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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설명모형

본 연구는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요인들을 규명

하고, 요인들간의 경로와 영향력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척수손상

인의 사회적 재통합을 증진할 수 있는 간호중재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공분산

구조분석 연구이다. 가설적 모형은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적·환경적 요인 중 자아 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신체기능, 지각

된 가족지지 및 지각된 정보지지의 5개의 외생변수와 척수손상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인 지각된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대처기전인 정서중심 대처와 문제

중심 대처, 그리고 사회적 재통합의 4개의 내생변수들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1년 8월 20일부터 11월24일까지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총 145개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가설적 모형검증과 수정

모형의 검증은 LISREL 8.30 WIN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가설적 모형의 검증

결과 수정이 필요하였고 수정과정을 거쳐 채택된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설명모형은 수집된 자료와 잘 부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정서중심 대처, 지각된 가족지지, 지각된 정보지지, 지각된 스트레스 및 지

각된 사회적 불이익이었으며 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정서중심 대처였다.

사회적 재통합이 이상의 예측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65%이었다. 또

한 자아 존중감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정서중심 대처를 경유하여 사회적 재통합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특히 정서중심

대처를 증진하는 중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특히 자아 존중감은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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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중심 대처를 증진함으로써, 그리고 지각된 가족지지

는 정서중심 대처를 증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재통합을 증진하는 주요변

수임이 확인되었고,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이 사회적 재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변

수로 밝혀졌으므로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는 개인뿐

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차원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어 : 척수손상인, 사회적 재통합, 설명모형, 정서중심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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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 연구의 필요성

척수손상은 많은 인적 및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비극적인 건강사건으로 우

리나라의 경우 사고와 상해로 인한 척수손상은 전체 사고 중 그 비율이 91년

3.5%에서 96년 6.28%, 97년 8.93%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노동부, 1998) 미국

의 경우 10만명당 2.8 - 5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 llivan,

1999).

일단 척수손상을 입게되면 마비나 불구의 상태가 되어 자율적인 활동이 불가

능하므로 손상부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신체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며

이외에도 대소변 관리의 문제, 요로감염, 마비 부위의 통증과 욕창, 사지의 경직

및 성기능의 문제가 흔히 동반된다(구애숙, 1996; 황옥남, 1995). 그 외에도 재정

적, 가족적,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척수

손상을 입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생활에 재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Krau se & Crew e, 1990; 박창일, 1998).

특히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척수손상인의 생존률과 평균 수명의 연

장(Sullivan, 1999)은 척수손상 후 신체적 장애(disability)를 가진 채로 신체적, 심

리적 및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척수 손상인 중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김애리, 1999; Sullivan, 1999), 이들 대부분이 건강하고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임을 고려할 때, 척수 손상 후 급성

기의 의학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육체적인 제약 안에서 가능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적응 하는 것이 중요하다(DeVivo

& Richard, 1992; Krau s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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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척수손상인의 재활은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의 최대화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여 대상자의 잠재적 기능을 최대화시키고 무엇보다 가정과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변화된 삶에 적응하는 것이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

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척수손상인의 적응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 관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Krau se, 1997) 이러한 관점의 변화추세에 따라 대두된 개념이 사

회적 재통합(Social reintegration)으로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집단의 한 구성

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정상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면서 가족과 지역

사회 생활의 주류가 되는 것이다(Drijkers, 1998; Whiten eck, Tate & Charlifu e,

1999; Wood-Daup hin ee et al., 1988).

그러나 기존 척수손상인의 적응(ad aptation)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적응을

주로 기능적 독립성으로 정의하고 그 측정을 위해 척수손상인의 자가간호와 가

동성(m obility)을 측정하여 왔으며(McKinley, Cifu, Keyser-Marcu s, & Wilson,

1998; Mid dleton, Trum an & Geraghty, 1998; Segal, Ditu nn o, & Staas, 1993), 이

들 특정 개념과 관련요인들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들이 주로 이

루어져 왔다. 그 외 정신적 문제와 심리사회적 문제 및 그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들(Frank & Elliot, 1987; Krau se, 1997; N orth, 1999)이 대부분이고 최근 삶의 질

관련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Cu shm ann & Hasset, 1992;

Dijkers, 1997; Sten sm an, 1994) 사회적 재통합과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아

직 부족하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사회적 재통합 예측요인은 인구통

계학적 변인들이 대부분으로(Rintala & Willem s, 1987) 척수손상인의 재통합을

도울 수 있는 중재 변인으로서 활용하기에 제한이 따른다.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 및 성적상태, 우울과 같

은 심리적 문제와 그 관련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김조자, 박지원, 유지수, 1984; 김

인자, 1994; 송충숙, 1991; 안진아, 1991; 정승은, 1990; 최규환, 1992; 한 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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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와 심리 사회적 적응 및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들(홍윤미, 1992)이 주로 이루

어져 왔고, 그 외 척수손상인의 자기효능감 증진이나 척수손상인을 돌보는 가족

원에 대한 지지와 관련된 중재를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김귀분, 김호미,

1995; 황옥남, 1996). 이와같이 기존 연구들은 특정 개념이나 현상을 중심으로 척

수손상인의 문제와 그 관련요인들을 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척수손상인의

적응의 일부 측면과 관련 요인들간의 단편적 관계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개념에서의 척수손상인의 적응과 그 관련요인들 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장애(disability)는 주요한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은 일반인구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개인의 반응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xter, 1991; Gehart et al., 1999). 특히 척수손

상 후 적응의 개인 차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정적 측면에 대한 조명

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처 양식(copin g style)과 같은 개인의 변수들이 고

려되어져야 하며(Cairn & Bakers, 1993; Nieves, Charter & Aspin all, 1991), 척수

손상인의 대처양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그들의 적응을 포

괄적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질병 경험과 사회적 재통합 그리고 그와 관련

된 요인들을 확인하여 설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재통합 관련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척수손상의 적응

을 단순히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지

역사회에서 최상의 독립성과 생활양식의 성취까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재통합으

로 조작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관계와 설명력을 총체적으로 보

여 주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들을 근거로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효율적인 간호중재의 한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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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고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

통합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가정한 후, 척수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검증 과정을 통해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설명모형을

구축하는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문헌고찰과 Lazaru s-Folkm an의 스트레스-평가-대처 이론을 근거로 척수 손

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

축한다.

2.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부합도를 검증하여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 양상 및 그 강도

를 밝힌다.

C. 용어정의

1. 외생변수

1)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서 사랑 및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느낌(Samu les, 1977)으로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존감 측정

도구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도구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한 8문항의 4점 척도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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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은 척수손상인에게 수반되는 사회 환경적 어려움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오해(김애리, 1999),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재활 기관의 부족 등 환경 및 사회 문화적 변수들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김애

리, 1999; Fou geyrollas, 1995). 본 연구에서는 Fou geyrollas(1995)가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들에게 핸디캡을 조장하는 환경 및 사회 문화적 변수로 제시한 내용을 토

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6문항의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서 점수가 낮을수

록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이 낮은 것이다.

3) 신체기능

각 개인이 매일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과업인 일상생활 수행

(Activity of Daily Living, ADL)과 개인이 독자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활동과 기술인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Instrum ental ADL)(최영희, 2000)에 대

한 자가 평가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Modified Barth el Ind ex와 Lawton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도구의 문항내용을 근거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총 17문항의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지각된 가족지지

지각된 가족지지는 가족(배우자, 형제, 자녀 및 부모)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

적 지지로서 돌보아 주고 관심을 갖는 정서적 지지, 존중하며 가치감을 갖게하는

존경지지, 의사소통과 상호 책임의 조직망에 속하는 일원임을 믿게하는 소속감

지지, 물질적, 물리적 조력을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에 대한 지각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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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b, 1976).

본 연구에서는 강현숙(1984)이 개발한 가족지지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한 6 문

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은 것이다.

5) 지각된 정보지지

지각된 정보지지는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나 문제해결 등 재활을 위해 필요

로 되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체계의 활용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개

인의 지각을 의미한다(Brillhart & Johnson, 1997; McN ett, 1987).

본 연구에서는 Coh en, Merm elstein , Kam arck, & Hoberm an (1985)이 개발한

Interp ersonal Social Evalu ation List (ISEL) 중 정보적 지지를 측정하는 7문항을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5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정보지

지가 높은 것이다.

2. 내생변수

1)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정서, 태도 등에 미치는 질병의 영

향에 대해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고유한 질병경험을 의미한다

(McDow ell & N ew ell, 1987).

본 연구에서는 척수손상이 자신의 안녕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Folkm ann 등(1986)이 개발한 Stress

Qu estionnaire의 평가 항목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2문항의 4점 척도로 측

정한 점수를 의미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척수손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평가를 나

타내는 것으로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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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처

대처는 직면한 스트레스적 사건을 다스리기 위한 개인의 인지 행동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Pearlin & Sch ooler, 1978)으로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가 있

다.

(1) 문제중심 대처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만들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같

은 문제적 상황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지향적 특성의 대처반응으로

정의한다(김정희, 1991).

(2) 정서중심 대처

문제적 상황으로 야기된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향되는 정서

반응의 통제적 특성을 갖는 대처반응으로 정의한다(김정희, 1991).

본 연구에서는 Lazaru s & Folkm an (1984)의 Ways of Coping Ch ecklist를 김

정희, 이장호(1987)가 표준화한 67문항을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21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문제중심 대처방식 11문항과 정서중심 대처방식 10문항의 점수로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의 대처 방법 이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사회적 재통합

사회적 재통합(Social Reintegration)이란 가족과 지역사회 생활의 주류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와 집단에 기여하는 활동적인 구성원

이 되는 것이다(Dijk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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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Whiteneck 등(1992)이 개발하여 척수손상인들에게 주로 적용

해온 도구인 CHART(Craig Hosp ital Assessm ent Rep ort Techniqu e)와

Weissm an (1971)의 SAS(Social Adju stm ent Scale)의 내용을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15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통합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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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A .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1. 사회적 재통합

1980년 WHO에서 질병과 손상의 결과를 구분하는 ICIDH (International

Clasaification of Imp airm ant, Disability, and Handicap s) Mod el을 제시하면서 치

료와 중재의 초점이 병리적 상태의 단순한 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손상으로

인한 불능이나 장애(hadica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까지 확대되었다(Martelli,

Zaster & Macmillan, 1998).

이로 인해 치료의 결과(outcom e)가 광범위한 의미의 개념으로 확대하면서 최

종적인 임상결과를 측정하는 많은 도구들이 신체적인 측면외에 심리적 및 기능적

결과에 초점을 두게 되었고 재활의 일차적 목적도 이러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기

능수행과 관련된 측면을 고려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손상 후나 질병의 제약 안

에서 각 개인이 가능한한 자신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생

활로의 복귀가 재활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어져 왔다(Dijkers,

Whiteneck & El - Jourdi, 2000; Trigg, Wood, & Hew er, 1999; Wood-Daup hinee

& William s, 1987; Wood-Dau phin ee et al., 1988).

이와 같은 관점에서 Wood-Dau phin ee & William s(1987)는 기존 개념들을 포

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상생활로의 재통합(reintegration to norm al living) 을

제시하고 이의 측정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정상 생활로의 재통합(reintegration to norm al livin g)은 무력화시키는

질병이나 손상 후에 개인이 생활에 잘 적응하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심리

적 및 사회적 특징을 재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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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 phin ee & William s, 1987; Wood-Dauphinee et al., 1988).

또한 Dijkers(1998)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면서 가족과 지역사회 생활의 주류가 되

는 것, 즉 지역사회 통합 또는 재통합을 정의하고 이의 측정은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 독립적 생활, 사회적 건강, 사회적 적응 및 삶의 질과 같은 개념들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사회적 결과(social outcom e)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몇가

지 개념들이 혼용되어 왔는데(Dijkers et al., 2000; Weisem an & Bothwell, 1976)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개념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활동, 사회적 안녕, 사회적 역할 기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사회

적 건강(soical h ealth)(Ru ssel, 1981; Dijkers et al., 2000), 사회적 역할에서 기

능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개인이 사회적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사회적 적응(Social adju stm ent)(Dickerson, 1987;

Falcon er, 1986), 그리고 개인이 자신이 속한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인 사회적 재통합(social/ com m u nity reintegration)이 그것이

다(Dijkers, 1998; Storey, 1993).

이상에서 공통되는 개념들을 정리하여 보면 사회적 결과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술을 학습하고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타인과의 직, 간접적 교

환을 통해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 형성, 역할과 기능 및 활동의 수행을 포함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사회적 재통합 또는 사회적 통합은 최근 재활 대상자들의 치료효과 측

정이나 재활의 결과(outcom e) 측정을 위해 적절하다고 제시되고 있는 개념으로

(Wood-Dau phin ee et al., 1988; Dijkers, 1998) 개인이 기능할 수 있는 능력, 즉 해

야만 하거나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Wood-Dau phin ee & William s, 1987), 사회적 재통합에서의 기능이란 수행의 행

동적 및 주관적 해석을 모두 반영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및 사회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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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것으로(Trigg et al., 1999), 사회적 건강이나 적응을 포괄하는 개념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사회적 재통합 또는 사회적 통합은 정신 질환, 정신지체가 있는 대

상자들 뿐만 아니라, 뇌손상을 비롯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장애를 경험하는 대상

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진 개념이나 아직 그 측정도구는 제한적이라

고 할 수 있다(Dijkers et al., 2000; Karlovit & McColl, 1999).

기존의 문헌들에서 사회적 통합의 측정을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 온 개

념은 경쟁적인 고용 상태로의 복귀(return to comp etitive employm ent)인데(Ville

& Ravau d, 1996), 고용 상태는 확실하고 직접적인 측정방법이고 개인과 사회에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척수손상인은 많은 경우 고용이 불가능하므로 척수손상인

에서는 가정이외에서의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로 여기에는 여가활동, 친구관계 등

을 포함하는 활동으로까지 좀 더 초점을 확대하기를 제안하여 왔다(Dijkers et al.,

2000). 그 외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의 통합으로 어떤 형태이든 개인이

선택된 생활 환경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여러 가지

가정운영과 관련된 활동의 측정을 포함하는 것이다(Dijkers et al., 2000; Willer et

al., 199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재통합의 측정은 신체적 능력, 타인 및 가족

과의 상호작용과 역할, 사회활동, 여가활동 및 생산적 활동을 통한 경제적 능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만성상태에 있거나 재활을 경험하는 환자의 실제

적인 상황은 신체적 기능제한이나 심리적 결과에 국한되어 측정될 수는 없는 것

이고 그 치료의 목적이 치유가 아니라 치료가 일생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

을 고려할 때 재활의 최종 종착점에 대한 확대된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척수손상인의 재활과 적응을 정의하는데 적절한 개념이라

하겠다.

사회적 재통합의 개념과 지역사회에서 최상의 독립성과 생활양식 성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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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척수손상 환자의 재활은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기

능, 그리고 환자의 만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측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통합은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특정 영역을 지향하면서 주관적 및 객관적 현상

을 포함하여 재활을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사회적 재통합은 한 개인이 현재의 한계를 삶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수용하면

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Dijkers, 1998;

Whiteneck et al., 1999) 척수손상인 대부분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생산

연령층의 남성이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급성기 문제의 해결 후에

는 지역사회로 돌아와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측정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어 온 도구인

CHART(Craig Hospital Assessm ent Rep ort Techniqu e)는 척수손상인을 비롯하여

재활환자의 퇴원 이후 사회적 안녕에 대한 포괄적인 측정에 적절한 도구로 제시

되어져 왔다(Dijkers et al., 2000; Hank, Rapp ort, Millis, & Deshp and, 1999;

Whiteneck et al., 1992).

측정내용은 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욕구들을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 신체적 독립성 , 자신이 속한 환경, 즉 실내 또

는 지역사회에서의 움직일 수 있는 용이성을 의미하는 환경내에서의 활동성 , 사

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하는 것으로 직업 이외에 학교

생활, 가사 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여가 활동을

포함하는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 부모 역할을 비롯하여 가족내에서 역할인 가족

내 역할 , 그리고 경제적 독립성 여부인 경제적 자족이다.

이와같이 CHART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재통합의 측정개념을 모두 포함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및 사회적 차원을 포괄하여 개인이 기능할 수 있는 능력

- 12 -



을 의미하는 것인데(Trigg et al., 1999; Wood-Dau phin ee & William s, 1987), 이

때 기능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즉, 그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기준으로 정상으로부터의 이탈 이라는 가치판단

이 포함될 수 있고, 장애를 입기 직전의 대상자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

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렇게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기억의 왜곡이나

과거에 대한 과장, 그리고 근거자료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Drijkers et al., 2000).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은 현재 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Drijkers et al.,

2000; Willer et al., 1993).

이와같이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은 개인이 모든 불능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거나 기계적 도구들의 도움없이 일정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기

존의 사회적 가치나 객관적 증거보다는 제한된 능력안에서 한 개인이 자신이 속

한 지역사회에서 최상의 독립성과 만족할 만한 생활양식을 성취하느냐에 대한 개

인의 인식에 의의를 두는 것이다(Sch onherr, Grooth off, Muld er, & Eism a, 1999).

B.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관련요인

척수손상인의 재활의 목표는 척수손상인들이 궁극적으로 사회와 가정으로 돌

아와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홍윤미, 1992) 이는 사회적 재통합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서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으며(Whiteneck et al., 1999), 주로 인구학적

요인들과 손상 특성 변수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신경학적 손상이 적고, 나이가

젊으며, 백인으로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에서 사회적 재통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eVivo & Richards, 1992; Dijkers, 1998; Glass et al., 1997; Harrison &

Kuric, 1989; Hasen et al., 1998; Hess et al., 2000; Whiteneck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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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척수 손상 후의 재활을 신체적 기능의 향상뿐만 아니라 급성기 이후

사회에 재적응으로 정의한다고 할 때, 척수손상인의 재활에는 인구학적 요인들이

나 손상정도 외에 많은 변수들이 관련될 것이며 따라서 척수 손상 후의 적응에

중요한 심리 및 인지적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척수손상인의 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과 그 관

련성을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란 승인적 태도나 부정적 태도를 표시하고 개인이 그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할 수 있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인 심리적 반응으

로(Coop ersmith, 1967; 박순주, 2001에서 재인용) 개인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강

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Pearlin, Lieberman, Menaghan & Mullan (1981)은 개인의 스트레스 반응에 관

여하는 요인들로서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제시하면서 심리적 자원으로 자

아 존중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척수손상은 개인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으로 모두 황폐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신체상, 자아 존중감, 또는 정체감을 표현

하는 자아개념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김애리, 1999) 장애를 유발하는 사건이

후 기능적 능력과 외양의 변화에 대한 수용은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Sw anson,

Cronin-Stubbs, & Sheldon, 1989).

신체적 제한을 동반한 만성질환의 적응에서 자아 존중감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 103명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 질병을 수

용하면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장애를 생

활양식에 통합하는 능력은 자아 존중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Matson

& Brooks, 1982; Swanson et al., 1989에서 재인용). 또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COPD)를 대상으로 한 Weaver 등(1997)의 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은 우울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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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으며, Anderson (1995)의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삶

의 질에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한 이미화(1988)의 연구에서도 척수손상인의 자아 존중

감은 신체적 기능장애를 수반하지 않는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보다 매우 낮은 반

면, 불안정도는 매우 높다고 하였다(김애리, 1999). 또한 질적 면담을 통해 척수손

상인의 적응을 증진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독립성, 교육, 사회화 및 자아 존중

감이 척수손상인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동기화(m otivation)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Brillhart & Johnson, 199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아 존

중감이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척수손상인의 대처반응과 적응에 미치는 자아 존중감의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

인 연구는 없으나, 척수손상인의 삶의 질에 관한 김애리(1999)의 연구에서 자아 존

중감은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자기 희망, 우울과 무력감을 거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자아 존중감은 개인의 심리적 손상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삶의 질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대처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서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정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척수손상인의 재활을 저해하는 사회적 변수로서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인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제약과 불이익에 대한 지각은 척수손상인이

상호작용할 때 고통을 줄 수 있다(김애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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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신체장애가 마치 정서·심리

적 제한을 동반하는 것처럼 인식함으로써 거부나 회피 및 수용하지 않으려 하며,

가치 없거나 열등한 존재로 낙인을 찍어 차별하거나, 건강한 사람들과 다른 존재

로 규정하여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려고 하는 오해가 있

다(Pedretti & Zoltan, 1990; 김애리, 1999에서 재인용).

Harrison & Ku ric(1989)은 척수손상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을 조

사한 결과 이동(transp ortation)이 가장 큰 문제로 제시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재활기관의 부족, 전문인력의 부족등이 척수손상인의

재활치료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신성례, 김애리, 2001).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인식이 척수손상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으나,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

인으로 지적되고 있고(Fou geyrollas, 1995), 척수손상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 대

한 연구에서 지각된 장애성과 척수 손상인의 삶의 질은 유의한 역 상관관계(r=

-.56, p < .001)를 나타냈다(신성례, 김애리, 2001). 또한 척수손상인의 삶의 질 구

조모형에서 영향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한 김애리(1999)의 연구에서 사회적 제약과

건강행위 수행시 경험하는 불편감을 포함하여 측정한 지각된 장애성은 척수손상

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헌의 내용은 연구자가 사전조사를 위해 만난 척수손상인들과의 면

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대하

며, 일시적인 관심이나 맹목적인 동정을 나타내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경사

로등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재활기관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회성과 안이함 등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

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최근 건강관리 서비스가 지역사회 중심의 관리를 지향

하고 있고 척수손상 후 초기의 입원 재활기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으므로(구애숙,

1996), 퇴원 후 척수손상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점차 길어

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척수손상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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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인 인식 및 태도, 그리고 정책 등에서 재고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신체적 제한을 가진 개인에 의해 경험되는 핸디캡은 개인의 환경

과 자원에서의 신체 및 심리적 장애(barriers)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장

애는 척수손상인의 심리사회적 결과에 대해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Stien s, Bergm an, & Form al, 1997).

따라서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은 척수 손상인의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재통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하겠다.

3. 신체기능

척수손상은 손상부위에 따라 흉추나 요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p araplegia)와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qu adriplegia)가 있으며, 이에 따르는

신체적인 문제들은 운동과 감각상실, 신경성 장·방광에 따른 배뇨나 배변의 문

제, 성기능 장애가 주 증상이고 그외에 욕창, 구축, 기립성 저혈압, 자율성 반사

부전증(autonomic dysreflexia), 강직(sp asticity) 및 심한 동통 등의 합병증이 있다

(Gru tierrez, Robert, You ng, & Vulp e, 1993; 황옥남, 1995). 따라서 척수 손상 환

자의 재활치료의 우선적인 목표는 척수 손상에 의해 동반되는 여러 가지 합병증

을 치료하고, 가능한 한 기능면에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자신의 생활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다(박창일, 1998).

특히 일상생활 수행정도는 척수손상인의 독립적 생활 가능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척도로서(김애리, 1999) 기존의 연구에서도 척수 손상 후 기능 보유정

도와 임상 결과의 측정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적 독립성 측정도구를 다룬 연구들

이 많이 있다(McKinley et al., 1998; Mid dleton et al., 1998; Segal et al., 1993).

이들 도구들은 몇가지 자가간호와 가동성(m obility)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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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환자의 재활이 신체적인 기능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척

수손상인의 신체기능은 척수손상인의 재활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변

수임을 알 수 있다.

척수손상인의 신체기능의 제한은 자가간호와 가동성의 장애외에도 무력감을

동반하게 되며(Lambert & Lambert, 1987)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다른 심리적 문

제와도 관련된다(Kennedy & Rogers, 2000). Daverat 등(1995)은 신체적 기능은

신경학적 손상, 성적 장애, 사회생활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우울과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였고, 안일남과 오정희(1987)는 독립적인 가동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우

울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척수손상인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들의 경로를 밝힌 김애리(1999)의 연구

에서, 일상생활 수행정도는 (삶의 질에 직접영향을 미치는)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척수손상인의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박정미, 유동훈, 안방환(1994)은 퇴원 후 척수손상인의 사회적응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m odified Barthel Ind ex 점수를 제시하면서 신체기능

이 좋을수록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척수 손상환자의

신체기능 유지는 심리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척수손상인의 적응에 주요

영향 요인이라고 하겠다.

4. 사회적 지지 : 지각된 가족지지와 지각된 정보지지

지난 수십년 동안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건강,

정신적 안녕, 사회적 기능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심리적 변

수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지는 스트레스원의 유해한 효과를 완충시킬 수 있으며(Swanson et

al., 1989), 스트레스적 사건과 질병간의 인과적 과정에서 당면한 사건에 대한 스트

레스적 평가(stressful appraisal)의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이다(Cohen & W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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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지지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상황에 대한 충격을 완

화시켜 개인의 인지적 해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적응적 대처행위(coping

behavior)를 촉진시켜 주고(Cobb, 1976), 스트레스적 사건을 덜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게 하여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속성을 가지면서

(Gore, 1978), 예기치 못한 생활변화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여 평형감을 유지하게

하며, 나아가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적 효과로 스트레스 지각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들의 우울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보다 효과적(Cohen, Sherrod, & Clark,

1986)이라는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지적 관계는 심리적 안녕 및 신체적 건강에 관련되며 특히 신체

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지가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

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Evans & Halar (1985)는 63명의 장애인들에게 전화를 통

한 disability netw ork'를 제공한 결과, 이들의 외로움을 감소시켰음을 보고하였

다.

McN ett (1987)은 척수손상인과 뇌졸중 환자를 포함한 50명을 대상으로 대처

효과성과 사회적 지지 및 대처 효율성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지각한 사회적 지

지, 즉 사회적 지지의 지각된 가용성과 관계가 높았고 사회적 지지는 위협 평가

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대처 전략을 경유하여 대처 효과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 son, Stanwyck & Krau se(1995)는 125명의 척수손상

인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로부터의 지

지에 대한 지각이 높은 척수손상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상해에 잘 적응한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건강문제와 입원횟수가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한 척수손상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와 사회심리적 적응정도를 조사

한 홍윤미(1992)의 연구에서도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심리적 적응이 높은 정

상관관계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척수 손상과 같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가 요구되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지지가 가족을 중심

으로 환자가 주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자신의 절망감을 감소시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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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하였고(김애리, 1999) Silliam등(1987)도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가 재활에 가장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또한 정보적 지지와 척수손상인의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으나, 기

존의 문헌들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지체계는 척수손상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며(황옥남, 1996) 재활에 관한 정보를 얻고 스스로 훈련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강전문요원,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 그리

고 문제 해결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도움을 원하고 있음(McColl & Skinner, 1995;

McNett, 1987)이 지적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와 정

보지지를 선택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척수손상인의 적응에 중요한 변수임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

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데, 삶의 질 영향요인에 대

한 김애리(1999)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직접영향을 미치며 무력감

과 우울을 거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은 제시되고 있지만 설명

모형내에서 사회적 지지의 위치와 영향력이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척수손상인의

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가족지지와 지각된 정보지지가 대처자원으

로서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평가와 대처에 직접영향을 미침으로써 척수손

상인이 사회적 재통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영향력

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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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평가 :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건강문제를 유발하는 개념으로 확인되면서 자극으로서의 스트레

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최근에 들어서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스트레스란 개인이 가진 자원을 요구하거나 그 한계를 초과하며,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인간과 환경간의 특정관계로(Lazaru s & Folkm an,

1984) 이러한 정의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특성을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환경적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질병과 연결시켜 볼 때, 질병 자체가 전적으로 외부 유기체에 의해서만 발

생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 발생여부는 유기체 자체의 감염에 대한 민감성과도 연

관된다는 현대 의학적 질병개념과 상응한다. 즉 인간의 속성을 참조하지 않고 반

응으로서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인에 대한 스트레스

와 그 정도는 인간-환경 관계속에서 고려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Folkm an & Lazaru s(1988)는 이러한 인간-환경간의 관계는 두 개의 결정적인

과정, 즉 인지적 평가와 대처에 의해 매개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의 자극

이 스트레스가 되느냐의 여부는 개인이 환경적 자극을 해석하고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대처자원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개인의 대처반응과 적응적 결과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은 바로 개인의 인

지적 평가(stress appraisal)이다. 이는 자연적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영

화를 사용하여 인지적 매개과정을 밝히고자 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지지되었다(

김정희 역, 1991).

인지적 평가에는 일차평가와 이차평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Lazaru s &

Folkm an, 1984). 일차평가는 직면한 상황과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인가를 판단하

는 과정으로 문제의식의 발생은 사건이 개인의 관심영역이나 안녕에 어떠한 의

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차평가는 문제의 상황에서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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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어떤 대처 선택안이 가능하고 그 선택안이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는 보다 복잡한 평가과정으로서 그 결과는 문제

를 다스리기 위해 사용될 대처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무엇이 문제

인가에 대한 평가와 대처 선택안에 관한 평가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정서 반응의

강도 및 질을 결정하며 두가지 차원의 평가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대처와

그 효율성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질병 발생과 더불어 경험하게 되는 질병상태는 어떤 식으로든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김영옥, 1996) 특히 척수 손상의 경우 대부분 청년기에 손상을 입

고 장기간 동안 신체적 제한 내에서 살아가면서 합병증 발생이나 정서적 및 심

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Frank & Elliot, 1987; McColl & Skinn er, 1995).

이러한 지속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척수손상인의 반응을 Lazaru s &

Folkm an의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한다면 개인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 즉 무엇

이 문제이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척수손

상인의 적응적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

은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여러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Felton & Reveson (1984)는 여러유형의 만성질환자의 적응을 연구한

결과 질병에 따라 지각한 장애가 전체적인 적응에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

였고, Westbrook & Vin ey (1982)의 연구에서도 만성질병에 대한 지각된 스트레스

가 질병에 대한 반응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구애숙, 1996).

한편 직면한 사건에 있어 개인-환경간의 관련성에 대한 개체의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들이 있다(Pearlin et

al., 1981; Folkm an & Lazaru s, 1988). 즉 개인적 요인으로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가치부여, 개입정도, 삶의 목표 등과 관련하여 내재되는 동기화의 양상, 개인의

신념체계, 그리고 사회적 기술이나 문제해결 능력, 건강과 에너지 등의 개인적

자원이 있으며, 환경적 요인에는 사건의 특성이나 긴급성, 모호성 지속기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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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유·무나 그 질(qu ality)에 대한 개

인의 인식정도가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평가의 주관성을 좌우하는 것이다. 때

문에 이들 자원의 개인적 차이가 특정 사건이 왜 어떤 개인에게는 위협이나 도

전으로 평가되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되는가에 대한 이

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척수손상인의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처자원과 인지평가에 따

른 적응의 개인차보다는 시간적 경과에 따른 심리적 변화 단계에 주로 관심을

두어왔는데(Frank et al., 1987; Frank & Elliot, 1987) 이 연구들은 경험적 준거가

부족하고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정(distress)이 사라지는 시간의 경과에 초점을 두

고 있으므로, 척수손상인들의 적응적 결과에서의 차이를 조작적으로 규정하여 설

명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Frank 등(1987)은 이러한 제한의 극복을 위해서

는 개인의 특성, 자원 및 대처의 차이가 척수손상인의 적응을 매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척수손상인의 적응에서 대처자원과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사한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척수손상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재활에서의 스트레스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Schu ltz & Decker, 1986),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

녕은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다(Frank & Elliot, 1987).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

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은 척수손상인 개인의

심리적 안녕 및 적응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대상자의 인지적 평가가 대처반응이나 적응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문헌에 근거하여 추론하여 보면 척수손상인

의 적응적 반응은 대처자원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그에 따른 문제

지향적인 대처의 사용이 우선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의 평가에 따른 대처와 우울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들을 보면, Vitaliano 등(1990)에 의하면 스트레스 상황이 변화 가능한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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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집단에서만 우울이 문제중심 대처와는 역 상관관계를, 그리고 정서중심 대

처와는 정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 집단에서는 대

처방식과 우울점수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소향숙, 1995).

이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사용하는 대처방식도 다르지만

그 대처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외에 사회

적 지지와 같은 다른 선행요인들이 대처 결과에 작용할 수 있으므로(Swanson et

al., 1989) 본 연구에서는 대처자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서 중심 대처를 증가시

켜 바람직하지 못한 적응적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 대처자원

과 지각된 스트레스, 그리고 대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향력과 방향

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7. 대처반응 : 정서중심 대처와 문제중심 대처

대처반응은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일종의 목표지향적 전략의 수행으로 인

지·행동적 노력이 개입된 개체의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처반응

은 대처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Billings & Moos, 1984).

대처반응은 일반적으로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로 분류되는데,

Folkm an & Lazaru s(1986)가 66문항의 개정된 대처방식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

과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문제중심 대처에는 대인관계적 대처와 문제해결 대처

의 두가지 하위속성이 추출되었고 정서중심 대처에는 거리두기, 도피-회피, 책임

의 수용이나 자기비난, 정서표출, 사회적 지지추구 및 긍정적 재평가 요인들이

확인되었다(김영옥, 1996). 이 두가지 대처방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문제중심

대처가 정서중심 대처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

며, 대처방식에 따라 적응 또는 부적응이 초래된다는 이론적 배경과 함께 실증적

으로도 대처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신체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제시되고 있다(Endler & Parker, 1990; Kin g & Kenn ed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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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인의 대처에 관한 초기연구는 Bu llm an & Wortm an (1977)이 심각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불행에 대처하는가 를 확인하기 위해 척수손상인의

대처방식을 담당 사회사업가와 간호사가 평정하게 하여 손상에 대한 자기 비난

의 정도 ,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지각한 정도 또는 우연으로 탓하는 정도 등

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에 비해 자신을 비난

하는 사람이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Nielson & McDonald (1988)

는 자기비난 이 적응을 잘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기비난

이 어떤 상황에서는 숙달감을 갖게하나 다른 상황에서는 자기처벌

(self-incrimination)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

구결과들은 대처방식의 효과성은 개인의 상황과 개인의 동기와 신념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이론적 내용을 지지한다고 하겠다.

척수손상인과 뇌졸중 환자들의 대처기전과 대처 효과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McN ett (1987)의 연구에서는, 정서중심 대처는 대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인 직접

효과를, 문제중심 대처는 대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즉 정서중심 대처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경로계수는 β=

-.59(p < .01)이었고, 문제중심 대처에 대한 경로계수는 β= .49(p < .01)이었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는 인식이 높아져 개인의 통제감을 증진하고 이는 문제중심 대처를 증진하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 Frank 등(1987)이 척수손상인 53명을 대상으로 대처방식, 건

강관리 신념 및 심리적 불안정(distress)을 연구한 결과 우울 증상과 심리적 불안

정이 높은 군의 척수손상인들이 사용하는 대처방식이 덜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적응을 잘 하는 척수손상인들은 내적으로 주의를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

고 인지적 재구조화(cognitive reconstruction)'와 정보추구(inform ation seekin g)'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며 이러한 대처방식들은 척수손상 후 자신의 강점과 약

점을 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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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ckelew 등(1990)도 재활을 위해 입원 중인 척수손상인 57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대처유형을 비교한 연구에서 심리적 불안정을 높게 보고한 척

수손상인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소원 성취 환상(wish fulfillm ent fantasy)' , '정서

적 표현(em otion al expression)' , '자기비난(self-blam e)' 그리고 위협 최소화(threat

minim ization)'의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정서중심의 대처가 심

리적 불안정을 다루는데 비효율적임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대처유형이 더 효율적이냐를 평가하여 대처유형을 선택하는 것

은 사건이 맥락과 사건이 평가되는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Folkm an & Lazaru s, 1980), 이는 같은 유형의 대처전략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전략을 통해 조절하고자 했던 스트레스의 유형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Pearlin & Sch ooler (1978)는 개인이 스트레스 사

건에 대해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회피, 거

리두기, 인지적 왜곡과 같은 정서중심 대처 전략이 증가하며 이러한 반응이 개체

의 적응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Lazaru s(1993)도 건강과 관련된 스트레스, 특히 어쩔 수 없이 질병상태를 수

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문제중

심적 노력은 오히려 개인을 좌절시키고 비생산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문제적

상황으로 야기된 정서적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정서중심적 대처가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특히 만성적 상태나 말기환자의 경우 정서중심대처나 문제중심 대처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McQu eeney, Stanton, & Sigm on (1997)이 4년 이상 불임치료를 받아온 부인에

게 정서중심 대처와 문제중심 대처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두 실험군에서 모두

전반적인 불안정의 감소를 보였으나 4주 후 측정한 결과 정서중심 대처 집단에

서 우울점수가 낮고, 불임관련 안녕이 높았다. 이는 장기간의 치료과정 동안 문

제중심 대처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던 대상자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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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 때문에 정서중심 대처를 사용하는 집단이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를 구함

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안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교란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심리 및 신체적인 건강의 이익을 재통합할 수 있다

(Stanton, Danoff-Bu rg, Carm en, & Ellis, 1994)는 문헌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위협(threat)과 통제감의 정도에 따라서도 대처

와 그 효율성은 달라질 수 있는데, 비행기 승무원들을 4일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대처기전의 효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위협은 높고 통제는 낮은(high threat an d

low control)상황으로 평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서중심 대처가 불안, 정서적

곤란 및 행동적 곤란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trentz & Au erbach, 1988).

이상 기존 문헌들에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

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관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제중심 대

처가 개인의 적응을 증진하며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심리적 불안정을 극복

할 수 있는 적극적 대처로부터 이탈시킴으로써 적응을 저해하고(Carver, Schieier,

& Weintrau , 1989),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에 초점을 두고 반복적으로 반추하는

경우 우울한 감정이 증폭되어 적극적으로 우울한 정서로부터 이탈하지 않기 때

문에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N olen-Hoeksem a, 1987)는 연구결과들에 따르

면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은 문제중심 대처에 의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제불가능한 스트레스원에 대해서는 정서중심 대처가 상대적으로 효율

적일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고(Strentz & Au erbach, 1988), 특히 척수 손

상은 신체적 제한을 가진 만성상태로 개인에 의한 조절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척

수손상인의 적응은 정서중심 대처와 더 관련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스트레스 사건과 대처반응의 맥락에서 질병상태에 대

한 대상자들의 대처반응은 대처자원의 유용성과 질병의 특성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척수손상인의 대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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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관련 연구는 대처자원과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모두 고려하지 않은

연구들의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Lazaru s & Folkm an의 스트레스 - 대처 모

형 내에서 이 모든 변인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평

가 및 대처 반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와 대처반응은 척수손상인의 사

회적 재통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영향력과 방향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척수손상인의 재활은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측면

에 국한되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모든 부분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

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역시 포괄적인 관점

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척수손상인의 재활을 사회

적 재통합으로 정의하고, 척수손상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신체적 요

인에서는 신체기능, 심리적 요인은 자아 존중감, 대처전략, 그리고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불이익을 포함하여 척수손상인의 적응과 영향요인간의 관

계와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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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가설적 모형

A .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과 Lazaru s-Folkm an의 스

트레스-대처 모형에 근거하여 척수손상인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선정하

여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되, 본 연구의 목적과 개념적 기틀에 부합하고 추후 간호

중재의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선정하여 변수로 조작화하고 이들 변수들을 구성요

소로 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그림 1).

즉 선행 연구에서 척수 손상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변수들

중,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신체기능, 그리고 개인의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

자원 중 심리적 자원인 자존감과 사회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 중 지각된 가족지지

와 정보지지를 외생변수로 선정하였다. 내생변수로는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반응,

그리고 대처 효율성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평가로서 척수손상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안녕상태와 관련하여 인지되는 위해감과 부담감 등, 질병사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측면을 반영하는 개인에 의해 지각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대처반응은 두 가지 대표적인 대처 양식인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

로 보았다.

대처의 효율성은 가설적 모형의 궁극적인 결과변수로서 척수손상인의 신체적,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개념의 적응을 나타내는 사회적 재통

합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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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가설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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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가설적 모형에 의하면

척수손상에 대한 지각된 스트레스는 대처 자원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척수손상에 대한 지각된 스트레스는 대처반응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재통

합의 선행적 변수인 동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대처반응은 대처자원인 자아 존중감과 지각된 가족지지 및 지각된 정보지

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은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과 신체기능 및 대

처반응과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가설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 변수들간의 인과 경로의 설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외생변수들 간의 관계

외생변수는 자아 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신체기능, 지각된 가족지지

및 지각된 정보지지의 5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외생변수는 모형내 어떤 변수로부터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

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인과적 관계의 방향을 가정할 수 없고 상호 상관관

계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2.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의 관계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의 관계 중 기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제시된 관계들

만을 기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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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 생 변수 선 택 의 근 거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신경학적 손상이 적고, 나이가 젊으며, 백인으로서 교육수준이 높

은 사람에서 사회적 재통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eViv o & Rich ard s,

1992; Dijkers, 1998; H arrison & Ku ric, 1989; H asen et al., 1998; Krau se,

Coker, Ch arlifu e & Whiten eck, 2000; Whiten eck et al., 1999).

이와 같이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과 사회적 재통합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지만 이들을 연구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대상자의 고정변인으로 중재변수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따르며, 척수손상인의 적응 또는 삶의 질과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관계

를 조사한 몇몇 연구에서 그 영향력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Fu hrer 등

(1992)의 연구에서 척수 손상 후 생의 만족도는 연령이나 손상부위와는 의미있

는 관계가 없었으며, 심리적 불안정(p sych ological d istr ess)을 조사한 Bu ckelew

등(1990)도 척수 손상인의 나이와 손상 후 기간은 심리적 불안정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한편 박정미 등(1994) 지역사회 척수 손상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손상부위와 사회활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경우, 예측변수와 결과

변수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추론과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가설적

모형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척수손상인의 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혀진 변수들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가정하여 규명

함으로써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간명한 모형

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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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 생 변수 와 내 생 변수 의 관 계

외 생 변 수 와 지 각 된 스 트레 스 와 의 관 계는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에서 본 연구의 외생변수인 자아 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신체기능, 지각

된 가족지지 및 지각된 정보지지가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결

과를 직접 제시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개인은 심리적 자원인 자아 존중감과 사회

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망 또는 실제적 지지와 같은 자원들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협을 느끼는 조건에서 내적, 외적 요구를 감소시키고자 요구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한다(Lazaru s & Folkm an . 1984;

Pearlin et al., 1981)는 문헌적 근거를 토대로 경로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들 변수들간의 영향력을 실제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체적 제한은 개인에게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적응

을 요구하게 되는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으로(홍윤미, 1992), 척수손상인은 신체기

능의 상실로 무력감을 느끼고, 부정, 죄의식 및 우울 등의 반응을 보이며(N orth,

1999; Turner & McLean, 1989), 사회적 역할 갈등을 경험한다(Dejong & Hu ghes,

1982). 이와같이 척수손상인에게 신체기능은 개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 즉 지각된 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척수손상인에 대한 편견이나 편의시설 및 재활기관 부족 등과 같은

사회적인 인식과 제약은 척수손상인에게 일종의 사회적 손상 으로 개인에게

무력감이나 우울 등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므로(Lam bert & Lam bert,

1987), 척수손상인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 아 존 중 감 , 지 각 된 가 족 지지 및 지 각 된 정보 지 지 와 대 처와 의 관 계는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직접 제시한 결과는 없지만, 만성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적응과 대처에 대해 자아 존중감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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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수로 제시되었고(Pollock, 1987; 소향숙,

1995), 사회적 지지는 개인적 요소와 혼합되어 환경적 스트레스원의 부정적 효

과를 완충시킴으로서 신체적 장애에 대한 적응을 증진시킨다(Pakenh am , 1999;

Solln er et al., 1999; Win em an, 1990).

한편 대처자원의 선택에는 사회적 지지 외의 다른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지각된 가족지지

와 지각된 정보지지가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후 관계를 확

인하고자 한다.

신 체 기 능 및 지각 된 사회 적 불이 이 과 사 회 적 재 통 합 과 의 관 계에서 신체

기능은 척수손상인의 적응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자가간

호 능력이나 신체적 기동성은 재활의 목표달성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과

제이며(Dav erat, 1995; Lin et al., 1997), 신체기능을 나타내는 Barth el In d ex 점

수가 높을수록 척수 손상인의 사회활동(동호회, 동창회, 종교활동 및 취미활동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박정미 등, 1994), Du nn u m (1990)의 연구에서도 척

수손상인의 사회적 접촉과 신체기능은 높은 상관관계(r= .64)를 나타냈다.

이와같이 신체기능은 척수손상인의 적응이나 삶의 질에 중요한 변수로 제

시되고 있으므로 척수 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장애인들의 삶에서 가장 큰 잠재적·실제적 제약은 장애인에 대한 사

회와 개개인의 태도로(John son, 1993), 척수손상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제

약은 척수손상인에게 심리·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며(Lam bert & Lam bert,

1987) 장애와 관련된 불이익 및 사회적 차별은 척수손상인이 가장 많이 지적

하는 불만요인이다(Ch an, Lee, & Lieh-Mak, 2000). Craig, H ancock &

Dickson (1999)은 척수손상인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에 참가한 척수 손상인 중

50% 정도가 퇴원 후 2년 이내에 부정적인 사회적 차별(social d iscrim in 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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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

기 위해서는 척수손상인의 자아개념 강화 및 인지행동 치료가 중요하다고 제

시하였다. 그러므로 척수손상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제약 또는 불이익의 정도

는 그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내 생 변 수간 의 관 계

기존 문헌에 근거하여 설정된 내생변수간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지 각 된 스 트 레스 와 사 회 적 재통 합 과 의 관 계는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척수손상인의 심리적 적응과 생활사건 스트레스와의 관계

를 밝힌 연구에서 척수손상인의 스트레스 점수와 우울 척도 및 간이 정신진단

검사(SCL-90)의 점수와 정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높은 스트레스는 심리적 적응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Frank & Elliott, 1987). 또한 지각된

스트레스는 삶의 질(Gerh art et al., 1999)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Sten sm an (1994)이 17명의 척수손상인을 5년간 종단적으로 추적한

결과, 만족하지 못한 적응을 보이는 집단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보고

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러므로 지각된 스트레스는 척수손상인의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사회적 재통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정하였

다.

지 각 된 스 트 레스 와 대 처 , 대 처 와 사회 적 재 통 합 과 의 관계는 Lazaru s -

Folkm an의 스트레스-평가 이론(1984)에 근거하여 지각된 스트레스는 대처반응

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선택된 대처반응에 따라 건강행위나 적응 반응에

위해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처반응은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35 -



가정하였다.

특히 대처와 심리적 측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Reid y, Cap y & Sh aw aryn (1991)은 탈출 - 회피 대처 전략이 척수손상인에

서 우울의 주요 예측인자임을 제시하였고(Kenn ed y, Low er, Grey, & Sh ort,

1995), Ken n edy 등(1995)도 대처 전략이 우울의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라고 하

였으며, Kin g & Kenn edy (1999)도 대처전략이 심리적 문제의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하였다. Moore 등(1994)은 정서중심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사

람들이 우울이 높았으며, 이 대상자들은 신체적 및 치료적 진전보다는 사고에

관한 생각에 좀 더 초점을 두었으며 이런 경향은 재입원과도 연관된다고 하였

다. 또한 McN ett (1987)에 따르면 대처의 효율성과 대처와의 관계에서 문제중심

대처는 대처 효율성을 증진하며(β= .37, p < .01), 정서중심 대처는 대처 효율

성을 감소시킨다(β= -.48, p < .01)고 하였다.

대처반응에 따른 적응적 결과는 직업 및 사회생활에서의 기능, 사기 혹은

생활만족, 그리고 신체적 건강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Lazaru s &

Folkm an, 1984), 질병 상황에서 정서중심 대처는 주로 우울이나 정서적 혼란

등의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문제중심 대처는 주로 대처 효율성이 높은

긍정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Billin gs & M oos, 1984;

김영옥, 1996). 또한 질병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정서중심 대처를 사용하며, 직

업과 관련하여서는 문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는 Lazaru s &

Folkm an (1984)의 설명을 포함하여 종합하여 볼 때 정서중심 대처와 문제중심

대처는 척수 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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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가설

지각 된 스 트 레스 를 내 생 변수 로 하 는 가 설

가설 1 : 자아 존중감이 높으면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γ1 1).

가설 2 :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이 높으면 지각된 스트레스는 높을 것이다

(γ1 2 ).

가설 3 : 신체기능이 높으면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γ1 3 ).

가설 4 : 지각된 가족지지가 높으면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γ1 4 ).

가설 5 : 지각된 정보지지가 높으면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γ1 5 ).

정 서 중 심 대 처를 내 생 변 수로 하 는 가설

가설 6 : 자아 존중감은 정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2 1 ).

가설 7 : 지각된 가족지지는 정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2 4 ).

가설 8 : 지각된 정보지지는 정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2 5 ).

가설 9 : 지각된 스트레스는 정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2 1 ).

문 제 중 심 대 처를 내 생 변 수로 하 는 가설

가설 10 : 자아 존중감은 문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3 1 ).

가설 11 : 지각된 가족지지는 문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3 4 ).

가설 12 : 지각된 정보지지는 문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3 5 ).

가설 13 : 지각된 스트레스는 문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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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적 재 통 합 을 내 생 변 수 로 하 는 가 설

가설 14 :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이 높으면 사회적 재통합이 낮을 것이다

(γ4 2 ).

가설 15 : 신체기능이 높으면 사회적 재통합이 높을 것이다(γ4 3 ).

가설 16 : 지각된 스트레스는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4 1 ).

가설 17 : 정서중심 대처는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4 2 ).

가설 18 : 문제중심 대처는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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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연구방법

A .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문헌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

통합과 그 관련요인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고, 척수손상인으로부터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여 변수간의 인과적 관계와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을 파악하여 척

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설명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설정한 가설

을 검증하는 공분산 구조분석 연구이다.

B. 연구대상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척수손상인 중에서 편의 표출하되 다음과 같은 선정기

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흉추나 요추가 손상된 하반신 마비(p araplegia)와 경추가 손상된 사지마비

(qu adriplegia)인 자.

2. 척수손상으로 인한 급성기의 신체적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사회에 돌아가

생활하고 있는 자. 척수 손상 후 대부분의 신경학적 회복은 6 - 9개월 사이에

일어나며 그 이후의 회복율은 급격히 감소하고(김애리, 1999), 퇴원 후 지역사

회에서 새로운 관계 양상과 공유를 개발하는 것은 퇴원 3개월 후부터(McN ett,

1987)라는 문헌에 근거하여 손상 후 6개월이 경과한 척수손상인 중 급성기 문

제에 대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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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20세 이상으로 의식 수준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에 참여

하기를 허락한 자.

C. 연구도구

1. 도구의 정제과정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및 척수손상 관련 특성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 존중감, 신체기능 및 지각된 가족지지, 그리고 문

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는 기존의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으며,

지각된 스트레스는 Lazaru s & Folkm an의 스트레스 평가 문항의 내용에 근거

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후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과정을 거쳤고,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지각된 정보지지 및 사회적 재통합 도구는 외국 문헌의 도구를 연구

자가 번역한 후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과정을 통해 초기 문항을 구성한 후 <그

림 2>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구를 정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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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초기문항구성

각 변수의 속성을 반영하는 초기문항을 문헌고찰과 면담 및 기존의 도

구를 토대로 문항을 구성한다.

2단계 전문가 타당도 확인

재활의학과 교수 1인과 간호학과 교수 3인으로부터 각 변수를 반영하

는 문항 내용과 구성을 확인

3단계 사전 조사 후 초기 문항의 신뢰도 조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척수 손상인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실

시 후 신뢰도 조사(Cronbach ' s α 계수)

: 이 과정에서 문항간 상관계수가 .30이하인 10문항을 삭제함

(자아 존중감 2문항,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2문항, 지각된 가족지지 2문

항, 대처 4문항)

4단계 자료수집

5단계 도구의 단일차원성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 is ) 및 신뢰도 조사

1. 탐색적 인자분석 실시 후 각 변수마다 인자 적재량이 .30이하인 대처

도구의 5문항을 삭제

2. 인자분석 후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 조사(Cronbach ' s α 계수)

6단계 확증적 인자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 is )

각 도구의 문항별 적합도를 인자적재량과 t 값을 기준으로 평가

7단계 최종문항에 대한 신뢰도 조사 및 도구 확정

최종 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s α 계수) 검정 후 최종적으로

82문항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그림 2. 연구도구의 정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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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 외생변수 측정도구

1) 자 아 존 중감

Rosenberg(1965)의 자아 존중감 측정 도구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부정

문항 3문항을 포함한 4점 척도로, 점수는 최저 8점에서 최고 32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처음개발 당시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 ' s α= .92 였으며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 s

α= .88이었고, 본 조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s α= .83이었다.

2)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Fou geyrollas(1995)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에게 핸디캡을 조장하는 환경 및

사회 문화적 변수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도구로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 건강 서비스 및 공공 구조 서비스 등에 대한 척수 손상인의 지

각을 묻는 것이다.

총 6문항의 5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5점) 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로,

점수는 최저 6점에서 최고 30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 생활에서 불이

익의 지각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 s α = .75 였으며, 본 조사에

서 신뢰도는 Cronbach' s α = .72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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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기능

척수 손상인에게 적용되는 기능평가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MBI(Modified

Barth el Ind ex), FIM (Fu nction al In d ep en d ence Measu re), PULSES p rofile 등이

널리 쓰이고 있다(김애리, 1999).

이 중 MBI는 Mah oney와 Barthel(1965)에 의해 개발된 Barthel In d ex를 변형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뇌 손상 환자와 척수 손상인을 대상으로 재활 의학 분야에

서 사용중인 기능평가 척도의 유용성을 조사한 결과, 척수 손상인에서는 FIM보

다 MBI가 더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청기, 박현, 조형제,

1994). MBI에서 측정하는 내용은 자립동작, 대소변 가리기, 이동성 들을 포함하

고 있으며, 이는 각 개인이 매일 수행해야 할 과업인 일상생활 동작(ADL,

Activity of Daily Livin g)을 측정하는 것이다(조유향, 2000).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Modified Barthel Ind ex의 문항 중 자가간호 9문항과 기동성 2문항의 총 11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은 Lawton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도

구 중 전화사용, 시장보기, 교통수단, 가사일 및 금전관리를 포함하는 6문항을 포

함하여 총 17문항의 도구로서 각각은 독립적인 경우, 보조를 요구하는 경우, 의존

적인 경우의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97점까지 가능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 ' s α= .80이었고, 본 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 .93이었다.

4) 지각된 가족지지

가족(배우자, 형제, 자녀 및 부모)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

의 지각 정도를 묻기 위해 강현숙(1984)이 개발한 지각된 가족지지 측정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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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돌봄과 사랑, 그리고 지지의 교환정도를 측정

하는 6문항의 6점 척도로서 항상 그렇다(5점) 에서 도움을 받을 가족이 없다(0

점) 로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가

족지지가 높은 것이다.

척수 손상인을 대상으로 한 김애리(199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 .87이었고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 .88이었으며 본 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 s α = .93이었다.

5) 지각된 정보지지

Coh en (1985) 등에 의해 개발된 Interp erson al Sup p ort Evalu ation List (ISEL)

도구를 McColl & Skinner (1985)가 척수손상인에게 적용하여 인자분석한 후 신뢰

도와 타당도가 높은 문항들로 재구성하고 수정보완한 도구 중 정보지지를 측정하

는 문항을 토대로, 연구자가 척수손상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장애나 손상으로

인한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묻

는 문항을 포함하여 수정, 보완한 후 확정된 7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경제적 문제, 가정 및 가족 문제, 성적 문제, 그리고 장애와 관

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는

정도에 대한 5점 평점 척도로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8점까지 가능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지각된 정보지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McColl & Skinn er (1995)가 척수손상인에게 적용한 결과, 동시 타당도는

Inventory of Socially Su pp otive Beh avior (Barrerea, 1981)등과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70 - 0.87 이었고 Cronbach' s α 는 0.77 -

0.90 이었다.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 = .96이었고, 본 조사

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 = .87 였다.

- 44 -



* 내생변수 측정도구

1) 지각된 스트레스

삶의 과정에서 직면한 척수손상이 자신의 안녕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Folkm ann et al.(1986) 이

개발한 Stress Qu estionnaire 평가 항목을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즉 척수손상이라는 상태의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위협감의 정도와 통제의

어려움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을 선택하여 문장화한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이며, 점수는 최저 2점에서 최고 8점까지이다. 점

수가 높을수록 척수손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각된 스

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 = .73이었고 본 조사

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 = .83이었다.

2) 대처

척수손상인의 대처유형 측정을 위해 Lazaru s & Folkm an (1984)의 Ways of

Coping checklist를 김정희, 이장호(1985)가 표준화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이

용하였다.

이 도구는 스트레스적 사건에 직면했을 때 야기되는 내, 외적 요구를 다루기

위해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광범위한 대처전략 및 행위전략의 사용빈도에 따

라 사용하지 않음 0점에서 자주 사용한다 3점의 4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우리 나라 대학생에게 본 도구를 적용한 결과,

Lazaru s & Folkm an (1985)의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 중심적 대처, 소망적 사고, 분

리, 사회적 지지의 추구 및 기분전환 등의 5개 인자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문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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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도 불구하고 도구의 인자구조에는 변화가 크지 않아 본 도구의 신뢰성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정희(1987)는 이 도구를 총 66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 문제 중심 대처 21

문항, 사회적 지지 추구 6문항, 정서중심 대처 23문항, 소망적 사고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대처를 다른 변수에 대한 선행변수로 두고 연구할 때는 대처방

식을 여러 가지 하위 범주로 분류할 경우 이론적인 면에서 설명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이론의 경제성이 상실되며, 또한 결과 해석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대처 방식을 크게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도구의 내용상 중복되는 문항이 많고 도구가 지나치게 길 경우 응답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므로(소향숙, 1995)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구를 수

정 보완하였다.

1. 도구의 66개의 문항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을 선별하고, 척수 손상인과 다발

성 경화증 환자에게 본 도구를 적용하여 만성 상태의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것

으로 제시한 14문항(Win em an, Durand & McCulloch, 1994)에 근거하여 문항

을 축소하되, 기존 연구에서의 인자분석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문제중심 대처

15문항과 정서중심 대처 15문항의 총 30문항의 도구를 구성하였다.

2. 30문항의 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보기 위해 간호학과 박사과정 학생 3

명과 간호학과 교수 3인에게 전문가 타당도(face validity)를 확인하였다.

3. 내용타당도가 확인된 도구를 지역사회 일반인 30명에게 적용한 결과,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 .91이었다.

4.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척수손상인 20명에게 적용,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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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도를 확인하여 전체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낮은 4문항이 삭제되었다.

5. 신뢰도 검정 과정을 거쳐 결정된 26문항 도구의 차원 분석을 위해 탐색 적

인자분석에서 2개의 인자를 지정한 후 직각회전(varim ax)에 의한 인자분석을

시도한 결과 인자별로 문항의 적재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다시 3개의 인

자를 지정한 후 직각회전에 의한 인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번째 인자

에 적재된 문항이 문제중심 대처를, 그리고 2번째 인자에 적재된 문항이 정서

중심 대처를 적절하게 나타내는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인자부하량

(factor loadin g)이 .30 보다 작은 3문항이 삭제되었다.

인자부하량이 작은 문항을 삭제한 후 23문항을 중심으로 다시 2개의 인자를

지정한 후 직각회전에 의한 인자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자부하량

이 .30보다 작은 2문항이 삭제되어 최종적으로 21문항의 도구로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구는 총 21문항으로 문제중심 대처 11문항과 정서중심

대처 10문항이며, 각 항목에 제시된 전략의 사용빈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음 0점

에서 자주 사용한다 3점의 4점 척도로, 점수는 문제중심 대처가 최저 0점에서

최고 33점, 그리고 정서중심 대처가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까지 가능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각 유형의 대처 방법 이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문제중심 대처가 Cronbach' s α = .89, 정서중심 대처가 Cronbach' s α

= .69 였으며, 본 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문제중심 대처가 Cronbach' s α =

.84, 정서중심 대처가 Cronbach ' s α = .76 이었다.

4) 사 회 적 재 통 합

척수손상인에게 주로 적용되어 온 CHART는 재활 환자의 퇴원 이후 사회적

안녕에 대한 포괄적인 측정에 적절한 것으로 제시되어져 왔다(Dijker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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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Whiteneck et al., 1992).

그러나 이 도구는 Dijkers 등(200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기준으로 정상으로부터의 이탈 이

라는 가치가 포함될 수 있는 제한이 따르며, 그 한 예로 경제적 자족의 측정은

단순히 수입을 계산하여 장애가 없는 인구집단의 소득수준과 비교하는 문항이므

로 정상에 대한 가치 편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Dijkers 등(2000)이 제시한 바와 같이 현

재수준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CHART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 내용을 근거로 하되, Weissm an (1971)의

SAS(Social Adju stm ent Scale)의 도구 형태와 문항내용을 참고하여 도구를 작성

하였다.

CHART의 항목 중 신체적 독립성은 본 연구의 외생변수 중 하나인 신체적

상태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 개념은 사회적 통합성 측정에서 제외하고, 환경

내에서의 활동성, 타인과의 상호작용,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가족내 역할 및 경

제적 자족에 대한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하되, 대상자의 현재 수준에 대한 인식을

묻는 형식으로 도구를 구성한 후, 간호학과 교수 3인과 재활의학과 교수 1인의

전문가 타당도(face validity)를 확인하여 최종 15문항의 도구를 작성하였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

5점, 해당 안됨 0점의 6점 척도로,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75점까지 가능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재통합 정도가 높은 것이다.

이 도구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 20명에게 적용한 결과,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 s α = .87이었으며,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 = .87이었으며, 본 조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 s α = .8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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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 표 1 >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도구의 신뢰도

연구도구 문항수 범위 Cron bach ' s α

자아 존중감 8 8 - 32 .83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6 6 - 30 .72

신체기능 17 0 - 97 .93

지각된 가족지지 6 0 - 30 .93

지각된 정보지지 7 0 - 28 .87

지각된 스트레스 2 2 - 8 .83

정서중심 대처 10 0 - 30 .76

문제중심 대처 11 0 - 33 .84

사회적 재통합 15 0 - 75 .80

D .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절차

1.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2001년 8월 15일에서 30일까지 W시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

외래를 방문한 15명과 서울시 Y구 보건소에 등록되어 방문간호를 받고 있는 5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와 조건이 같은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외래를 방문한 환자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면담하여 질문지

에 응답하게 하였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의 경우, 보건 간호사와 함께 보건

소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문장과 질문사항 및 반응을

살폈다. 설문 응답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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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1) 척수손상인들의 모임인 수레 바퀴회와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척수손

상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각 모임의 대표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동의를 얻은 후 모임이 있는 시기에 연구자가 모임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 참여를 허락한 대상자들에게 질문지를 나누어 준 후 직접 질문지에 체크

하도록 하였으며 작성시 질문이 있는 경우 설명을 해 주었고, 시력이 좋지 않

거나 질문지를 직접 읽지 못하는 경우 연구자가 직접 설문 내용을 읽어 주면

서 질문지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필기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상

자에게 답을 들은 후 연구자가 질문지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다.

2) 구성원 중 당일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각 모임의 대표자가 연

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작성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으며, 모임의 대

표에게 질문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질문 내용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는 모임 대표가 취합한 후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 취합된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3) 모임 구성원 중 지방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단 전화 면담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질문지를

보내고 작성 후 반송하도록 부탁하였으며, W시 가정 간호 사업소에 등록된

방문간호 대상인 척수 손상인 중, 전화를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가정 방문하여 면담하면서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인 2001년 8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55부가 수집되었

으나 응답이 누락되거나 연구의 선정기준에서 벗어난 대상자의 질문지 10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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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총 145부를 분석하였다.

E.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 rogram의 기술적 통계와 LISREL WIN 8.3 program을

이용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량을 구하였다.

2.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s α 계수,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

는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으로 산출하였다.

3. 연구도구의 탐색적 인자분석을 위하여 Varim ax rotation에 의한 주성분 분

석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확증적 인자분석은 LISREL WIN 8.3

program을 이용하여 인자적재량을 검증하였다.

4.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와 연구 가설 검증은 LISREL WIN 8.3 program을

이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 m Likelih ood Estim ate)으로 공분산 구조분

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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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연구 결과

A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무응답과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각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87.4 %, 평균 연령은 35.57세로, 척수 손상인

대부분이 사회활동이 왕성한 생산 연령층이라는 기존의 문헌과 일치하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4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26.7%

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42.7%였으며, 손상전 결혼한 사람이 44.8 %, 손상 후 결

혼한 경우도 10.0%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의 55%정도는 기혼상태였고, 따

라서 동거가족도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10.9%, 그리고 배우자, 자녀 및

다른 친족(부모형제)과 함께 사는 경우가 41.4 %로 약 52%가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53.3%였고, 대졸 이하가 34.4 %로 비교적 교육 수

준은 높은 편이었다.

직업은 무직인 경우가 전체의 56.7%였으며, 이 중 손상 후 실직한 경우가

15.6%로 대상자의 절반정도는 정규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정규직

이 12.2%, 자영업이 10.5 %, 그리고 기타가 15.4 %였으며, 기타에는 화가, 조각가

등의 예술분야와 휠체어 농구단 선수, 컴퓨터 관련직종 등이 있었고, 그 외 사

단법인 직원이나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도 있어, 소수이지만 척수손상

인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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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145)

특 성 구 분 명 %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 120 82.7

여 25 17.3

연령 20 - 30세 35 24.2 35.57±7.55

31 - 40세 76 52.6

41 - 50세 26 17.9

51세 이상 9 5.3

종교 기독교 63 43.3

무교 39 26.7

천주교 21 14.4

불교 16 11.1

도교 5 4.4

결혼상태 미혼 62 42.7

손상전 결혼 65 44.8

손상후 결혼 13 10.0

손상후 이혼 3 1.5

손상전 이혼 1 1.0

교육정도 초등학교 졸 이하 4 3.3

중졸이하 5 4.4

고졸이하 59 53.3

대졸이하 38 34.4

대학원 이상 4 3.3

직업 무직 62 56.7

정규직(공무원, 회사원) 13 12.2

자영업 12 10.5

기타 17 15.4

동거가족 배우자 12 10.9

배우자와 자녀외 친족 46 41.3

부모, 자녀 또는 형제 13 11.9

기타(친구, 간병인) 5 4 .4

경제상태 상 8 6.5

중 93 79.4

하 17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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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대상 자의 척수 손상 관련 및 사 회활 동 관 련 특 성

연구 대상자의 손상 관련 특성 및 사회활동 관련 특성은 <표 3>과 같다.

무응답과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각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들의 손상원인은 교통사고와 낙상이 각각 43.2 %와 29.5 %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에는 농구와 스키와 같은 스포츠 활동 중 부상

이 포함되었다.

손상부위는 흉수가 56.4 %, 경수가 33.0%, 그리고 요수가 10.6%였으며, 손상

정도는 완전마비가 66.8 %, 불완전 마비가 30.2 % 였다.

손상 당시 나이는 평균 27.87세로, 21세-30세 사이가 53.3%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이 31세-40세 사이가 24.6%로 대상자의 70%이상이 20-30대에 손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상기간은 평균 8.09년으로 3년-9년 사이가 55.7 %

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중 자기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65 %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컴퓨터 관련 활동(웹마스터, 홈페이지 디자인)이 가장

많았고(22.4 %), 그 외 방송통신대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거나

(9.5 %) 서예, 회화와 같은 예술활동(6.9%), 그리고 농구와 테니스 같은 스포츠

활동(5.9%)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기타로는 자격증 취득준비, 글

쓰기(시), 지점토 공예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활동 참여는 장애인들의 모임, 친목회 및 동창회, 그리고 종교활동의 순

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 중 2가지 이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50%이

상이었고, 사회활동 참여빈도는 주당 1회 이하(41.0%), 주당 4-5회(21.7%)순이

었으며, 응답자 중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7.2%로 연구 참여

자의 대부분이 정규적인 직업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나름대로 사회활동에 참

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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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대상자의 척수손상 관련 및 사회활동 관련 특성(n =145)

특 성 구 분 명 % 평균±표준편차

손상원인 교통사고 48 43.2

낙상 33 29.5

산업재해 17 15.8

질병 7 6.3

기타사고 6 5.4

손상부위 흉수 82 56.4

경수 48 33.0

요수 14 10.6

손상정도 완전마비 91 69.8

불완전 마비 39 30.2

손상당시 나이 20세 이하 17 15.0 27.87± 9.05

21 - 30세 60 53.3

31세 - 40세 28 24.6

41세 - 50세 8 6.6

50세 이상 1 1.2

손상기간 1 - 2년 21 18.1 8.09 ± 6.61

3년 - 10년미만 64 55.7

10 - 20년이상 24 20.9

21년 이상 6 5.3

자기개발활동 하고있지 않다. 39 35.3

컴퓨터관련활동 25 22.4

학업 11 7.1

스포츠활동 7 5.9

예술활동(그림, 조각 등) 8 3.5

기타 17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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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계속). 연구 대상자의 척수손상 관련 및 사회활동 관련 특성 (n = 145)

특 성 구 분 명 % 평균±표준편차

사회활동 장애인들의 모임 55 61.8

(중복응답임) 친목회 및 동창회 36 40.5

종교활동 25 28.1

직장 등 조직내의 모임 20 22.5

자원봉사활동 15 16.9

기타 6 6.6

평균 사회활동 1회이하 45 41.0

간격(회/ 주) 2-3회 17 15.7

4-5회 25 21.7

6-7회 16 14.5

사회활동안함 8 7.2

C.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인 평균, 표준편차 및 점수범위는 <표 4>와 같다.

각 도구의 점수는 변수간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하여

기술적 통계를 구하였다.

자아 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68.03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자아 존

중감은 높은 편이었다.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의 평균점수는 84.11점으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점수가 높은 문항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활시설이 부족하다 ,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렵다 , 그리고 재활에 필요한

주변환경 조성이 되어있지 않다 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기능의 평균은 78.70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부분의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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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작과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가족지지의 평균점수는 77.08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지각

하는 가족지지는 높은 편이었으며, 그 중 나는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가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이었다.

지각된 정보지지의 평균 점수는 48.84점으로 본 연구 변수들 중 가장 낮

았으며, 특히 장애나 손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문

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척수 손상과 직접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스트레스의 평균은 52.64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이 척수 손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평가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중심 대처는 평균 54.06점이고 문제중심 대처의 평균은 56.64점으로

나타나 도구의 점수상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문제중심 대처를 정서중심 대처

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재통합의 평균 점수는 56.35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중간 이상

의 점수를 나타냈다.

표 4.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연 구 변 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왜도 첨도

자아 존중감 68.03 14.64 34.38 - 100.00 .25 -.22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84.11 12.01 40.00 - 100.00 -.92 .62

신체기능 78.70 21.30 7.96 - 99.12 -2.16 2.73

지각된 가족지지 77.08 21.43 14.45 - 100.00 -1.04 1.00

지각된 정보지지 48.84 12.35 15.56 - 77.78 .33 .36

지각된 스트레스 52.64 20.62 25.00 - 100.00 .79 .31

정서중심 대처 54.06 17.53 6.67 - 100.00 .01 -.24

문제중심 대처 56.64 18.75 18.18 - 100.00 .02 -.68

사회적 재통합 56.35 15.69 18.46 - 93.85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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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측정변수간의 상관계수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적 재통합과 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재통합은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과 신체기능을 제외한 모든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지각된 스트레스와는 역 상관관계(r= -.29, p <

.01)를 나타냈으며, 정서중심 대처, 문제중심 대처, 자아 존중감, 지각된 가족지

지 및 지각된 정보지지와는 정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자아 존중감(r = .54, p < .01)이었다.

각 내생변수들과 외생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사회적 재통합, 자아 존중감 및 신체기능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자아 존중

감(r = -.49, p < .01)이었다.

정서중심 대처는 자아 존중감, 지각된 가족지지, 문제중심 대처 및 사회적

재통합과 정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문제중심 대처(r = .62, p < .01)였다.

문제중심 대처는 자아 존중감, 지각된 가족지지, 문제중심 대처 및 사회적

재통합과는 정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정서중심 대처(r = .62, p < .0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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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연구 변수간의 상관계수

Y1 Y2 Y3 Y4 X1 X2 X3 X4 X5

지각된 스트레스(Y1) 1.00

정서중심 대처(Y2) .04 1.00

문제중심 대처(Y3) -.16 .62** 1.00

사회적 재통합(Y4) -.29** .36** .43** 1.00

자아 존중감(X1) -.49** .34** .37** .54** 1.00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X2) -.06 .06 .12 -.11 .01 1.00

신체기능(X3) -.22* .07 -.02 .16 .16 -.10 1.00

지각된 가족지지(X4) -.04 .23** .29** .43** .24** .08 -.06 1.00

지각된 정보지지(X5) -.11 -.03 .17 .29** .23** -.14 .13 .26** 1.00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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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가설적 모형의 검증

1. 가설적 모형의 인정 가 능성 검토

1) 모 형 인 정 (M o del Iden dif ication)의 필 요 조건 검 토

모형검증에 있어 필요조건은 모형내의 정보의 수와 미지수의 수를 비교

하는 것으로 정보의 수가 미지수의 수보다 많아야 모델인정의 조건을 갖는다

(양병화, 1999; 이순묵, 1990).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이론변수(latent v ariables)가 9개이므로 정보

의 수는 45개이고 미지수는 가설적 모형의 특징수 매트릭스에서 gam m a 행렬

12개, beta행렬 5개, p h i행렬 15개, p si 행렬 4개로 미지수의 수는 총 37 개

로 정보의 수가 미지수의 수보다 8개 많아 이론모델의 간명함이 인정되어 모

형식별을 위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었다.

2) 측 정자 료 의 정 규분 포 와 측 정도 구 의 동 질성 검 토

경로분석의 미지수 추정은 최대 우도법(Maxim u m Likelih ood Estim ate)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모든 측정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의 왜도(skew n ess)와 첨도(ku rtosis)

중 신체기능 측정도구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2.16과 2.73으로 다변량 정규분

포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으나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다변량 정규분포를 하였

으므로 최대 우도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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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적 모형의 적합 도 검증

가설적 모형과 실제자료가 잘 맞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부합지

수를 이용하였다.

적합도를 나타내는 부합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Chi-Squ are, 적합도지수(GFI), 조정부합치(AGFI), 원소간 평균차이(Root M ean

Squ are Resid u al), 비표준 부합치(N N FI), 표준부합치(N FI), Critical

N u m ber (CN ), 표준화 잔차(Stan d ard ized Residu als)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

부합지수
χ2

(p)
자유도

적합도

지수

조정

부합치

원소간

평균차이

비표준

부합치

표준

부합치
CN

가설적 모형
71.10

(p= .00)
8 0.89 0.36 0.064 0.22 0.74 37.45

가설적 모형의 χ2 값이 71.10으로 유의 확률이 0.05 이하이므로 모델과 실

제 자료가 잘 부합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p < .05). 따라서 본 연구

의 가설적 모형과 실제자료는 잘 부합되지 않으므로 모형수정의 필요성을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χ2 값을 이용하여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된다 는 귀무가

설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측정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하며, 분석자료가

공분산 자료이고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

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순묵, 1990). 본 연구의 경우 측정변수 중 다변량 정

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변수가 있고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살펴본 후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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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 도 지 수 (G FI)는 0.89로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면 큰 문제가 없는 모

형으로 평가하며, .95 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조현철, 1999),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적합도 지수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조 정 부 합 치 (A G FI)는 0.36으로 가설적 모형이 자료와 잘 부합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원 소 간 평 균 차 이 (Root M ean Squ are Resi du al)는 0.064로 0.05보다 크므

로 수정이 필요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비 표 준 부 합치 (N N FI)는 0.22로 0.9보다 낮았으며 표 준 부 합 치 (N FI)도

0.74로 0.9보다 낮아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Critical N u m b er(CN )는 37.45로 가설적 모형의 공분산 구조가 적절히 산출

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적합도 지수들의 값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와 모형과 실

제자료가 잘 부합되지 않아 모형 수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 지수는 모형이 일단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후에 더 나은 모

형 찾기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준

화 잔차를 이용하였다.

표 준 화 잔 차 (Stan dardiz e d Residu als)중 표준화 잔차의 중위수는 0.75이

며, 가장 작은 표준화 잔차는 -7.39, 가장 큰 표준화 잔차가 6.41로 나타나 표

준화 잔차가 2.58 이상인 경로가 8개 나타나 모형 수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

표준화 잔차의 stem -leaf p lot은 0을 중심으로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

정상분포 모양을 이루지 않고 있으므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

다.

또한 표준화 잔차의 Q-p lot은 기울기가 1보다 작아 모형이 자료와 잘 부

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62 -



3. 가설적 모형의 모 수 추정 및 효과계수

가설적 모형의 모수 추정은 최대 우도법에 의한 모수 추정치(β,γ)와 표준

오차, t 값, 내생변수의 다중상관자승치(SMC : Squ ared Mu ltip le Correlation)를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이론변수들간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아 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신체기능, 지각된

가족지지 및 지각된 정보지지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43 %였다. 이 예측변수

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자아 존중감(γ1 1 = - 0.65, t= -6.38, p < .01)

으로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았다.

정서중심 대처는 자아 존중감, 지각된 가족지지, 지각된 정보지지 및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62 % 설명되었다. 즉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γ2 1 = 0.98, t=

6.43, p < .01), 지각된 정보지지가 낮을수록(γ2 5 = -0.21, t= -2.11, p < .05), 그

리고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β2 1 = 0.70, t= 4.80, p < .01) 정서중심 대처

가 높았으며 이 예측변수들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문제중심 대처는 자아 존중감, 지각된 가족지지, 지각된 정보지지,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42 % 설명되었으며,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간의 관

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γ3 1 = 0.75, t= 5.29, p <

.01),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β3 1 = 0.37, t= 2.77, p < .01) 문제중

심 대처가 높았다.

사회적 재통합은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신체기능, 지각된 스트레스, 정서중

심 대처 및 문제중심 대처에 의해 53 %가 설명되며, 이 중 지각된 사회적 불이

익(γ4 2 = - 0.23, t= -2.44, p < .01)이 낮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β4 1 = -0.38, t= -4.00, p < .01), 정서중심 대처가 높을수록(β4 2 = 0.34, t=

3.07, p < .01), 그리고 문제중심 대처가 높을수록(β4 3 = 0.33, t= 3.07, p <

.01) 사회적 재통합이 높았으며, 이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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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설적 모형의 모수추정치, t 값 및 다중상관자승치

내생변수
경로계수 표준오차 t 값

다중상관

자승치예측변수

지각된 스트레스 0.43

자아 존중감(γ1 1) -0.65 0.10 -6.38**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γ12) -0.06 0.10 -0.61

신체기능(γ13) -0.11 0.08 -1.29

지각된 가족지지(γ14) 0.10 0.09 1.08

지각된 정보지지(γ15) 0.01 0.10 0.01

정서중심 대처 0.62

자아 존중감(γ2 1) 0.98 0.15 6.34**

지각된 가족지지(γ24) 0.17 0.10 1.68

지각된 정보지지(γ25) -0.21 0.10 -2.11*

지각된 스트레스(β21) 0.70 0.14 4.80**

문제중심 대처 0.42

자아 존중감(γ3 1) 0.75 0.14 5.29**

지각된 가족지지(γ34) 0.18 0.10 1.89

지각된 정보지지(γ35) -0.01 0.10 -0.06

지각된 스트레스(β31) 0.37 0.13 2.77**

사회적 재통합 0.53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γ4 2) -0.23 0.10 -2.44*

신체기능(γ4 3) 0.06 0.09 0.67

지각된 스트레스(β4 1) -0.38 0.09 -4.00**

정서중심 대처(β4 2) 0.34 0.11 3.07**

문제중심 대처(β4 3) 0.33 0.11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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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적 모형의 효과계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

듯이 가설적 모형에서 직접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총 18개의 경로 중 10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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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가설적 모형의 각 예측변수의 효과계수(Effect Coefficient)

내생변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t 값 총효과 t 값

예측변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γ11) -0.65** - - -0.65 6.38**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γ12) -0.06 - - -0.06 -0.61

신체기능 (γ13) -0.11 - - -0.11 -1.29

지각된 가족지지 (γ14) 0.10 - - 0.10 1.08

0.01 - - 0.01 0.01지각된 정보지지 (γ15)

정서중심 대처

자아 존중감 (γ2 1) 0.98** -0.45 -3.49** 0.53 4.85**

지각된 가족지지 (γ24) 0.17 0.07 1.05 0.24 2.35*

지각된 정보지지(γ25) -0.21* 0.00 0.01 -0.21 -2.01*

지각된 스트레스 (β21) 0.70** - - 0.70 4.80**

문제중심 대처

자아 존중감(γ31) 0.75** -0.24 -2.40* 0.51 5.08**

지각된 가족지지 (γ34) 0.18 0.04 1.00 0.22 2.32*

지각된 정보지지 (γ35) -0.01 0.00 0.01 -0.01 -0.06

지각된 스트레스 (β31) 0.37** - - 0.30 2.77**

사회적 재통합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γ4 2) -0.23** 0.00 0.15 -0.23 -2.43*

신체기능 (γ4 3) 0.06 0.00 0.16 0.06 0.71

지각된 스트레스 (β4 1) -0.38** 0.36 3.87** -0.02 -0.16

정서중심 대처 (β4 2) 0.34** - - 0.34 3.07**

문제중심 대처 (β4 3) 0.33** - - 0.33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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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가 추가되어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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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로가 2개이고, 간접효과만이 유의한 경로는 없었으므로 총 12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내생변수에 대한 예측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스트

레스에 대해서는 자아 존중감(γ1 1 = -0.65, t= -6.38, p < .01)만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냈으며,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는 없었다.

정서중심 대처에 대해, 자아 존중감은 직접효과(γ2 1 = 0.98, t= 6.34, p < .01)

와 간접효과(효과계수 -0.45, t= -3.49, p < .01)가 모두 유의하여 총효과(효과계수

0.53, t= 4.85, p < .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가족 지지는 직접효과(γ

24 = 0.17, t= 1.68)와 간접효과(효과계수 0.07, t= 1.05)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

과(효과계수 0.24, t= 2.35,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보지지는 직접효

과(γ2 5 = -0.21., t= -2.11, p < .05)는 유의하였고,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효과계수 -0.21, t= -2.01, p < .05)는 유의하였으며, 지각된 스트레스는 간

접효과는 없고 직접효과(β2 1 = 0.70, t= 4.80, p < .01)만 나타났다.

문제중심 대처에 대해, 자아 존중감은 직접효과(γ3 1 = 0.75, t= 5.29, p < .01)

와 간접효과(효과계수 -0.24, t= -2.40, p < .05)가 모두 유의하였고 총 효과(효과계

수 0.51, t= 5.08, p < .01)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족 지지는 직접효과(γ34 = 0.18,

t= 1.89)와 간접효과(효과계수 0.04, t= 1.0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

효과(효과계수 0.22, t= 2.32, p < .05)는 유의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간접효과

는 없고 직접효과(β3 1 = 0.37, t= 2.77, p < .01)만 있었다.

사회적 재통합에 대해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은 직접효과(γ4 2 = - 0.23, t=

-2.44, p < .05)만 있었고, 지각된 스트레스는 직접효과(β4 1 = -0.38, t= -4.00, p <

.01)와 간접효과(효과계수 0.36, t= 3.87, p < .01)는 유의하였으나 총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서중심 대처는 간접효과는 없었고 직접효과(β4 2 =

0.34, t= 3.07, p < .01)만 있었으며, 문제중심 대처도 간접효과는 없었고 직접효

과(β4 3 = 0.33, t= 3.07, p < .01)만 있었다. 가설적 모형의 경로도해는 <그림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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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설적 모형의 경로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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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수정 모형 의 검 증

1. 모형의 수정

모형을 찾는 것은 간명함과 적합도를 동시에 증가시키거나 또는 그 중 하

나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하나의 증가를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으로

모형 수정을 통해 이루어진다(양병화, 1998; 이순묵, 1990).

모형 수정 방법에는 기존의 이론변수를 유지하면서 자유 특징수를 추가

또는 고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론변수의 추가 및 제거를 포함하여 수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강병서, 1999; 이순묵, 1990).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이론 변수는

유지하면서 모형을 수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론적 정당성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먼저 기존의 이론변수를 유지하면서 자유 특징수를 추가할 때는 주로 추가

지수(Mod ification In d ex)와 표준화 잔차를 이용하였다. 즉, 고정 특징수 중

가장 큰 추가지수를 보이고, 표준화 잔차가 크며, 그 관계가 이론적 타당성을

갖는 것을 자유화하는 방법과 기존의 이론변수를 유지하면서 자유특징수를 고

정하기 위해 고정 지수가 충분히 작고(t 값의 절대치가 2보다 작을 때), 이론적

정당성이 있을 때, 그 특징수 값을 0으로 고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는 표준화 잔차의 절대치가 2.58이상으로 나온

경로는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의 잔차로, 이 두 변수에 대해서는 추

가지수가 20 이상으로 가장 크게 나와 이 두 변수간의 경로를 자유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따라서 두 대처 유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

면서 각 대처 유형이 더욱 증진되거나 억제될 수 있으며(Lazaru s & Folkm an,

1984), 상황에 따라서는 정서중심 대처를 통해 정서적 반응을 조절한 후 문제

중심 대처를 사용하게 된다는(Mish el, 1992; Win em an, Du ran d & Stein er,

1994) 문헌에 근거하여 정서중심 대처가 문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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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하여 이 경로를 자유화하였다.

다음으로 추가지수가 크고 이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로를 자유화

하였는데, 지각된 가족지지에서 사회적 재통합으로 가는 경로, 그리고 지각된

정보지지에서 사회적 재통합으로 가는 경로를 자유화하였다.

그리고 고정지수가 작고, 이론적 타당성이 비교적 적은 경로를 순차적으

로 고정하여 수정모형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정지수의 절대값이 2보다

작은 경로 중 지각된 정보지지에서 지각된 스트레스로의 경로(t= 0.01)와 신체

기능에서 사회적 재통합으로의 경로(t= 0.67)가 고정되었다. 지각된 정보지지에

서 문제중심 대처 경로의 고정지수(t= -0.06)도 2보다 작았으나 이 경로를 고정

할 경우, 전체 모형의 적합도가 저하되었으며, 지각된 정보지지가 문제중심 대

처에 미치는 이론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이 경로는 고정하지 않았다.

2. 수정 모형의 적합 도 평가

모형을 수정하는 것은 적합도를 유지하면서 간명한 모형을 찾기 위해서이

다. 이 때 수정된 모형이 가설적 모형보다 간명하면서 적합도가 좋은 모형임

을 검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카이제곱 차이 검정(χ2 difference test)이다(이순

묵, 1990).

이 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을 비교해 볼 때, 두 모

형간의 카이 제곱 차이는 59.68(=71.10-11.42)이고 자유도의 차이는 2로, 카이제

곱 차이 값이 자유도 차이 값보다 큰 것으로 나와 수정 모형의 적합도나 간명

도에 있어 실질적인 증진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3. 수정 모형의 적 합도 검증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9>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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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 부합지수에서 나타난 것처럼 χ
2
값도 감소하

였고, 조정 부합치, 원소간 평균차이, 비표준 부합치, 표준 부합치, CN 등의

지수 값이 적합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부합지수인 표

준화 잔차는 -1.86에서 2.54의 범위로 감소하였고, stem -leaf도 0을 중심으로 비

교적 대칭적 분포를 보였다. 또한 Q-p lot의 기울기가 1이상의 직선형을 보여

수정된 모형이 실제자료와 잘 부합됨을 보여주었다.

표. 9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부합지수
χ2

(p)
자유도 적합도지수

조정

부합치

원소간

평균차이

비표준

부합치

표준

부합치
CN

수정모형
11.28

(.13)
6 0.98 0.90 0.027 0.92 0.96 258.19

4. 수 정 모형 의 모 수 추 정

수정 모형의 모수 추정은 최대 우도법에 의한 모수 추정치(β,γ)와 표준

오차, t 값, 내생변수의 다중상관자승치(SMC : Squ ared Mu ltip le Corr elation )

를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이론변수들간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아 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신체기능, 지각된

가족지지 및 지각된 정보지지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40%였다. 이 예측변수

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자아 존중감(γ1 1 = -0.61, t= -6.17, p < .01)으

로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았다.

정서중심 대처는 자아 존중감, 지각된 가족지지, 지각된 정보지지 및 지각

된 스트레스에 의해 43 % 설명되며, 이 예측변수들 중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γ2 1 = 0.76, t= 5.15, p < .01), 지각된 정보지지가 낮을수록(γ2 5 = -0.22, t=

-2.12, p < .05),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β2 1 = 0.50, t= 3.56,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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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수정 모형의 모수 추정치, t 값 및 다중상관자승치

내생변수
경로계수 표준오차 t 값

다중상관

자승치예측변수

지각된 스트레스 0.40

자아 존중감(γ11) -0.61 0.10 -6.17**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γ1 2) -0.10 0.10 -1.07

신체기능 (γ1 3) -0.12 0.09 -1.31

지각된 가족지지 (γ14 ) 0.13 0.09 1.44

정서중심 대처 0.43

자아 존중감 (γ21) 0.76 0.15 5.15**

지각된 가족지지 (γ24 ) 0.15 0.09 1.40

지가된 정보지지(γ2 5) -0.22 0.10 -2.12*

지각된 스트레스 (β21) 0.50 0.14 3.56**

문제중심 대처 0.75

자아 존중감(γ31) -0.30 0.18 -1.66

지각된 가족지지 (γ34 ) 0.07 0.09 0.72

지각된 정보지지 (γ35) 0.24 0.10 2.43*

지각된 스트레스 (β31) -0.40 0.15 -2.65**

정서중심 대처 (β3 2) 0.95 0.15 6.48**

사회적 재통합 0.65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γ4 2) -0.22 -0.09 -2.36*

지각된 가족지지 (γ44 ) 0.33 0.09 3.54**

지각된 정보지지 (γ4 5) 0.22 0.10 2.16*

지각된 스트레스 (β4 1) -0.41 0.10 -4.21**

정서중심 대처 (β4 2) 0.57 0.22 2.64**

문제중심 대처 (β4 3) 0.12 0.21 0.83

* p< .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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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서중심 대처가 높았으며 이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문제중심 대처는 자아 존중감, 지각된 가족지지, 지각된 정보지지, 지각된

스트레스 및 정서중심 대처에 의해 75 % 설명되며,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간의 관계는 정보지지가 높을수록(γ3 5 =0.24, t= 2.43, p < .05), 지각된 스

트레스가 높을수록(β3 1 = -0.40, t= -2.65, p < .01), 그리고 정서중심 대처가 높을

수록(β3 2 = 0.95, t= 6.48, p < .01) 문제중심 대처가 높았다.

사회적 재통합은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지각된 가족지지, 지각된 정보지

지, 지각된 스트레스, 정서중심 대처 및 문제중심 대처에 의해 65%가 설명되

며, 이 중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γ4 2 = -0.22, t= -2.36, p < .01)이 낮을수록, 지

각된 가족지지(γ4 4 = 0.33, t= 3.54, p < .01)및 정보지지(γ4 5 = 0.23, t= 2.16, p

< .05)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β4 1 = -0.43, t= -4.28, p < .01),

그리고 정서중심 대처가 높을수록(β4 2 = 0.57, t= 2.64, p < .05) 사회적 재통합

이 높았다.

5. 수 정 모형 의 효 과 분석

수정 모형의 효과계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이론변수들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자아 존중감(γ1 1 = -0.61, t= -6.17, p < .01)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갖는다.

정서중심 대처에 대해서는 자아 존중감의 직접효과(γ2 1 = 0.76, t= 5.15, p

< .01)와 간접효과(효과계수 -0.30, t= -2.90, p < .05)가 유의하였고, 두효과가 합

쳐진 총효과(효과계수 0.46, t= 4.20, p < .01)도 유의하였다.

지각된 가족지지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두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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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수정 모형의 각 예측변수의 효과계수

내생변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t 값 총효과 t 값

예측변수

지각된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γ11) -0.61** - - -0.61 -6.17**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γ1 2) -0.10 - - -0.10 -1.07

신체기능(γ1 3) -0.12 - - -0.12 -1.31

지각된 가족지지(γ14 ) 0.13 - - 0.13 1.44

정서중심 대처

자아 존중감(γ21) 0.76** -0.30 -2.90** 0.46 4.20**

지각된 가족지지(γ24 ) 0.15 0.07 1.32 0.21 2.05*

지각된 정보지지(γ25) -0.22* - - -0.22 -2.12*

지각된 스트레스(β21) 0.50** - - 0.50 3.56**

문제중심 대처

자아 존중감(γ31) -0.30 0.68 3.70** 0.38 3.61**

지각된 가족지지(γ34 ) 0.07 0.15 1.51 0.21 2.19*

지각된 정보지지(γ35) 0.24* -0.21 -1.98** 0.03 0.27

지각된 스트레스(β31) -0.40** 0.47 2.94** 0.08 0.56

정서중심 대처(β3 2) 0.95** - - 0.95 6.48**

사회적 재통합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γ4 2) -0.22* 0.01 0.79 -0.20 -2.21*

지각된 가족지지(γ44 ) 0.33** 0.04 0.63 0.36 4.05**

지각된 정보지지(γ4 5) 0.22* -0.13 -1.74 0.09 0.99

지각된 스트레스(β4 1) -0.41** 0.27 2.46* -0.14 -1.28

정서중심 대처(β4 2) 0.57* -0.12 -0.57 0.45 4.90**

문제중심 대처(β4 3) 0.12 - - 0.1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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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진 총효과(효과계수 0.21, t= 2.19, p < .05)가 유의하였으며, 지각된 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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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간접효과는 없었으며 직접효과(γ2 5 = -0.22, t= -2.12, p < .05)만이 유의하

였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간접효과는 없었고 직접효과(β2 1 =0.50, t= 3.56, p < .01)

만이 유의하였다.

문제중심 대처에 대해서, 자아 존중감은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

접효과(효과계수 0.68, t= 3.70, p <.01)가 유의하였고, 두 효과가 합쳐진 총효과

(효과계수 0.38, t=3.61, p < .01)도 유의하였다. 지각된 가족지지는 직접효과(γ

3 4 = 0.07, t= 0.72), 간접효과(효과계수 0.15, t=1.51)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

과(효과계수 0.21, t=2.19, p < .05)는 유의하였다. 지각된 정보지지는 직접효과

(γ3 5 = 0.24, t= 2.43, p < .05)와 간접효과(효과계수 -0.21, t= -2.98, p < .01)는 유

의하였으나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직접효과(β3 1 =

-0.40, t= -2.65, p < .01)와 간접효과(효과계수 0.49, t= 2.94, p < .01)는 유의하였

으나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서중심 대처는 간접효과는 없었고 직접효

과(β3 2 = 0.95, t= 6.48, p < .01)만이 유의하였다.

사회적 재통합에 대해서,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은 직접효과(γ4 2 = -0.22, t=

-2.36, p < .01)는 유의하였으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두 효과가 합쳐진

총효과(효과계수 -0.20, t= -2.21, p < .05)는 유의하였다. 지각된 가족지지는 간

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γ4 4 = 0.33, t= 3.54, p < .01)와 총효과(효

과계수 0.36, t= 4.05, p < .01)가 유의하였고, 지각된 정보지지는 직접효과(γ4 5 =

0.22, t= 2.16, p < .05)만이 유의하였으며, 지각된 스트레스는 직접효과(β4 1 =

-0.41, t= -4.21, p < .01)와 간접효과(효과계수 0.27, t= 2.46, p < .05)는 유의하였

으나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서중심 대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

지 않았으나 직접효과(β4 2 = 0.57, t= 2.64, p < .01)와 총효과(효과계수 0.45, t=

4.90, p < .01)가 유의하였고 문제중심 대처는 직접효과(β4 2 = 0.18, t= 0.83)만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정모형에 대한 경로도해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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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정모형의 경로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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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가설검증

지각된 스트레스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 자아 존중감이 높으면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γ1 1 ).

이 가설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γ1 1 = -0.61, t= -6.17, p < .01).

가설 2 :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이 높으면 지각된 스트레스는 높을 것이다

(γ1 2).

이 가설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γ1 2 = -0.10, t= -1.07).

가설 3 : 신체기능이 높으면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γ1 3 ).

이 가설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γ1 3 = -0.12, t= -1.31).

가설 4 : 지각된 가족지지가 높으면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γ1 4 ).

이 가설은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γ14 = 0.13, t= 1.44).

가설 5 : 지각된 정보지지가 높으면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다(γ1 5).

이 가설은 가설적 모형에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γ1 5 = 0.01, t=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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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중심 대처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6 : 자아 존중감은 정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2 1 ).

이 가설은 직접효과(γ2 1 = 0.76, t= 5.15, p < .01)와 간접효과

(효과계수 -0.30, t= -2.90, p < .01)및 총효과(효과계수 0.46, t=

4.20, p < .01)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7 : 지각된 가족지지는 정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24 ).

이 가설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

(효과계수 0.21, t= 2.05,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

었다.

가설 8 : 지각된 정보지지는 정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2 5 ).

이 가설은 직접효과(γ2 5 = -0.22, t= -2.12,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9 : 지각된 스트레스는 정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2 1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2 1 = 0.50, t= 3.56, p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여 지지되었다.

문제 중심 대처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0 : 자아 존중감은 문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3 1).

이 가설은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효과계수

0.73, t= 3.94, p < .01)와 총효과(효과계수 0.38, t= 3.61, p < .01)

가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 77 -



가설 11 : 지각된 가족지지는 문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34 ).

이 가설은 직접효과,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

(효과계수 0.21, t=2.19,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

었다.

가설 12 : 지각된 정보지지는 문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3 5 ).

이 가설은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γ3 5 = 0.24, t=

2.43, p < .01)와 간접효과(효과계수 -0.21, t= -1.98, p < .05)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3 : 지각된 스트레스는 문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3 1 ).

이 가설은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β3 1 = -0.40,

t= -2.65, p < .01)와 간접효과(효과계수 0.47, t= 2.94, p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사회적 재통합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4 :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이 높으면 사회적 재통합이 낮을 것이다

(γ4 2).

이 가설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γ4 2 = -0.22,

t= -2.36, p < .05)와 총효과(효과계수 -0.20, t= -2.21,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5 : 신체기능이 높으면 사회적 재통합이 높을 것이다(γ4 3 ).

이 가설은 가설적 모형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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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6 : 지각된 스트레스는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4 1 ).

이 가설은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β4 1 = -0.41,

t= -4.21, p < .01)와 간접효과(효과계수 0.27, t= 2.46,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7 : 정서중심 대처는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4 2 ).

이 가설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β4 2 = 0.57,

t= 2.64, p < .01)와 총효과(효과계수 0.45, t= 4.90, p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18 : 문제중심 대처는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4 3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4 3 = 0.18, t= 0.8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수정모형에서 추가된 가설

가설 19 : 정서중심 대처는 문제중심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β3 2 ).

이 가설은 직접효과(β3 2 = 0.95, t=6.48, p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가설 20 : 지각된 가족지지는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4 4 ).

이 가설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γ4 4 = 0.33,

t= 3.54, p < .01)와 총효과(효과계수 0.36, t= 4.05, p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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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 지각된 정보지지는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γ4 5).

이 가설은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γ4 5 =

0.22, t= 2.16,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하였던 18개의 가설 가운데 수정모

형을 통해 12개의 가설이 지지되었고, 모형 수정과정 중 설정된 가설 3개도 지

지되어 총 15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H.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설명모형

수정모형을 통해 검정된 가설을 근거로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을 유

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생 변수들간의 관계에서 정서중심 대처는 사회적 재통합에 대해 가

장 큰 직접효과(β4 2 =0.57, t=2.64, p < .01)를 갖는 변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효과계수 -0.12, t=-0.57)에도 불

구하고 총효과(효과계수 0.45, t= 4.90, p <. 01)가 가장 큰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

는 정서중심 대처가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

을 제시하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직접효과가 큰 변수는 지각된 스트레스 (β4 1 = -0.41 t= -4.21, p <

.01)로, 정서중심 대처와 문제중심 대처를 통한 간접효과와 합쳐져서 사회적 재통

합에 대한 지각된 스트레스의 총효과(효과계수 -0.14, t=-1.28)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이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와 문제중심 대처를 거치면

서 부정적인 효과가 완충됨을 추론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지각된 스트레스는 정서중심 대처와 문제중심 대처에 대해서 모두 유

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는데, 그 방향성은 서로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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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스트레스는 정서중심 대처에 대해 정적인 직접효과(β2 1 =0.50, t= 3.56, p <

.01)를, 그리고 문제중심 대처에 대해서는 음적인 직접효과(β3 1 = -0.40,

t= -2.65, p < .01)를 나타냈다. 이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

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 내생변수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재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정서중심 대처이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각된 스트레스이다.

다음으로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가족지지는 사회적 재통합에 대해 직접효과(γ4 4 =0.33, t=3.54, p <

.01)가 가장 큰 변수였으며 간접효과(효과계수 0.04, t= 0.63)가 합쳐진 총효과(효

과계수 0.36, t= 4.05, p < .01)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재통합에 대한 직접 영향이 유의한 변수는 지각된 정보지지 (γ4 5 =0.22, t=2.16,

p < .05)였다. 이는 척수손상인에 대한 가족지지와 정보지지가 척수손상인의 사

회적 재통합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도 사회적 재통합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γ4 2 =

-0.22, t= -2.36, p < .05)및 총효과(효과계수 -0.20, t= -2.21, p < .05)를 가진 변수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지각은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을 저해하

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재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는

지각된 가족지지와 지각된 정보지지이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는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이다.

자아 존중감은 정서중심 대처에 대해서 직접효과(γ2 1 =0.76, t=5.15, p < .01)

가 가장 큰 변수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의 방향이 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의

한 총효과(효과계수 0.46, t=4.20, p < .01)를 나타내었다.

또한 지각된 가족지지는 정서중심 대처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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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으나 이 두효과가 합쳐진 총효과(효과계수 0.21, t=2.05, p < .05)는 유의

하였으며, 문제중심에 대해서도 총효과(효과계수 0.21, t=2.19, p < .05)가 유의하였

다. 한편 지각된 정보지지는 정서중심 대처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γ2 5 = -0.22,

t= -2.12, p < .05)를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반대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정보지지가 높으면 정서중심 대처는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 존중감과 지각된 가족지지는 정서중심 대처에

긍정적인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서, 정서중심 대처를 거쳐 사회적 재

통합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하겠다.

자아 존중감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해 직접효과(γ1 1 = -0.61, t= -6.17, p <

.01)를 갖는 유일한 변수로,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고 지

각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재통합이 증진되므로 자아 존중감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거쳐 사회적 재통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정모형에서 유의한 경로로 지지된 변수들간의 관계를

요약하면 <그림 5>와 같다. 확인된 경로를 요약하면, 자아 존중감 →지각된 스

트레스 → 정서중심 대처 → 사회적 재통합 경로, 지각된 가족지지(자아 존중

감) → 정서중심 대처 → 사회적 재통합 경로, 지각된 스트레스(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 사회적 재통합 경로, 그리고 지각된 가족지지(지각된 정보지지) →

사회적 재통합 경로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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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설명 모형

- 83 -



V I. 논 의

A .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설명모형

본 연구는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요인들을 규

명하고 요인들간의 경로와 영향력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척수손

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을 증진할 수 있는 간호중재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적응 또는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와 Lazaru s-Folkm an의 스트레스-대처 모형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으

며,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에 부합되고 추후 중재의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 변수로 조작화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즉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 존중감,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신체기능,

지각된 가족지지 및 지각된 정보지지를 외생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척수손상에 대

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이에 대한 대처기전 및 사회적 재통합을 내생변수로

설정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파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척수손상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사회에 3개월 이상 거

주하고 있는 하반신 마비 및 사지마비인 20세 이상의 척수손상인 145명이었으

며, 자료수집은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모형의 검증은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였다. 공분산 구조분석은 각각의 측

정변수들을 하나의 이론변수로 묶어 설명할 수 있으며, 여러 이론변수들간의

직·간접 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므로(이순묵, 1990) 여러

가지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 적절한 분석방법이

다. 또한 이론적 개념은 조작화 된 측정변수들로 완벽하게 측정될 수 없는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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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구조분석은 이론변수와 측정변수 사이의 측정오차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보

다 현실적인 이론적 구조의 표시가 가능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 적절한 방법론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과정에서 모형의 수정이 필요함이 제시되어 수정

모형을 도출한 결과, 일반적인 모형의 적합도 평가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

타나 수정된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수정모형을 통해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중심 대처이고, 정서중심 대처

는 자아 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아 존중

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로임이 검증되었으며,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지각된

가족지지 및 지각된 정보지지에서 사회적 재통합으로 직접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수정모형을 통해 검증된 경로는 연구변수들간의 인과관계와 상대

적 중요도를 제시함으로써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증진을 위한 중재변수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수정모형은 척수 손상인의 사회적 재통

합에 대한 설명력이 65%로 나타나 설명력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수정모형에 근거하여 모형내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생 변수들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서중심 대처가 사회적

재통합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스트레스원

이 통제 불가능한 경우 정서중심 대처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문헌

(Sm ollen & Topp , 1998)내용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척수손상의 경우 신체적

제한은 회복 불가능하고 개인의 행위수행을 통한 조절에는 한계가 있는 만성상

태이기 때문에, 척수손상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사건에 대한

해석방식을 변화시키고 정서적 측면에 집중하는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더 효과적

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정서중심 대처의 일차목표는 단순히 부정

적 정서의 환기가 아니라 스트레스 경험을 직면하는데 중요한 적응적 업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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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정서적 균형 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Moos & Sch aefer, 1986).

따라서 문제중심 대처가 사회적 재통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결과도 위와같은 맥락에서 이해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문제중심 대처가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헌내용(김정희, 1991;

Billin gs & Moos, 1984; Gift & Au stin , 1992)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만성적 특성

을 갖는 건강문제의 특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병에 따라 대처반응

이나 그에 따른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김영옥, 1996), 만성상태를 지속적으로 경

험하는 경우 이 기간동안 여러가지 정보추구 및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만 부정적

결과의 회환(feedback)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결국 개인은 정서중심 대처에

보다 의존하게 된다(McQu een ey et al., 1998)는 문헌 내용과는 일치하는 결과이

다. 특히 척수손상과 같이 신체적 제한이나 개인에 의한 상태의 조절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특정 건강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각 대처기전의 특성과 영향력의 차

이가 그 적응적 결과의 차이를 보다 크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본 연구에서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대한 정서중심 대처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대처기전간에 상호관련이 있다는 Lazaru s & Folkm an (1984)의 이론적

견해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간 상관관계의 통계

적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두 대처기전은 각각 독립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나

아가 이러한 차이가 건강 결과(health ou tcom e)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가져왔

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어떤 종류의 대처이든 긍정적 결과를 유도하며, 특히 문제중심 대처가

보다 긍정적인 결과는 가져온다는 기존의 견해(Billings & Moos, 1984; Lazaru s

& Folkm an, 1988)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대

해 정서중심 대처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척수손상인의

대처기전에 대한 적극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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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회적 재통합에 대한 직접효과가 큰 변수는 지각된 스트레스로,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재통합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스트레스는 정서중심 대처와 문제중심 대처에 대해 모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원을 위해적이거나 위협적으로 평가

하고 환경조건을 수정하는데 있어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정서중심 대처가 일어난다(Lazaru s & Folkm an, 1984; Lazaru s,

1993)는 이론적 설명을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지각된 스트레스가 사회적 재통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대처기전을 경

유한 간접효과와 합쳐져서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대처기전을 통해 완충될 수 있다는 견해(Pearlin et al., 1981)

를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척수손상인의 대처기전에 대한 중재는 사회

적 재통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지각된 스트레스를 완충함으로써

사회적 재통합을 증진시키는 간접적 영향도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정서중심 대처가 문제중심 대처에 대해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정서중심 대처를 통해 정서 반응을 조절한 후 문

제중심 대처를 사용하게 된다(Mish el, 1992; Winem an, Durand, & Stein er, 1994)

는 문헌의 내용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척수손상인은 정서중심 대처를 통해 정서

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계획적인 문제해결과 같은 문제중심 대처를 추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서중심 대처는 척수손상인

의 사회적 재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제중심 대처도 증진시

켜 결국 사회적 재통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문제중심 대처가 사회적 재통합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추론은 잠정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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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가족지지 및 지각된 정보지지가 사회적 재통합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정서중심 대처와 문제중심 대처를 통해 간접적 영향

을 미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즉, 지각된 가족지지는 사회적 재통합에 대한 직

접효과가 가장 큰 변수이며, 간접효과 및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합쳐진 총효과

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지각된 정보지지도 사회적 재통합에 대한 직

접효과가 유의한 변수였다. 지각된 가족지지와 지각된 정보지지가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Kemp & Krau se(1999)

의 연구에서 척수손상인의 삶의 만족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삶

의 질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대처에 영

향을 미치는 대처자원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적 결과에 직접적인

인과효과를 갖는 변수임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대처자원들이 건강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것은

간호 현장에서 이러한 대처자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환기시켜 준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들의 지각된 가족지지는 평균 77.08점이었으나 지각된 정보지지는 평

균 48.84점으로 지각된 가족지지에 비해 지각된 정보지지가 낮았으며, 그 중에서

도 건강 및 척수손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지지를 가장 낮게 지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척수손상인들에게 건강 및 척수손상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며, 가족지지가 정서중심 대처와 사회적 재통합에

모두 직접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척수손상인 뿐만 아니

라 그 가족들을 포함한 중재가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지각된 가족지지가 정서중심 대처와 문제중심 대처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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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즉 지각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를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지각된 정보지지는 정서중심 대처와

문제중심에 대해 모두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정서중심 대처에

대해서는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즉 정보지지가 높으면 정서중심 대

처는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척수손상인을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져 개인의 통제감을 증진시킴으로 결과적으로 문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결과(McN ett, 1987)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하나의 변수로 설정한 반면 본 연구에

서는 사회적 지지를 지각된 가족지지와 정보지지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

하였고 본 연구에서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지각된 가족지지만이 문제중심 대

처 및 정서중심 대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나타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각된 정보지지와 대처기전간의 관계는 잠정적인 것이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대처기전에 대한 효과가 달

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와 대처기전간의 인과적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추론하기 위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유형

과 대처기전간의 관계를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이 사회적 재통합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영향을 미치

는 경로와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기전을 거쳐 간접적으로 사회적 재통합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은 사회적 재통합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 및 총효과를 가진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지각된 스트레스나 대처기전을 경유한 간접효과를 통해서

도 그 효과가 상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지각은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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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속적인 신체적·심리적 제한으로 인한 장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

들이 가족 및 지역사회로 통합되어 질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가 유연

성 있는 하나의 구조로서 개인에게 지속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Voogt, 1998), 척수손상인을 위한 중재의 범위가 지역사회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김애리(1999)의 척수 손상인의 삶의 질 구조모형에서 건강행위 수행에

따르는 장애요인을 포함하여 불평등에 대한 지각을 측정한 변수인 지각된 장애

성이 척수손상인의 삶의 질에 직접효과를 갖는 변수로 제시되고 있는 결과도 이

러한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하겠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들의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은 평균 84.11점으로 본 연구

의 기술적 통계량 중 가장 높아, 지역사회에 살고있는 척수손상인들의 사회적 불

이익에 대한 지각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재활시설부족, 구직의 어려

움 및 재활에 부적절한 주변환경과 관련하여 불이익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중 직업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

니라 사회적·심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척수손상인의 삶의 질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제시되어왔으나(임민정, 나은우, 이일영, 문혜원, 1999; Willer et

al., 1993), 실제로 외상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고용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사회로 재진입하는데 있어서 직업을 갖는 것이 가

장 어려운 측면으로 지적되고 있다(Voogt et al., 1998). 따라서 척수손상인의 직

업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고 재활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척수손상인의 재활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변화와 관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데 있어서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아 존중감이 대처기전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지각된

스트레스를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대처기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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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아 존중감은 정서중심 대처에 대해 직접효과가 가장 큰 변수로서 총효

과도 유의하였고, 문제중심 대처에 대해서는 유의한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나타냈

다. 또한 자아 존중감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해 직접효과를 갖는 유일한 변수

로, 이는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고 대처기전을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요인들 중 심리적 자원으로

서 자아 존중감이 개인의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대처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헌과

(Pearlin et al., 1981)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만성적 건강관련 문제에서 개체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반복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일정수준 내재

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 요인 중 비교적 불변적

특성을 갖는 성격적 요인에 의해 더 많이 영향받을 수 있다(Hull et al., 1987)는

문헌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과 지각된 가족지지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이 변수들이 비교적 가변

적 특성을 갖는 변수임에 비해 자아 존중감은 개인의 성격적 요인과 관련이 있

기 때문에,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과 지각된 가족지지는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

을 주기보다는 사회적 재통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의 모형수정 과정에서는 지각된 정보지지에서 지각된 스트레스로

의 경로, 신체기능에서 사회적 재통합으로의 2개 경로를 기각하였다.

먼저 지각된 정보지지에서 지각된 스트레스 경로를 기각한 것은 사회적 지지

가 스트레스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본 연

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각된 정보지지와 지각된 가족지지

로 나누어 그 관계를 설정하였으므로 기존의 문헌들에 근거한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외생변수들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40%로, 지각된 스트레스의 나머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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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탐색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척수손상인의 스트

레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과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척수손상인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신체기능에서 사회적 재통합으로의 경로를 기각한 것은, 신경학적 손상

정도가 사회적 재통합을 20% 정도 유의하게 설명(Whiten eck et al., 1999)한다는

선행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체기능을 단순히 신경학적 손

상정도가 아닌 일상생활 기능 수행정도를 측정하였고, 연구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평균 점수는 70.76점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과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을 독

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신체적 제

한은 손상 후 학습과정을 통해 점차 향상될 수 있으므로(Krau se, 1992) 본 연구

의 대상자들은 재활훈련을 통해 신체적 제한이 어느 정도 보상된 상태라고 생각

되며,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주로 장애인들의 모임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

하고 있었고 컴퓨터나 서예 및 미술과 같이 비교적 활동성이 적게 요구되는 취

미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사회활동과 신체기능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결과는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증진을 위해 신체적 측면 외

에도 본 연구에 포함된 대처기전과 같은 개인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지지나 사

회적 불이익과 같은 사회적 요인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장애인들이 주류사회(m ain stream society)에 참여하는데 있

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비장애인들의 태도와 정보 및 이동수단,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으로서 이는 척수손상인들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소외감을 느

끼게 한다(Johnson, 1993). 본 연구의 대상자들 또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지각

이 매우 높고 실제로 주로 장애인들의 모임을 통한 사회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

음을 고려할 때, 척수손상인들은 사회적 장애로 인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척수손상인들의 사회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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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 모형내 변수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토대로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을 설명하는 모형을 종합하면 4개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아 존중감 →

지각된 스트레스 → 정서중심 대처 → 사회적 재통합 경로, 지각된 가족지지

(자아 존중감) → 정서중심 대처 → 사회적 재통합 경로, 지각된 스트레스(지각

된 사회적 불이익) → 사회적 재통합 경로, 그리고 지각된 가족지지(지각된 정

보지지) → 사회적 재통합 경로로 제시할 수 있다. 각 경로의 의미를 살펴보면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은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고,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높다.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고, 자아 존중감

과 지각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여 사회적 재통합

이 높다. 또한 지각된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이 낮고, 지각된 가족지

지와 지각된 정보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재통합이 높다. 이 경로에서 제시된 변

수들은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수립시 활용 가능성

이 매우 높은 변수들로 사료된다.

즉, 자아 존중감과 정서중심 대처는 척수손상인의 재활초기부터 개인의 자아

존중감과 대처양상을 미리 사정하여 재활 과정에서 사회적 재통합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군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며, 자아 존중감과 정서중심

대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재통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자아 존중감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정서중심 대처 및 문제중심 대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척수손상인에 대한 중재시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변수라 하겠다.

그리고 지각된 가족지지와 지각된 정보지지는 스트레스 수준이나 대처기전과

는 독립적으로 사회적 재통합에 직접효과를 가지는 주요한 변수이며, 특히 지각

된 가족지지는 정서중심 대처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척수

손상인에 대한 중재시에는 가족들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중재가 필요하며 척수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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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를 격려하고, 이러한 지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들

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도 중요한 간호중재라고 사료된다. 또한 척수 손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인하여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 사회적 재통합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이 사회적 재통합에 직접영향을 미쳐 이를 저해

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척수손상인의 적응을 위한 중재의 범위를

사회로까지 확대하여야 함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구직이나 재활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

하다. 무엇보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과 관련하여 매우 중

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경제적 지원보다는 장

기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고용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San der 등(1996)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구직을 돕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고용주에 대한 교

육과 상담 및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개개인의 편견 없는 태도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간호사를 포함한 건강관

리 요원들의 자각과 관심 및 사회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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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이론, 연구 및 실무 측면에서 의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 이 론 측 면에서, 문헌고찰을 통해 척수손상의 사회적 재통합에 대해 상

대적 영향력이 큰 변수들을 중심으로 이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검증하

여 포괄적인 설명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대한 설

명적 차원의 지식을 제공하였다.

간호 연 구 측 면에서,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분산 구조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을 통

해 상관분석이나 회귀분석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밝힐 수 없었던 예측변

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다양한 추론을

제공함으로써 추후 간호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간 호 실 무 측 면에서,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중재전략에 있어

서 개인의 자아 존중감과 대처 증진을 위한 중재 수립에 대한 하나의 기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척수손상인의 대처와 사회적 재통합을 강화시키기 위한

내·외적 자원의 사정 및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재 전략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간호행위에 대한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측변인과 결과변인간의 관계를 통해 밝혀진 사회적 재통합에 미치

는 직접적 효과의 크기에 따라, 척수손상인을 위한 간호중재의 우선 순위와

범위를 정하고 적절한 중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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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결론 및 제언

A . 결론

본 연구는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요인들을 규명

하고, 요인들간의 경로와 영향력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척수손상

인의 사회적 재통합을 증진할 수 있는 간호중재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공분산

구조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이나 적응 또는 삶의 질

에 대한 선행연구와 Lazaru s-Folkm an의 스트레스-대처 모형을 기반으로, 척수손

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선택하여 외생변

수로 설정하였으며, 척수 손상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이에 대한 대처기전

및 사회적 재통합을 내생변수로 설정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파악하는 가설

적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에서 총 21개의 가설이 도출되

어 이 중 15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척수손상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사회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척수손상인 중 편의표출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1

년 8월 20일부터 11월24일까지 자가보고식으로 이루졌고 총 145개의 자료가 분

석되었다.

가설 모형검증과 수정모형의 검증은 LISREL 8.30 WIN program을 이용하였

으며, 이 과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좋게 하면서 이론적 구조간의 의미있는 해석

을 유도할 수 있는 간명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가설 검증결과를 중심으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아 존중감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정서중심 대처는 자아

존중감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다음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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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지의 영향을 받았다. 문제중심 대처는 정서중심 대처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다음으로 지각된 정보지지, 자아 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순으로 영

향을 받았다. 사회적 재통합은 정서중심 대처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으

며, 다음으로 지각된 가족지지, 지각된 정보지지,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및 지각

된 스트레스의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

사회적 재통합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가장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중심 대처이고, 정서중심 대처는 자아 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아 존중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

로임이 검증되었으며,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지각된 가족지지 및 지각된 정보지

지에서 사회적 재통합으로 직접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검증되어 이들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와 상대적 중요도를 밝혔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로 확인된 자아 존중감, 지각된 가족지지

와 지각된 정보지지, 지각된 사회적 불이익, 지각된 스트레스 및 정서중심 대처

는 간호중재에 대한 기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 수준 및 구체적인 간호

전략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는 변수이다.

즉,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서중심 대처를 증진

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자아 존중감과 가족지지를 증

진하는 것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서중심 대처를 증진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재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척수손상인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함께 참여시켜 대처 효율성 훈련(Copin g Effectiveness

Training)과 상담 프로그램 같은 구체적인 중재를 통해 대처 전략이나 자아 존중

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척수손상과 관련된 합병증 예방과 독립성 증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척수손상인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척수손상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강관련 정보제공 체계 및 자조그룹이나 가족모임을 통한 교육, 상담, 경험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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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척수손상인의 사회

적 재통합에 대해 사회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외적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서 사회적 재통합을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의 변화와 실질적인 사회적·국가적 지

원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각성과 구체적 실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활성화되어

야 할 것이다.

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정서중심 대처가 사회적 재통합을 증진하는 가장 유의한

직접효과를 갖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척수손상인을 간호하는 임상현장에

서 정서중심 대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가

족지지는 사회적 재통합을 증진하는 유의한 직·간접효과가 있는 변수로 확

인되었으므로 척수손상인에 대한 효율적인 가족지지를 지속시키고 정보의

공유를 통해 대처를 증진할 수 있는 가족모임이나 자조모임과 같은 구체적

인 간호중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2.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추후 연구를 제언하며, 특히 사회적 재통합에 가장 영

향력이 큰 변수로 확인된 정서중심 대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한 변수들을

탐색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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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지각된 가족지지와 지각된 정보지지로 구

분하여 대처기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각 대처기전에 대한 효과에 차이가 나타나 기존 문헌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각 대처기

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4 . 척수손상인의 사회적 재통합의 과정적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종단적 연

구가 필요하다.

5. 본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실

험연구를 통한 효과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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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질문지 )

No.____________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본 질문지는 척수손상인 여러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서 각 문항들은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현재 상황

이나 평소 생각에 따라 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빠짐없는 응답은 선정되지 않은 다른 분들의 의견까지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알지

만 성의있는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되므로,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완벽하게

비밀 보장이 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협조하여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빕니다.

2001년 8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송 희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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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1 . 자 아 존중 감 질 문 지

* 아래의 문항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

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칸에 V 표 하여 주십시오.

내 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4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

7.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8.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역환 산 문항임

부 록 1- 2 . 지 각 된 사 회 적 불 이익 질 문지

*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V 표 하여 주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 건강검진이나 재활치료를 받기 위한 절차가 부담스럽다 .

2. 주변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활시설이 부족하다 .

3 . 이동시 이용할 만한 시설(경사로 등)이 부족하여 다니기

어렵다 .

4 . 재활에 필요한 주변 환경이 조성 되어 있지 않다 .

5. 교육혜택을 누리는데 제한을 받는다 .

6.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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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3 . 신 체 기능 질 문지

* 해당되는 칸에 V 표 해 주십시오.

항목 혼자 할 수 있음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

타인의 도움에

완전히 의존함

1. 컵으로 물마시기 혼자 할 수 있음(4)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0)
타인의 도움에

완전히 의존함(0)

2 . 식사하기 혼자 할 수 있음(6)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0)
타인의 도움에

완전히 의존함(0)

3 . 상의 입고 벗기 혼자 할 수 있음(5)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3)
타인의 도움에

완전히 의존함(0)

4 . 하의 입고 벗기 혼자 할 수 있음(7)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4)
타인의 도움에

완전히 의존함(0)

5 . 몸치장 하기 혼자 할 수 있음(5)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0)
타인의 도움에

완전히 의존함(0)

6 . 세안 또는 목욕 혼자 할 수 있음(6)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0)
타인의 도움에

완전히 의존함(0)

7 . 소변처리

(간헐적 도뇨 및 유치도뇨 포함)
혼자 할 수 있음(10)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5)
타인의 도움에

완전히 의존함(0)

8 . 대변처리(먹는 변비약 , 좌약 및

손가락 자극 포함)
혼자 할 수 있음(10)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5)
타인의 도움에

완전히 의존함(0)

9 . 침상에서 의자 ,

의자에서 침상으로 옮겨 앉기
혼자 할 수 있음(15)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7)
타인의 도움에

완전히 의존함(0)

10. 변기로 옮겨 앉기 혼자 할 수 있음(6)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3)
타인의 도움에

완전히 의존함(0)

11. 휠체어로 45 m 정도 가기 혼자 할 수 있음(5)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0)

타인의 도움에

완전히 의존함(0)

12. 전화사용 하기 혼자 할 수 있음(3)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2)
전혀 못함(0)

13. 필요한 물건 구입 및 시장보기 혼자 할 수 있음(3)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2)
전혀 못함(0)

14. 교통수단 이용(자가운전 포함) 혼자 할 수 있음(3)
혼자서 간단한

물건만 구입(2)
전혀 못함(0)

15. 음식준비 혼자 할 수 있음(3)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2)
전혀 못함(0)

16. 가정관리(세탁 , 청소 등) 혼자 할 수 있음(3)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2)
전혀 못함/

할필요 없음(0)

17. 금전관리 혼자 할 수 있음(3)
은행이용 및 고가(高價)
물건 구입 등은 불가능(2)

전혀 못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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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4 . 지 각 된 가 족 지지 질문 지

* 다음은 귀하가 가족들부터 받는 도움의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가족에게서 느낀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V 표 하여 주십시오.

내 용
언제나

그렇다.
자주

그렇다.
보통

이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움

받을

가족이

없다.

1. 가족은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

2. 나는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

3 . 가족은 내가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해 준다 .

4 .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

5. 가족은 나와 집안일을 의논한다 .

6. 가족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부 록 1- 5 . 지 각 된 정 보 지지 질문 지

* 다음은 귀하가 일상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정보제공을 받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V표

해 주십시오.

내 용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언제나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도움을

구할

대상이

없다

1. 경제적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

2. 집안 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3 . 개인적인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 가족 위기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5. 직업을 구하거나 바꾸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6. 장애나 손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7. 성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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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6 . 지 각 된 스 트 레스

* 다음 내용은 현재 상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평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칸에 V 표 하여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척수손상 때문에 내 건강이나 전반적인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2. 나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부록 1- 7 , 8 . 대처 질 문지

* 다음은 귀하가 척수손상을 입은 이후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여 오셨는지

알아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아래 방법들을 사용하는 정도를 가장 잘 표현한 칸에 V 표 하여 주십시오.

부 록 1- 7 . 정서 중 심 대 처

문 항
사용

안함

약간

사용

어느

정도

사용

자주

사용

1. 그 일을 무시하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그 일이 어떤 식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

3 .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구한다 .

4 .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한다 .

5. 현재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한다 .

6.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불경을 외운다(종교에 의지한다).

7. 이미 일어난 상황이나 내 생각이 바꿔지기를 바란다 .

8.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일까지 망치지 않도록 애쓴다 .

9.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한다 .

10. 어쩔 수 없다면 체념하고 그일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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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8 . 문제 중 심 대 처

문 항
사용

안함

약간

사용

어느

정도

사용

자주

사용

1.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본다 .

2.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

3 . 그 문제를 보다 상세히 알고있는 사람을 만나 조언을 구한다 .

4 . 최후의 수단을 쓰기보다는 어느정도 여지를 남겨둔다 .

5. 그런 일을 겪음으로서 인간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

6.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여라가지 대책을 세워본다 .

7.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버릴려고 노력한다 .

8.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생각한다 .

9. 그 일을 잊기 위해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다 .

10. 기분전환이 될 수 있을만한 말을 자신에게 한다 .

11. 그 문제가 왜 일어났으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자세히

분석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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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9 . 사회 적 재 통 합 질 문 지

* 다음은 귀하의 작업(직장일, 가사일, 학업 등), 여가 시간과 가족생활 및 사회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칸에 V 표 하여 주십시오.

내 용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절반

이상

그렇다

때로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안됨

1. 나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2. 나는 이성친구 또는 애인과의 관계에서 나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

3 . 나는 친구나 애인과 함께하는 활동에 대해 관심과

열의가 있다 .

4 . 나는(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아) 내가 원하는 대로

여가생활(취미생활)을 하고 있다 .

5. 나는 친척들과 잘 지낸다.

6. 나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7. 나는 형제나 자매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8. 나는 척수손상으로 인해 내가 할 일(직업인의 경우 직장

일, 학생의 경우는 학업 , 주부의 경우는 가사)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줄었다.*

9. 나는 내가 할 일을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아)

잘 하고 있다 .

10. 나는 내가 할 일을 잘 해내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갈등

이 있다. *

11. 나는 현재 나의 경제 상태에 대해 만족한다 .

12. 나는 척수손상으로 인해 사회활동(친목회 , 동호회 등)에

대한 의욕이나 열의가 줄었다 . *

13. 나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아) 사회활동을 잘

하고 있다.

기 혼 자 만

답 하 세 요

14. 나는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

15.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 역환산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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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10 . 일 반적 사 항 질 문지

* 다음 사 항을 읽으 시고 해당 하는 번호 에 V 표 하거나 빈 칸 에 직접 기입 하십시 오 .

1. 나이 : 만 _________ 세 2. 성별 : 1) 남 2) 여

3. 척수손상 당시 나이 : 만 ______________ 세

4. 척수 손상으로 인해 처음 입원치료 받은 후 집으로 퇴원한 후 지금까지의 기간

_____ 3개월 이하 ______ 3개월 이상 (______개월)

5. 척수손상을 입은 원인

_____ 교통사고 ______ 산업재해

_____ 낙 상 ______ 질 병(척수 종양이나 염증 등)

_____ 기 타(자세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손상 부위

______ 경수 (목 부위) ______ 흉 수 (가슴 부위)

______ 요 수 (허리 부위) 및 그 아래 손상)

______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손상 정도

______ 완전손상 ______ 불완전 손상

8. 친구나 애인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외출하십니까?(괄호 안의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시

고 빈칸에 숫자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 ( _____주 / _____ 개월 / _____ 년 ) 마다 _____ 회

2)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______

9.현재 정기적인 사회활동 ( 친목회, 동창회, 장애인들의 모임, 자원봉사 등)을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친목회 및 동창회 2) 장애인들의 모임 3) 직장 등 조직내의 모임

4) 자원 봉사 활동 5) 종교 활동

6) 기타 (자세히: )

7)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10.위의 모임을 위해 얼마나 자주 활동하십니까?(해당하는 곳에 숫자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_____주 / _____ 개월 / _____ 년 ) 마다 _____ 회

11. 자기 발전을 위한 활동(예: 컴퓨터 배우기 등)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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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니다.

2) 그렇다.( 자세히 : )

12. 손상 후 사회활동은 손상 전과 차이가 있습니까? 1) 아니오

2) 예 (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현재 동거 가족(해당되는 대로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______ 부모 ______ 배우자 ______자녀

______ 형제자매 ______ 혼자 산다.

______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결혼 상태

______ 미 혼 ______ 결 혼 (결혼시기 : 손상 전 / 손상 후)

______ 이 혼 또는 별 거 (시기 : 손상 전 / 손상 후)

______ 사 별 (시기 : 손상 전 / 손상 후)

______ 기 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종교

______ 기독교 ______ 불 교 ______ 천주교 ______ 무 교

______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현재 직업

1) 무직 2) 사무직(공무원, 회사원 등) 3) 자영업 4) 기술직

5) 기타 ______________

17. 교육정도 (중퇴인 경우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

4) 고등학교 졸 5) 대학교 졸 6) 대학원 이상

7) 기타 ___________________

18. 가정의 경제 상태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19. 본인의 수입 ______ 없다. ______ 있다.(약 ________ 원(주당 / 개월당 / 일년 단위)

______ 보조금 또는 보험금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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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anatory Model for Social Reintegration

of Persons w ith Spinal Cord Injury

Song, Hee Young

D epartm ent of N ursing

Th 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social

reintegration and to develop an explanatory model for social reintegration of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A hypothetical model which was construct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Stress-Coping Model of Lazarus and Folkman was built around nine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included in this model were self esteem, perceived social

barriers, physical functio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perceived informational

support. Endogenous variables were perceived stress, emotion-focused coping,

problem-focused coping and social reintegration.

Empirical data for testing the hypothetical model were collected from 145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using self-administerd questionnaires between

August 20 and November 24, 2001. For inclusion in this sample, all subjects were

required to have sustained traumatic spinal cord injury for more than 6 months,

reside in the community for more than 3 months after discharge from the

hospital, and be at least 20 years old.

SPSS 10.0 WIN Program and LISREL 8.3 WIN Program were used fo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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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emotion-focused coping was the

strongest predictor for social reintegration in this sample. Perceived family

support, perceived informational support, perceived stress and perceived social

barriers were also significantly related to social reintegration . Overall, the model

explained 65% of the variance in social reintegr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nursing interventions to promote social reintegration

of the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need to focus on the emotion-focused

coping of each individual. And interventions at various levels, including family

and community as well as individual with spinal cord injury are needed to

promote social reintegration of this sample.

Also,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velop more-refined explanatory model

for social reintegration of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nursing interventions promoting social reintegration of this sampl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social reintegration,

explanatory model, emotion-focused 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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