만성질환을Y

가진 아동의 가족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급성질환은156 .

폐렴이나 기관지염 급성위장관염을 만성질환은 현재의, ,

질병을 진단 받은 지 개월이 경과한 천식 소아당뇨3 , ,

신증후군 소아암 신체장애 발달지연 뇌기능 장애 등, , , ,

을 포함하였다.

연구도구3.

가족 부담감 면접도구 이는 와: Tessler, Fisher

가 개발한 것으로 오가실과 서미혜Gamache(1992) ,

의 가족 부담감 측정도구와는 달리 대상자와의 직접면

접을 통해 측정한다 와. Tessler, Fisher Gamache

의 가족부담감 면접 도구(1992) (The Family

가운데서 오가실과Burden Interview Schedule)

서미혜의 가족부담감 측정도구의 부담감 하부영역과

유사한 정서적 반응 편견 근심의 개 하부영역의 문, , 3

항들을 선택하여 우리말로 번역한 후 간호학 교수로부

터 어휘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받고 예비조사를 통해

어휘를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정서적 반응 영역은 대.

상자의 고민이나 걱정을 측정하는 정서적 불편감 문5

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환자를 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현재의 느낌이나 생각을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

매우 그렇다 까지의 점 로 측정하게 되“ ” 5 Likert scale

어있으며 개발당시 이 영역의 는 이Cronbach's .82α

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 .61 .

편견영역은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이 가족 내에 있으므

로 갖게되는 생각이나 느낌을 측정한 것으로 각 문항

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각“ ” “ ”

각 또는 으로 점수화한다 개발당시 편견영역의“1” “0” .

는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었Cronbach's .84 , .74α

다 근심영역은 환자의 안전 치료 앞으로의 사회생. , ,

활 신체적 건강 현 가족생활 경제적 상태 환자의, , , ,

장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조금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종종” “ ” “ ” “

그렇다 지속적으로 그렇다 로 구분하여 각 점에서” “ ” 0 4

점까지로 부호화하였다 개발당시 이 영역의 신뢰계수.

는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89 , .80 .

기분측정도구 이는 와 그의 동료들이: McNair 1971

년에 개발한 기분측정도구(Profiles of Mood State:

를 가 번역한 것을 이용하였다 기POMS) Lee(1991) .

분측정도구는 총 문항으로 점에서 점 척도로 되65 1 5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반영하,

는 것으로 이 도구의 신뢰계수는 원대영 의 연(1999)

구에서 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계수.80 .

가 이었다.96 .

삶의 질 와 의 삶의 질 측정도: Oh, Cho Kim(1992)

구로서 대상자가 삶에 대해 만족감 행복감 걱정의 정, ,

도 삶의 형편 장래에 대한 생각을 응답하는 총 개, , 18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계수는 선행연.

구 서미혜 오가실 오가실 에서 에( , 1993; , 1997) .69

서 범위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다.91 , .81 .

증상조사서 증상조사서는 총 개 건강증상 문항으: 48

로 구성되어 있다서미혜 오가실 이는 최근( , , 1993).

일간 응답자가 경험한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증상15 , ,

을 전혀 없었다 부터 아주 심하다 까지의 점 척도로“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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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많.

은 것으로 해석한다 선행연구들에서 가족부담의 예측.

변인 측정도구로 많이 사용하여 왔으며 그 신뢰계수는

에서 까지의 범위에 있다서미혜 오가실.95 .98 ( , ,

오가실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는1993; , 1997).

로 나타났다.97 .

자료수집방법4.

자료수집은 명의 공동연구자와 명의 연구보조원에2 1

의해 직접 면접법과 자가보고식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실

시하였다 면접조사에서 조사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

여 연구책임자가 면접조사방법의 훈련을 일간 실시하였2

으며 연구대상자의 기준과 일치하는 명의 환아 어머니10

에게 예비조사를 하여 자료수집자간의 신뢰도를 확인하

였다.

자료수집자는 병실을 방문하여 응답자에게 연구에 협

조해줄 것을 부탁한 후 면접을 먼저 실시하고 면접이 끝

난 후에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응답자가 질문지에 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제공한 후 질문지를 회수하

였다 응답자가 질문지를 작성하는 동안에 자료수집자는.

응답자의 주변에 머물면서 응답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질문에 항상 답할 수 있도록 대기하였다 가족 부담감.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분이었으며 총 자5 ,

료수집 시간은 분이었다20-30 .

자료분석방법5.

도구의 신뢰도1)

내적 일관성을 검사하기 위해 계수를Cronbach's α

산출하였다.

도구의 타당도2)

구성타당도는 주성분 요인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집단,

비교법은 급성 및 만성질환아의 건강상태에 따른 가족부

담감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로 분석하였다t-test .

동시타당도는 적율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Pearson .

Ⅴ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전체 대상자 명 가운데 환아를 돌보는 가족은 대156

부분이 어머니로 명이었고 아버지가91.0%(142 ) , 5.8%

명 조부모와 친척이 명이었다 응답자의 평(9 ), 3.2%(5 ) .

균연령은 세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33.9 . 54.5%(85

명 로 가장 많았고 대졸 명 중졸 대학원이) , 35.9%(56 ), ,

상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가정주부. (74.4%,

명 였으며 가족의 경제상태는 중이라고 응답한 사116 ) , ‘ ’

람이 명 이었고 하가 명 상은118 (75.6%) ‘ ’ 34 (21.8%), ‘ ’

명 이었다3 (1.9%) .

환아의 연령은 평균 세였고 남아 명4.96 , 86

여아 명 이었다 이들 중 급성질환(55.1%), 70 (44.9%) .

을 가진 환아는 명 이었고 만성질환이나 장54 (34.6%) ,

애를 가진 환아는 명 이었다102 (65.4%) .

신뢰도 검증2.

본 가족부담감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가Cronbach's α

이었다 각 문항과 전체 도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89 .

는 문항분석시 유의한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

한 기준인 상관계수(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을 고려하여 볼 때 본 도구의 문.30(Nunnally, 1978) ,

항들은 에 미달하는 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에서.30 3 .33

의 범위에 있다 표 그러나 미만의 개 문항.71 < 1>. .30 3

들을 제외한 후에도 전체 도구의 신뢰계수가 로 변화.89

없었으므로 이들 항목을 도구에 그대로 포함하였다.

표 가족 부담감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1>

Item 문항내용 요약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1

2

3

4

5

6

무능력한 아기에 대한 책임

아기 돌보기로 인한 내 시간의 불충분

경제적 여유 없음

아기로 인한 몸의 고달픔

가족이 예전처럼 잘 지내지 못함

아기를 보면 고통스러움

.42

.54

.55

.63

.57

.61

.88

.88

.88

.88

.8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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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족 부담감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계속< 1> ( )

Item 문항내용 요약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아기의 의존성

아기 돌보기에 대한 분노

아기 돌보기로 인한 친구 방문의 어려움

아기 관련 비용의 고가

아기 돌보기로 인한 식욕저하

아기 돌보기로 인한 사회생활의 지장

아기 돌보기에 대한 죄책감

아기의 과도한 요구

아기 돌보기로 인한 우울

아기에 대한 내 자신의 필요성

아기를 위한 더 많은 비용 사용에 대한 바램

아기의 장래에 대한 염려

아기 돌보기에 대한 긴장감

아기에게 도움 제공

아기 돌보기의 즐거움

아기의 조정성

아기로 인한 수치심

아기에 대한 원망

아기 돌보기의 보람

.44

.44

.57

.52

.41

.44

.43

.35

.71

.13

.24

.55

.62

.10

.34

.33

.53

.51

.40

.88

.88

.88

.88

.88

.88

.88

.88

.88

.89

.89

.88

.88

.89

.88

.89

.88

.88

.88

표 가족 부담감 측정도구 문항의 주성분 요인분석< 2>

문항
요인

1( =.73)α 2( =.72)α 3( =.80)α 4( =.72)α 5( =.61)α 6( =.52)α

1 .803

2 .796

4 .624

11 .451

10 .791

3 .791

5 .495

13 .765

9 .533

15 .529

6 .515

12 .505

19 .467

22 .775

8 .635

14 .617

23 .536

24 .515

7 .375

21 .798

25 .694

16 -.453

20 .426

17 .758

18 .466

Eigen value 2.80 2.74 2.62 2.54 2.44 1.56

% variance 11.2 11.0 10.5 10.2 9.8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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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 검증3.

구성타당도1)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요인수를 최소화하면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주성분분석(Principle

을 하였으며 직각회전방법의Component Analysis) ,

방식으로 요인회전하였다 가족부담감 측정도Varimax .

구의 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고유값25 , (eigen

이 이상인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value) 1.0 6 .

요인은 총분산의 를 설명하였으며 나머지 개의11.2% 5

요인이 총분산의 를 설명하여 전체 요인은 총분산47.5%

의 를 설명하였다 표58.7% < 2>.

도구의 각 문항과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량은 일반적으로 이상 또는 이상이면 적합±.30 ±.40

하다 본(Nunnally, 1978; Polit & Hungler, 1991).

도구의 모든 문항들은 이상의 요인적재량을 보여 문.30

항과 요인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 의, 1

문항 의 요인적재량이 으로 가장 컸다1 .803 .

요인을 명명할 때는 요인의 적재량이 큰 것이 가장 그

요인을 잘 설명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요인 은1

부담감의 의존 측면 요인 는 부담감의 경제적 측면, 2 ,

요인 은 부담감의 정서적 측면 요인 는 조정 및 요3 , 4

구 요인 는 돌봄의 평가의미 요인 은 아기 미래의, 5 / , 6

안녕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별.

값은 의 범위에 있다 각Cronbach's alpha .52 .80 .～

요인과 가족부담감 측정도구와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에서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58 .88

를 나타냈다(p<.001).

집단비교법 가족부담감 측정도구가 돌보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부담감의 정도를 민감하게 측정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을 가진 환아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응답자 전.

체의 부담감의 평균은 이며 만성질환아동을 돌보는70.4 ,

가족의 부담감은 이고 급성질환아동을 돌보는 가족74.0 ,

의 부담감은 로서 만성질환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부63.7

담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t= -4.90, p=.000)< 3>.

표 가족 부담감의 집단비교< 3> n=156

집단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t p

급성질환아 가족 54 63.7 ± 14.0
-4.09 .000

만성질환아 가족 102 74.0 ± 15.4

합 156 70.4 ± 15.7

동시타당도2)

본 도구로 측정한 가족부담감과 가족부담감 면접도구

로 측정한 부담감의 관계는 상관계수가 로.68(p=.000)

본 도구가 가족의 부담감을 측정하는 다른 표준화된 도

구인 가족부담감 면접도구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

여 본 도구의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부담.

감과 기분과의 상관관계는 삶의 질과r= .66(p<.001),

는 건강증상과는 로서 가족-.50(p<.001), .69(p<.001)

의 부담감이 높을수록 기분상태가 부정적이며 건강증상,

이 많고 삶의 질이 낮았다 표, < 4>.

표 가족 부담감 측정도구의 동시타당도 검증< 4>

변수 r

가족 부담감 가족부담감 면접 도구로 측정( ) .68*

기분

건강증상

삶의 질

.66*

.69*

-.50*

* p< .001

Ⅵ 논 의.

좋은 측정도구는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신뢰

성을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도구의 질 평가는

중요하며 이러한 측정도구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방,

법이 신뢰도와 타당도이다(Polit, & Hungler, 1991).

따라서 개발하여 사용하는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

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는 오가실과 서미혜의.

가족부담감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 부담감 측정도구의 신뢰계수는 .89

로 나타나 집단 비교시 적절한 신뢰계수의 수준인, .60

보다 높게 나타나 도.70(Polit & Hungler, 1991)～

구의 신뢰도를 지지해 주었다 또한 이러한 신뢰계수는.

다양한 연령층의 여러 건강문제를 지닌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노영숙( , 1997;

문진하 신혜경 오가실 결과와도, 1994; , 1994; , 1997)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는 타당도 검정을 위해서 개념의 이론적 배경

에서 도출된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구성 을(construct)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검정하는 구성타당도를 실시하였

다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과 부담감 개념의 특성 때문.

에 차이를 보일만한 집단인 급성과 만성질환아 집단의

비교를 통한 집단비교법을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또한.

측정된 변수의 값과 관련 준거변수와의 관련정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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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타당도를 산출하는 준거타당도인 동시타당도를 확

인하였다.

요인분석에서 가족부담감 측정도구는 개 요인이 추6

출되었다 이는 도구개발 당시 문항들은 신체적 정서적. , ,

의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개 영역으로 구분되었, , 5

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도구가 개발.

당시 만성질환을 가진 성인이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문헌고찰에 주로 기초하였기 때문이라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이 돌보아야 하는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체적 부담감은 적어지,

는 반면 아동을 돌보는데 대한 의미 미래의 안녕에 대, ,

하여 더 고뇌하는 가족이 아닐까 하는 해석을 할 수 있

다 따라서 부담감의 개념적 틀과 연구의 대상을 다양화.

하여 돌보아야 하는 환자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부담감

의 요인을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집단비교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 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이 급성질환아를 돌보는 가족의 부

담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본 도

구가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을 측정하는데 민감한 도

구로 보여진다.

한편 가족부담감 측정도구의 동시타당도 분석에서 가,

족부담감 면접도구(Tessler, Fisher & Gamache,

와의 상관관계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1992)

나타나 본 도구가 건강문제를 지닌 환자를 간호하는 가

족의 부담감을 측정하는데 동시타당도가 높은 도구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시타당도 검증을 위해 가족의 부담감과 기분,

삶의 질 건강증상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도 여러 선행,

연구의 개념적 기틀과 일치하였다 가족의 부담감이 높.

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암 환자 가족의 기분상태를 조사한 Miaskowski,

과 의 연구결과와Kragness, Dibble Wallhagen(1997)

동일하다 뇌 척수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에. ,

대한 정추자 의 연구에서 가족 부담감과 삶의 질(1993)

간의 관계가 역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과 건강상태를 분석한 신혜경 의 연(1994)

구결과 가족의 부담감과 건강상태는 비교적 높은 역상,

관관계를 보여 가족의 부담감이 클수록 가족의 건강상태

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도구가 대상자.

의 현재 기분상태나 삶의 질 건강상태를 구분할 수 있,

는 타당한 도구임을 나타낸다고 사료된다.

좋은 도구의 또 다른 평가기준인 효율성과 속도 간결,

성을 평가해 보면 본 도구(Polit & Hungler, 1991),

는 같은 개념인 가족의 부담감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

구인 가족부담감 면접도구(Tessler, Fisher &

에 비하여 대상자들의 응답시간이 짧Gamache, 1992)

았으며 대상자들이 자가보고식으로 쉽게 응답할 수 있,

는 간결한 도구로 사용이 편리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와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오가실과 서미혜의 가족 부담감 측정도구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나 노인 뿐 아니라 아동을 포함한 다

양한 연령층의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을 측정하는

데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적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년 서미혜와 오가실이 선행연구에 대1993

한 고찰을 기초로 개발한 가족 부담감 측정도구의 신뢰

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 도구는 총.

문항과 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25 5 Likert

수록 부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소아과 병동

에 입원한 환아 명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156 1998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면접법과 설문지를 이용3 2 5 13

하여 자료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과 신뢰계.

수 적율상관계수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Pearson , t-test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족 부담감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에 의해 검1.

정되었다(Cronbach's = .89).α

요인분석 결과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 요인들에2. 6

의한 총 설명분산은 이었다58.7% .

구성타당도 확인을 위해 집단비교법을 실시한 결과3. ,

가족 부담감은 만성질환아를 돌보는 가족과 급성질환

아를 돌보는 가족간에 유의한 차이(t= -4.09,

를 보여 가족 부담감 도구가 가족의 부담감p=.000)

을 측정하는데 민감한 도구임이 밝혀졌다.

가족 부담감은 와4. Tessler, Fisher Gamache(1992)

의 가족 부담감 면접지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도구의 동시타당도가 확인되(r= .68, p<.001)

었다 또한 기분상태 건강증상. (r= .66, p<.001),

과 비교적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r= .69, p<.001)

를 나타냈고 삶의 질과는 역상관관계, (r= -.50,

를 보였다p<.001) .

본 연구는 가족의 부담감을 측정하는 여러 도구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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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가족부담감 측정도구가

없다는 현 시점에서 오가실과 서미혜의 가족부담감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데에 의의가 있다 그.

리고 오가실과 서미혜의 가족부담감 측정도구는 전체 25

문항으로 분 전후에 응답가능하고 이용이 간편하다, 5 , .

따라서 이 도구는 임상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

감을 사정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

라 간호중재의 필요성과 성과의 결정을 위한 진단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언하고자 하

는 것은 먼저 도구의 안정적인 신뢰도를 위해 추후연구

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여 도구의 심리측정-

특성 이 보다 강화되기(psychometric characteristics)

를 기대한다 또한 본 도구의 규준 을 위한 후속. (norm)

연구를 제언한다 현재까지 부담감의 기본전제는 만성질.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생기는 것으로 이론적 기틀이

되어 있다 따라서 규준이 있으면 만성질환자 뿐 아니라.

급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 측정과 비교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자가 환아.

를 돌보는 가족에게 제한되었으며 요인분석의 결과가 도

구 개발 당시의 개념과 다르게 도출된 점으로 보아 성인

만성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시도하여 구성

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도구는 환자가족의 부.

담감을 진단함으로 삶의 질 기분 건강상태를 예측하여, ,

간호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진단도구로 널리 활용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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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Family Burden Questionnaire,

Reliability, Validit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amily Burden Questionnaire

Oh, Ka-Sil*Chae, Sun-Mi**Cheon, Na-Young**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amily Burden

Questionnaire.

Method: The subjects were 156 caregivers of

children with acute or chronic disease. To test

the reliability, internal consistency using

Cronbach's coefficient was analyzed, andα

factor analysis, known-group technique, and

concurrent validity were utilized for validity test.

Result: Cronbach's coefficient of the toolα

was .89. Six factors were identified and

explained 58.7% of the total variance. Through

analysis using known-group technique, the

difference of family burden between acute and

chronic disease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t= -4.09, p<.001). Correlations with

mood state, other family burden score by Family

Burden Interview Schedule, quality of life, and

health symptoms were also relatively high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Family Burden Questionnaire

showed a relatively high validity and reliability

to measure the burden of caregivers caring

patients with various chronic conditions in

Korea. For the further study, it may be

reconsidered to identify the factor structure of

the Family Burden Questionnaire with the

various subjects from different age groups.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 Ph.D, Yonsei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