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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 정도를 알아보고 선행연구 

를 통하여 가정된 사회적응 관련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후 아동의 사회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이 긍정적으로 사회에 재

통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S대학병원을 통하여 모

집된 10-19세의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 및 청소년 79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

구 도구는 신체기능 측정을 위하여 주관적 건강상태, 피로 시각상사척도 및 박현진 

등이 개발한 소아암 삶의 질 평가 도구 중 활동 및 운동, 통증 및 불편감에 대한 문

항을 선택하여 구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조수철, 이영식이 번안한 한국형 소아 우

울척도로 우울을 측정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시각적 상사척도와 박진아가 수정·보완

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아동의 사회적응 정도는 구순주의 사회적 역량 척도를 이용하여 보호

자가 측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변수들의 특성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18 program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은 평균 83.46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나 

타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교성은 30.25점, 주도성은 27.32점, 유능성은 

25.89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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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서 치료 종류(t=3.974, p=.023) 및 가족 전체가 모여 대 

화하는 시간(t=-2.530, p=.013), 학교생활 즐거움(t=-3.177, p=.002)과 친구관계 

만족도(t=-4.961, p<.001)가 사회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은 주관적 건강상태(r=.273, p=.015), 활동 

및 운동(r=.447, p<.001), 우울(r=-.324, p=.004), 공격적 대처전략(r=-.269, 

p=.016), 적극적 대처전략(r=.248, p=.027) 및 자아존중감(r=.297, p=.008)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이들 변수는 변수간에도 복합적인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아암 치료 종료의 아동의 사회적응을 설명함에 있어 각 

변수들간의 상관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4)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 

수의 공선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응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기

능의 하위영역 중 활동 및 운동 기능(β=.445, p<.001)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고 요인들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

대로 아동의 신체·정서적 측면이 고려되고, 친구와 가족을 포함하는 사회적응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치료 종료 후가 아닌 진단시부터 아동의 사

회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신체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아동, 암, 사회적응, 신체적, 우울, 스트레스, 대처,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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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0년 국가 암 등록 사업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100만 명 당 약 412명

의 아동이 소아암을 진단받고, 그 중 5년 생존율은 74%에 이른다고 하였다(보건복지

부, 2010). 최근 조혈모세포이식, 항암요법 등으로 소아암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

아지면서 암은 죽음에 당면하게 되는 급성적인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

요한 만성적인 질환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소아암을 만성적인 질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소아암 아동이 

겪는 문제는 주로 입원 시기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소아암 치료 중인 아동과 가족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부분이 주로 다루어진 반면 

소아암 치료가 종료된 아동에 관한 연구는 적었다. 하지만 소아암 환자와 가족은 

이들이 겪게 되는 급성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개입과 함께 만성적인 돌봄과 치료 후 

사회적 적응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요구받게 된다(오가실 외, 2003). 따라서 

소아암 아동을 대하는 건강관리자는 소아암을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아암 치료가 종료된 아동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소아암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아동들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신체 기능 제약으로 인해 학교로의 복귀가 어렵고 우울, 불안

의 증가 역시 소아암 생존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Gurney et al., 

2009), 치료 종료 후 학교로 돌아갔을 때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을 받았을 경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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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잦은 결석과 감염위

험으로 인해 친구관계 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Wakimizu et al., 

2011) 소아암 치료 이후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의 경우 소아암 치료가 종료된 후 아동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소아암 생존자들은 지적 능력, 대화 능력 부

족, 주의력 결핍을 보였고(Anderson et al., 1994), 소아암 생존자들의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사회적응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Maurice-Stam et 

al., 2011). 소아암 장기 생존자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소아암 생존자의 5.6%

가 미취업 상태였으며 정상군에 비해 미혼이 많았고,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Gurney et al., 2009). 또한 질병이 없는 아동과 소아암 

치료가 종결된 아동의 친구관계를 조사한 연구(Katz et al., 2010)에서는 건강한 아동

에 비해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경우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이는 

사회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아암으로 인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심리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소아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암으로 인한 부담과 

이익을 조사하였을 때 소아암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유미애, 2006; Maurice-Stam et 

al., 2011).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백혈병 생존 청소년은 소아암 치료과정과 

추후관리를 받으면서 가족구성원과 친해졌으며 또래 친구들에게 받은 도움에 

고마워하며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소아암 치료 종료 후 어떤 아동은 사회적응을 잘하고 어떤 아동은 어려움

을 겪게 된다. 따라서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

아가 어떤 요인들이 아동의 사회적응을 촉진하는지를 밝혀내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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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신체기능(Punyko et al., 2007; Schwartz et al., 2011), 정신건강(Kazak et al., 

2010; Kornblith et al., 2008; Wakimizu et al., 2011), 대처전략(Campbell et al., 

2009), 자아존중감(Evan et al., 2006), 사회적 지지(Alderfer, Navisaria, & Kazak, 

2010)와 소아암 아동의 삶의 질과 적응의 상관관계를 보려는 연구들이 선행되었으나 

각 요인이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사회적응을 촉진시키거나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즉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진 암환아의 적

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적응에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어느 요인

이 적응에 도움을 주고 그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

기 어려웠다(전나영, 2001). 따라서 소아암 치료가 종료된 후 아동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과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이 치료가 종료된 후 사회로 돌아갔을 때

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규명하고 그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밝혀진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궁

극적으로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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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함이며 다음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갖는다. 

 

1) 소아암 치료 종료 후 아동의 신체기능, 우울,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아존중감을 

파악한다. 

2) 소아암 치료 종료 후 아동의 사회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3) 소아암 치료 종료 후 아동의 신체기능, 우울,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다. 

4) 소아암 치료 종료 후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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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 

 

소아암이란 백혈병, 뇌종양, 임파종, 신경아세포종, 윌름 종양, 골종양 등의 18세 

미만의 소아에게 발생하는 암이다(홍영수, 1999). 본 연구에서 소아암 치료 종료 아

동은 소아암 치료를 받고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외래로 추후관리를 받고 있는 10세에

서 19세의 아동을 의미한다. 

 

2) 신체기능 

 

질병 자체와 치료로 인하여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이 경험하는 건강문제로 인한 

신체기능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 scale로 측정한 주관적 건강상태, 시

각상사척도로 측정한 피로에 대한 주관적 느낌과 박현진 등(2007)이 개발한 한국 소

아암 생존자 코호트 및 장기 추적 관리 시스템의 8-12세 소아암 생존자 삶의 질 평

가 도구 중 활동 및 통증, 불편감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관한 문항으로 측

정된 점수를 말한다. 

 

3) 우울 

 

소아암 치료 후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말하며, Beck(1967)의 성인용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를 Kovacs(1981)가 아동의 연령에 맞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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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아동용 우울 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조수철, 이영식(1990)

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우울 점수를 말한다. 

 

4)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 

 

대처란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긴장을 경험할 때 이에 적응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Cline, Herman, Shaw와 Morton(1992)

의 표준화된 시각적 상사척도로 측정된 스트레스 점수와 민하영, 유안진(1998)이 개

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수정·보완한 박진아(2001)의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5) 자아존중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지향성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인 평

가로서(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6) 사회적응 

 

사회 환경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적응을 말하며(이은희, 

2003) 본 연구에서는 Kohn과 Rossmand의 사회적 역량 척도(Social Competence 

Scale)와 Gesten의 건강자원검사(Health Resources Inventory, HRI)를 기초로 구

순주(1996)가 수정·보완한 사회적 역량 척도로 어머니가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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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사회적응 

 

1) 사회적응의 개념 및 측정방법 

 

인간은 사회라는 환경 안에서 적응하고 성장하며 발달하는 과정을 거치며, 인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생활에서의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익혀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김지인, 2008). 여기

서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간 혹은 환경의 내부와 외부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로

(정민영, 2003), 개인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사회 규범에 대하여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김

은영, 2000). 환아에게 있어서 적응이란 질병과 이로 인하여 변화된 주변 환경 속에

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최상의 안정적인 상태를 성취, 유지하는 것이다(정민

영, 2003).  

사회적응이란 광범위한 아동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총체적 개념으로(김지인, 

2008), 가정, 직장, 사회 등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을 의미한다(송경

신, 2010). 송경신(2010)은 사회적응을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사회의 구

조와 문화 전체에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이 일상적으

로 접하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일상적인 관계

를 잘 유지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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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이렇듯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소

아암 아동의 경우 치료 동안의 사회와의 분리로 인해 치료가 종료 된 후 사회로 돌아

가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서진호, 

2010). 

소아암 아동이 치료가 종료된 후 사회로 재통합되는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

은 매우 다양하다. 삶의 질(Varni, Limbers, & Burwinkle, 2007; Wakimizu et al., 

2011; Zebrack & Chesler, 2002), 또래 관계 측정과 사회적 역량(이은희, 2004), 

학업 능력(Anderson et al., 1994), 가족기능(Alderfer, Navisaria, & Kazak, 2010), 

심리사회적 적응(유미애, 2006; Felder-Puig et al., 1999; Patenaude & Kupst, 

2005), 결혼과 취업상태와 같은 사회적 결과(Gurney et al., 2009; Pivetta et al., 

2011) 등 연구마다 아동의 사회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사회적 역량이란 가정, 학교, 또래관계 등의 사회적 상황에서 주어진 역할

을 잘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여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 

및 적응능력을 말하며, 사회적 역량의 중요성은 아동기 초기의 사회적 역량과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의 적응을 관련시킨 연구들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다(구순주, 1998). 사

회적 역량은 연구자들의 이론적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주로 사회적

응행동과 같은 사회기술과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 성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되

고 있으며, 생애 초기에 형성되어 아동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Sallquist et al., 2009). 임은자(2011)는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에는 또래에 의한 

사회측정적 방법, 아동의 자기-보고 방법, 교사나 부모에 의한 평가, 행동관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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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구순주, 1997). 또래에 의한 사회측정적 방법의 경우 아동들에게 ‘좋아하는 아

동’이나 ‘싫어하는 아동’과 같은 특정 준거에 따라 몇 명의 아동을 지명하게 하는 방

법이다(구순주, 1997). 이 방법은 성인이 보지 못하는 맥락에서 또래에 의해 평가 가

능하여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또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신뢰성 있는 측정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래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아동들의 고립을 증가시

킬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Williams & Gilmour, 1994). 행동관찰법은 연구자

가 자연적인 상황이나 구조적인 상황에서 아동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 아

동이 실제로 보인 행동에 기초하기 때문에 다른 측정 방법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권연희, 2003). 하지만 사회적 역량이 높은 행동을 무엇

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찰자의 편견 개입 가능성의 존재, 관찰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동의 자기-보고 방법은 타인의 평정

이나 관찰법이 아닌 아동 본인이 평가하는 방법으로 아동 스스로의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신뢰성의 문제로 인해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권연희, 2003). 

부모 평가의 경우, 부모는 자녀의 행동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아동들과의 경험이 많

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로 인정하는 것이 어려

울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나(구순주, 1997), 부모는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평가할 

때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평가할 수 있고, 아동의 현재 행동에 나타난 상황의 

전후 관계를 고려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관점으로 아동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민정원, 2001).  

이상을 정리해보면, 아동의 사회적 역량은 아동의 대인관계 및 학업성취를 포함

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사회적응의 측정방법 중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사회적응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아동의 사회적응 정도를 

판단하는 데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렇게 하는 데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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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어려움이 있다. 다른 관찰자들에 비해서 어머니는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

내기 때문에 어머니에 의한 평가방법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동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구순주, 1997) 본 연구에서는 부모 평가 방법에 의해 아동의 

사회적응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2)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 

 

소아암 진단은 대상자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하는 두려운 경험이며, 

치료과정 중 경험하게 되는 탈모, 침습적인 절차 등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의 연

속이다(서진호, 2010).  

지난 20년간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등의 눈부신 발전으로 

소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0%를 넘게 되었으며(Calaminus et al., 2007) 이에 따

라 소아암은 진단 받으면 거의 사망하는 병에서 만성 질병으로 그 개념이 변화하게 

되었다(박현진 외, 2007). 하지만 수치상의 소아암 생존율의 향상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나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치료 과정이 끝난 후에도 

실제로 소아암 환아의 10-12%가 재발을 경험하고, 성장률 감소, 불임, 심장 기능의 

변화와 같은 치료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

게 되어(탁영란 외, 2003) 치료 종료 후 사회로 돌아갔을 때 또래관계, 학업성취, 결

혼, 취업 등의 발달과업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Anderson et al., 1994; 

Campbell et al., 2009; Katz et al., 2010). 

소아암 치료과정이 끝난 후에도 아동은 여러 가지 후유장애를 경험하게 되는데

(Armstrong et al., 2010; Calaminus et al., 2007; Schwartz, 1999; Schmid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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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Stein, Syrjala, & Andrykowski, 2008) 소아암이라는 질병 자체와 치료로 인

하여 소아암 치료를 종료 받은 아동 중 3분의 2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후유장애를 

가지고 3분의 1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후유장애를 경험하며(Maeda, 2008), 

주로 이차 종양, 뇌 기능 저하, 갑상선기능저하증과 성장호르몬 결핍과 같은 호르몬 

장애, 감각기능 저하, 치아문제, 폐와 심장기능 저하, 골다공증 등 다양한 신체적 문제

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다(Schmidt et al., 2010). 이러한 후유장

애는 장애 자체가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삶

의 질까지도 저하시키게 되는 큰 문제로 아동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Calaminus, 2007; Stein, Syrjala, & Andrykowski, 2008). 

소아암 아동은 장기간의 치료기간 동안 사회적 범주와의 단절, 학교생활이나 또래

관계의 단절 등을 경험하게 되며,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회로의 재적응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이은희, 2004). 또한 소아암 아동이 치료가 종료된 후 학교로 돌아갔을 

때 선생님이 아동의 학습활동, 학교행사에의 참여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 등(진주혜, 2001) 아동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다각적으로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소아암 아동의 생존율의 향상뿐만 아니라 치료가 종료된 이후의 

삶의 질 및 사회적응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간호학, 의학 외에도 사회

복지학, 교육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에 대한 초기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정도를 파악하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조혈모세포를 받은 소아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환

자가 치료과정에서의 외상경험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 및 극도의 예민

함, 취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장기간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진다고 하였다

(Felder-Puig et al., 1999). 또한 호지킨성 림프종과 백혈병 생존자를 대상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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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회적 적응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생존자들이 정신과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만

큼 높은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며 피로, 구토의 신체적 증상과 가족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Kornblith et al., 1998). 그러나 외국에서 진행된 연

구들은 주로 5년 이상의 장기 생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미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이 

된 생존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치료가 종료된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적응

상 급성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대상자들은 연구 대상에서 배제되는 제한점이 있었다.  

국내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최근까지 소아암 환아의 가족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소아암 환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심리사회

적 적응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삶

의 질과 사회적응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개인적 요인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오가실 외(2003)의 연구를 보면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은 기침, 불면, 

피곤의 순으로 건강문제를 갖고 있었고, 30%의 아동이 사회적응상 문제행동을 보이

며 학업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 중 학업을 중단

한 아동에게서 또래관계를 낮게 인지하고 있었고(이은희, 2004), 소아암 생존자의 사

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생존자의 학력, 재발유무, 학업결손기간이 사회적 배제 

수준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권호, 2007).  

소아암 환아가 사회로 적응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동의 불

안, 문제행동, 사회적 미성숙 등의 부적응적인 심리사회적 문제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협소한 관점을 제시하게 된다. 소아암 생존자의 여생은 성인암 생존자와는 달리 매우 

길며, 소아암 생존자는 후에 국가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일원이므로(박현진 외, 2007)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이 긍정적으로 사회로 통합될 수 있도록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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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신체 기능 

 

소아암 환아는 질병 자체와 치료 과정으로 인해 치료 종료 이후에도 경미한 정도

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할 정도까지의 급·만성적인 신체적 문제를 겪는다. 이러한 치

료 종료 후의 신체적 문제는 사회기능과 관계, 학업 성취, 직장생활, 개인기능과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Patenaude & Kupst 2005). 156명의 소아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Schwartz et al., 2011)를 보면 소아암 생존자는 건강한 집단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낮게 평가하였으며 주로 피부, 위장관, 체중, 두통, 성장, 갑상선, 

신장, 면역, 심장 및 성적 문제를 겪는다고 하였다.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신체 기능의 저하는 장기적 후유장애 뿐만 아니라 피로

와 통증, 불편감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다. 후기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호지

킨성 림프종을 진단받고 치료받았던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신체

적 후유장애로 피로를 경험하고 있었고(Kornblith et al., 1992), 62명의 골육종 생존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대상자가 통증이 전혀 없거나 약한 상태였지

만 어떤 대상자는 환상통과 신경통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Greenberg et al., 1994).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이 겪는 신체 기능 저하는 활동의 감소로 표현될 수도 있

는데, Felder-Puig 등(1999)은 이식 후 소아암 환자가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로 운동기능 저하를 지목하면서 이로 인해 소아암 치료 종료 환자들은 텔레비전 시청, 

음악 감상 등 신체적 활동이 적은 취미를 주로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소아암 환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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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에도 피로, 허약하다고 느낌으로 인한 고립, 신체 이미지 변화로 인한 사회관

계 내에서의 자신감 결여, 학습부진, 외롭다는 느낌, 감염예방으로 인해 학교를 결석

하는 것에 대한 불안 등의 신체증상으로 인한 사회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다

(Wakimizu et al., 2011). 또한 암이라는 질병자체와 치료로 인한 건강 문제는 아동

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임을 설명하면서 신체 증상으로 인한 

병원 방문 횟수 증가는 그들의 건강 문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증가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소아암 치료 종료 아

동을 장기간 추적 관찰 하였을 때 신체기능의 저하가 있는 경우 사회 역할 수행에 어

려움을 겪는다는 보고가 있으며, Gurney 등(2009)은 신체 기능 제약이 있는 생존자

의 경우 43%가 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고, 60%가 미취업 상태였으며, 38%가 정상군

에 비해 수입이 적고, 18%가 미혼 상태임을 나타내면서 신체기능 제약은 학교, 직장

으로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친구들과의 사회적 활동, 여가활동을 감소시킨다고 하였

다. 또한 하지절단술을 받은 골육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신체수

행능력은 치료 종료 이후의 일상생활로의 재통합과 관계가 있는 변수임을 설명하고 

있다(Nagarajan et al., 2009). 

소아암 아동의 신체기능과 적응의 관계에 대한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소아암 아

동은 신체증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질병에 대한 해로움을 심하게 인지하여 결국 질병

에 대한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고(전나영, 2001), 소아암 초기 생존 아동

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부모는 아동의 피로 상태에 주의를 집중하

기 때문에 학교 복귀 이후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이나 수업 받는 시간의 양을 아동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진주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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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신체기능 저하는 장기적 

후유장애, 피로, 통증 및 활동의 감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며, 아동의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2) 우울 

 

아동과 청소년은 그 발달 시기의 특성에 따라 성취되어야 할 과업이 있으며 자율

성을 개발시키고 성취를 경험함으로서 자신감이 높아지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

지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 소아암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

게 되면 환경적으로 자율성을 잃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된다(신정

희, 심혜원, 2011). 소아암 치료 종료 후 아동은 우울, 감정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철회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Wakimizu et al., 2011). 소아암 생존

자들이 건강한 집단에 비해 정서적 문제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도 많지만

(Hobbie et al., 2000, Wakimizu et al., 2011) 어떤 연구에서는 건강한 집단과 비슷

한 정도의 정서적 상태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면서(조유진, 2001; Fritz, 

Williams & Amylon, 1988; Maurice-Stam et al., 2011) 소아암 진단과 치료로 인

한 정서적 상태에 대해서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소아암 

치료 후 아동은 신체기능이나 학업 문제, 삶의 질 저하, 사회적응상의 문제와 낮은 자

아존중감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정서 상태에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국의 소아암 생존자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한 서진호(2010)의 연구에서는 소아암 아동은 건강한 아동보다 우울, 

행동장애 또는 다른 정신적 증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우울로 인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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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후 스트레스는 치료가 종료된 후 몇 해 동안 지속되기도 하며, 소아암 생존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대상자의 수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청소년 생존자

는 적어도 몇 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일본의 

소아암 치료 후 추후감시를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Wakimizu 등(2011)의 연

구를 살펴보면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우울점수는 같은 도구를 가지고 건강한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elder-Puig 등(1999)은 타인조혈모세포 이식을 

종료한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를 연구하였는데 35%의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의 외상 경험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 등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었고, 62%

의 환자는 극도의 예민함과 취약함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35%의 환자는 사랑하는 사

람과의 관계에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5%의 환자가 학교 또는 직

장으로 복귀하였는데 이 중 많은 수의 생존자가 학교, 직장 생활에 있어 만족감을 느

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소아암 치료 종료 환자의 심리적 증상과 사회적응이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Gurney 등(2009)은 소아암 생존자가 우울, 불

안, 신체화 증상이 높을수록 미취업, 적은 수입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소아암 생존자 중 취업군이 미취업군에 비해 정신건강 수준이 높았으며, 감정기능으

로 인한 역할 제약이 낮다고 하였으며, 소아암 생존자의 정신사회적 기능을 고찰한 

연구에서도 아동의 정신적인 문제가 학교 생활, 또래관계, 사회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여(Patenaude & Kupst, 2005) 소아암 생존자의 정신건강은 사회적응과 상호적

인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은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겪

는다는 결과와 건강한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적 문제가 적을지라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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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대상자의 사회적응,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아동이 경험

하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하려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3) 스트레스와 대처전략 

 

스트레스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안정 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자극 조건이고 생

활사건에서 생겨나는 심리적, 정서적 압박감을 의미하며, 적정 수준까지는 일상생활에

서의 원동력이 되지만, 이 수준을 넘으면 생리적, 심리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

다(홍미경, 1998).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 개인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Lazarus & Folkman(1984)은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긴장을 경험할 때 이에 적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대처라고 정의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이미 학습된 적절한 해소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급속히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되

므로 정신적, 신체적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학습할 필요가 있

다(박민호, 2009). 대처에는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가 있는데 문제중심대처는 

문제해결이나 환경간의 갈등적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고, 정서중심대처는 회피, 

인지적 재구성 등을 통하여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말한다(김희승, 2003). 그 외의 대처방법에는 소망적 사고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가 있는데, 소망적 사고는 실제 증거들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소망

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지지 추구는 역경에 처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

는 기본적인 대인 접촉 요구를 말한다(김은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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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아동은 질병과 치료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다양한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타인조혈모세포 이식을 종료한 소아암 아동은 건강한 

집단보다 부정을 많이 사용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

다(Felder-Puig et al., 1999). 또한 소아혈액종양 환자는 철회, 능동적 대처, 부정, 

분노, 자기회피, 약물 사용, 수용, 유머, 지지의 사용, 종교, 긍정적 재구성, 계획, 자기

비난의 순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를 하며, 이 중 자기회피와 긍정적 재구성 방

법은 주요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고, 자기철회, 능동적 대처, 계획세우기, 종교, 자기

비난, 분노, 긍정적 재구성 방법은 환아의 신체증상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Priscilla et al., 2011). 소아암 아동의 오심과 관련한 대처전략을 조사한 연구(Tyc 

et al., 1995)에서는 소망하기, 감정조절, 전환 전략을 사용하여 치료과정 중 경험하는 

오심에 대처하고 있다고 하였다.  

성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혈모

세포이식을 받은 성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언, 유양숙, 2006)에서는 이식 

후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에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대상자들은 대

부분 적극적 대처방법인 문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암환자와 가족

원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대한 김희승(2003)의 연구에서는 암환자들은 정서중심대

처보다 문제중심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양승경(2012)은 유방암 환자

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와 대처전략의 상관관계를 보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증

후가 높은 군일수록 소극적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처전

략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존재하지 않

지만, 보통 문제중심대처가 정서중심대처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전

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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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대처는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

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송창용(2003)의 연구결과를 보면, 스트레스가 높은 학

생일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 수업을 포함한 전체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잘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생

활에 적응을 잘하고, 수동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적응에 어려움을 느

낀다고 보고하였다.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대처전략과 사회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Campbell 등(2009)의 연구를 보면 백혈병 생존 아동은 정상 아동과 비슷한 대처형

태를 보이지만 대처방법과 정서적 문제, 사회적응 정도를 관련지었을 때 정상군보다 

더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고 하였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성, 사랑 및 인정받고 싶어 하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Samuel, 1981). 자아존중감은 자

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며,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들의 반응과 평가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으므로 후천적으로 형성되고 

발달될 가능성이 크고,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송경신, 2010). 자

아존중감은 발달적 측면에서 개인의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변화될 수 있고, 특히 아

동기에 많은 변화를 보이며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태도나 자기 행동양식을 결

정하는 특성을 보여 사회적인 적응, 부적응과 관계가 깊다(김은영, 2000). 사회에서

의 대인관계를 맺는데 실패한 아동들은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자아존중감이 감소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Babakihan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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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설명해주는 주요 특성으로서, 건강한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은영, 2000; 김금숙, 2003; 박윤진, 2011; Babakihani, 2011). 

소아암 아동에게 있어 자아존중감의 저하는 중요한 심리적 문제로서 이는 암환아의 

심리적 상태가 아동의 적응과 질병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중

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조유진, 2001). 소아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를 살

펴보면, 전나영(2001)은 소아암 환자의 신체증상이 적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대응전략을 사용하고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으며 질병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 소아암 환아와 일반아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연구(조유진, 2001)에서는 소아암 환아가 일반아보다 자아존중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아암 아동이 건강한 집단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는데, 국내 암환아들은 우리나라의 사

회문화적 특성상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환아들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골육종 생존자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절단과 사지구조술로 인하여 형성된 자신의 신체 이

미지는 신체, 정서적, 사회적 기능과 삶의 질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여 이들 간에 복합적인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Robert et al., 2010).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신체기능, 우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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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대학병원 외래에서 추후관리를 받고 있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 중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아동을 편의표출하여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연구의 목

적을 설명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10세에서 19세의 아동  

2) 소아암 치료가 종료된 후 3개월 이상 된 자 

3) 인지장애가 없는 자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소아암 진단을 받고 치료가 종료된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10세에서 19세의 아동으로, 연구 대상의 연령을 제한한 이유는 전반적 자아지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연령이 1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이은해, 신숙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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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주, 1992). 소아암 생존자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를 치료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아동들은 이미 사회로 돌아가 어느 정

도 적응이 이루어진 대상자로서, 급성적인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는 배제되는 제한점

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치료 종료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사회적응 상 급성적인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포함하였

다. 대상자수는 effect size=0.5, α=0.05, power=0.95, Predictor=5를 G-power 

program을 통해 80명이 산정되었으며 누락이 많아 분석이 불가능한 1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79부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83명을 대상으로 소아암 생존자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 한 

연구와(최권호, 2007) 67명을 대상으로 소아암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 한 연구(이은희, 2004)를 참고로 하고,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를 연구기간 동안 수집하도록 노력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부

족하지 않은 대상자수라고 여겨진다. 국내 전체 소아암 생존자 명단을 확보하여 확률 

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 추출방법은 편의 표출방법을 이용

하였다. 외래를 통한 대상자 확보가 S대학병원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국

에 소아암 진료 의료기관이 2006년 기준으로 41개 기관 중 19개 기관이 수도권 지

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실제 병상 수를 감안한다면 수도권에 소아암 환자가 집중

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어(최권호, 2007) 서울 S대학병원의 소아암 치료 종료 아

동은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S대학병원과 Y간호대학의 연구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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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아동의 연령, 성별, 진단명, 치료방법, 진단 시기 및 치료 종료 시기를 조사하고, 

본 연구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개인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였지만 아동을 

둘러싼 환경, 즉 가족과 교사, 친구 및 의료진의 지지 역시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Alderfer, Navisaria, & Kazak, 2010; 

Wakimizu et al., 2011) 가족과 교사, 친구 및 의료진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2) 신체기능 

 

아동의 신체기능은 주관적 건강상태, 피로시각상사척도와 소아암 생존자 삶의 질 

평가도구로 측정하였다.  

(1)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이 느끼는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좋음(5점)’ 부터 ‘매 

우 나쁨(1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2) 피로 시각상사척도는 10cm 선상의 왼쪽 끝에 ‘전혀 피로하지 않다’와 오른쪽 

끝에‘극도로 피로하다’로 측정 영역 차원이 표시되어 있으며 왼쪽 끝에서 대상자가 

표시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자로 잰 점수를 피로 점수로 하였다. 피로시각상사척도는 

Brunier와 Graydon(1996)의 연구에서 다중항목의 Likert scale로 측정되는 Profile 

of Mood states(POMS)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r=.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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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199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3) 또한 소아암 치료 종료 후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어

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박현진 등(2007)이 개발한 한국 소아암 생존자 코호트 및 장

기 추적 관리 시스템의 8-12세 소아암 생존자 삶의 질 평가 도구 중 활동 및 운동

에 관한 문항과 통증, 불편감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문항을 선택하여 

구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활동 및 운동에 대한 문항은 운동, 에너지, 활동에 대한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매우 맞다(4점)’에서‘매우 틀리다(1점)’로 응답하게 되며

, 문항 중 부정문항(4, 5, 6)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기능이 좋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활동 및 운동에 대한 Cronbach′α 는 .84이었다. 통증, 불편감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문항은 복부 불편감, 두통, 팔과 다리의 통증, 

흉부 불편감, 수면 중 통증, 청력, 의사소통, 시력, 수면에 대한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으로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통증 및 불편감에 대

한 Cronbach′α 는 .56이었다. 

 

3) 우울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정신건강은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Beck(1967)의 성인용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를 Kovacs(1981)가 

아동의 연령에 맞게 구성한 아동용 우울 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조수철, 이영식(1990)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한국형 소아 우울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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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을 측정하였다. 한국형 소아 우울척도는 7-17세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의 기분 상태를 

0점에서 2점 척도 상에서 자가보고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 소아 우울척도의 번역·개발 당시의 Cronbach′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α 는 .84이었다. 

 

4)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 

 

Cline, Herman, Shaw와 Morton(1992)의 표준화된 시각적 상사척도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고,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수정·보완한 박진아(2001)의 도구를 이용하여 대처 

전략을 측정하였다. 스트레스 시각적 상사척도는 10cm의 수평선을 1c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 끝은 ‘전혀 스트레스가 없다(0점)’, 오른쪽 끝은 ‘매우 스트레스가 

많다(10점)’으로 되어있으며, 대상자가 최근에 느낀 스트레스 정도와 부합되는 

지점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대처 측정 도구는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4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 척도별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항상 그렇다(4점)’로 대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박진아(2001)의 연구에서 Cronbach′α 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α 는 .6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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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도구로 자아존

중감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총 10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대체로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로 응답하게 되며  

부정문항(2, 4, 5, 10)은 역채점하여 계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

미한다. 한국판 번안 척도의 Cronbach′ α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88이었다. 

 

6) 사회적응 

 

아동의 사회적 역량을 측정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또래에 의한 

사회측정법, 성인에 의한 측정법, 자연적인 상황이나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행동관찰법, 자기보고식 평가 방법 등이다(구순주, 1996). 자기보고식 방법은 아동의 

사회적응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이은희, 2004) 어머니에 의한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Kohn과 Rossmand의 사회적 역량 척도(Social 

Competence Scale)와 Gesten의 건강자원검사(HRI)를 기초로 구순주(1996)가 

수정·보완한 사회적 역량 척도로 어머니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및 적응능력을 

측정하게 되며, 이 도구는 주도성 8문항, 유능성 7문항, 사교성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순주(1996)의 연구에서 

도구의 요인별 Cronbach′α 는 각각 .81, 81,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요인별 

Cronbach′α 는 각각 .91, .88, .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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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추후관리를 위해 S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한 대상자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의 모든 절차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방법, 연구 대상자의 권리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이 있은 후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이루어졌으며, 연구 대상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구 참여를 승낙한다는 아동의 서명과 연구 참여를 동의한다

는 보호자의 서명을 서면으로 받았다. 자료수집은 주로 외래 대기실에서 시행되었으

며,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프로토콜에 의해 본 연구자와 면접법에 대해 교육

을 받은 연구보조자인 간호사 3명이 면대면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자료수

집 시 아동에게 질문지 작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아동이 직접 읽고 기록하게 하였

으나, 혼자서 질문지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항을 읽어주고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부모는 5-10분 정도 소요되었고, 아동의 

경우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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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

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변수에 대한 기술적 자료분석을 하였다. 

2)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α 계수를 산출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응 정도의 차이검정을 위해 t-test, ANOVA를 시행

하였다. 

3) 대상자의 신체기능과 우울,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 정도

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

을 시행하였다. 

4) 대상자의 신체기능과 우울,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자아존중감이 사회적응 정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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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총 79명의 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45명(57.0%), 여자가 34명(43.0%)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4.41세이며 중학

교 1학년에서 3학년의 연령(14-16세)이 32명(40.51%)으로 가장 많았다. 진단명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과 급성골수구성 백혈병이 48.1%(38명)이었고, 비호지킨성 림프

종이 12.7%(10명), 호지킨성 림프종이 8.9%(7명), 골육종이 7.6%(6명), 신경모세

포종이 2.5%(2명)이었으며, 기타 진단명으로는 뇌종양 6명, 난소종양 4명, 횡문근육

종 2명, 유잉육종, 비인두암, 재생불량성 빈혈,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급성림프구성 백

혈병의 혼합형 백혈병이 각각 1명이었다. 진단 후 받은 치료의 종류로는 화학요법 단

독 치료를 받은 경우가 53.1%(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혈모세포이식을 포함한 

병합요법을 받은 경우가 29.2%(23명),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또는 수술치료를 병

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는 17.7%(14명)으로 나타났다. 

진단 시 학년은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진단을 받은 경우가 36명(45.6%)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 후 치료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40개월(11.7년)로 평균 24개월(2

년)이었다. 자료수집 시점에서 치료 종료 시점까지의 차이를 계산한 종료 후 경과 시간

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56개월(13년)로 평균 34.91개월(약 3년)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가족 구성은 핵가족 형태가 67명(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족 

전체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횟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부터 21회 정도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다양했으며 일주일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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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5.68회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가족 전체

가 함께 모여 대화하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함께 모여 대화하는 시간이 없다(0분)

부터 최대 720분(12시간)으로 평균 121.29분(약 2시간)을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

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로의 복귀 여부를 조사하였을 때,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은 65명

(82.3%)이었고, 다니고 있지 않는 아동은 14명(17.7%)으로 많은 수의 아동이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으며,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아동에게 아직 복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맞는 항목에 모두 응답하도록 했을 때, 건강문제 때문에라고 답한 아

동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아동과 새 학기가 되면 돌

아갈 예정이라는 아동이 각각 4명이었다. 이외의 응답으로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

지 않아서라고 답한 아동이 3명 있었으며,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1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들이 학교로의 복귀를 

미루고 부모와 따로 공부를 한다거나 과외 등의 활동을 통해 학업을 보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규교육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선행연구(진주혜, 2001)와 비슷한 학교 복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

교로 돌아간 아동은 치료 종료로부터 평균 5.86개월이 지난 후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에게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선생

님이 배려해주는 정도를 10점 척도를 이용하여 질문하였는데, 평균 7.55점으로 학교

생활 즐거움을 표현하였고, 선생님의 배려 정도는 평균 7.46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대상자에게 현재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료진

이 배려해주는 정도를 10점 척도를 이용하여 질문하였을 때, 평균 8.11점으로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표현하였고, 평균 8.22점으로 의료진의 배려 정도를 인식

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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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9)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성별 남자 45(57.0) 

 
여자 34(43.0) 

연령 10-13 세 29(36.7) 

 
14-16 세 32(40.5) 

 
17-19 세 18(22.8) 

진단명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28(35.4)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 10(12.7) 

 
호지킨성 림프종   7(8.9) 

 
비호지킨성 림프종 10(12.7) 

 
신경모세포종   2(2.5) 

 
골육종   6(7.6) 

 
기타 16(20.3) 

치료방법 화학요법 단독치료 42(53.1) 

 
화학요법을 포함한 병합치료 14(17.7) 

 
조혈모세포이식을 포함한 병합치료 23(29.1) 

진단 시 학년 미취학 23(29.1) 

 
초등학교 36(45.6) 

 
중, 고등학교 20(25.3) 

치료기간 4 개월-1 년 미만  22(27.8) 

 
1 년-2 년 미만 26(32.9) 

 
2 년 이상 31(39.2) 

치료 종료 후 경과시간 3 개월-1 년 미만 30(38.0) 

 
1 년-3 년 미만 19(24.1) 

 
3 년-5 년 미만   11(13.9) 

 
5 년 이상 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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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79)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가족구성 부모와 형제 67(84.8) 

 
조부모, 부모와 형제   8(10.1) 

 
한 부모와 형제   4(5.1)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횟수(회/주) 

주 5 회 미만 32(40.5) 

주 5 회 이상 35(44.3)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분/일) 

일 0-2 시간 미만 44(55.7) 

일 2 시간 이상 12(15.2) 

현재 학교 재학 여부 다니고 있음 65(82.3) 

 
다니지 않음 14(17.7)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이유 건강문제 때문에 10(71.4) 

(중복응답)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3(21.4) 

 
인터넷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4(28.6) 

 
새 학기가 되면 돌아갈 예정임 4(28.6) 

 
검정고시를 준비중임 1(7.1) 

현재 학년 초등학교  25(31.6) 

 
중학교 24(30.4) 

 
고등학교 16(20.3) 

학교복귀시기 종료 전에 복귀함 16(24.6) 

 
종료직후-6 개월 이후 28(43.1) 

  7-12 개월 이후  8(12.3) 

 
13 개월 이후 13(20.0) 

학교생활 즐거움 0-7 점 29(44.6) 

 
8-10 점 36(55.4) 

선생님 배려 0-7 점 28(43.1) 

 
8-10 점 3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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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79) 

특성 구분 빈도(백분율) 

친구관계 만족도 0-8 점 38(48.1) 

 
9-10 점 41(51.9) 

의료진 배려 0-8 점 39(49.4) 

 
9-10 점 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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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변인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2>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신체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변인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

상태는 평균 4.05점으로 나타났고 피로는 최저 0점에서 최고 9.5점으로 전체 평균 

4.5점으로 나타났다. 활동 및 운동과 관련된 문항에서 17.67점으로 도구의 중간값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통증 또는 불편감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11.46점으로 도

구의 중간값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 대상자 스스로 지각하는 신체기능은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우울은 최고 31점에서 최하 1점으로 전체 평균 9.54점으로 도구의 중간값보다 

작게 나타났고 스트레스 역시 전체 평균 4.41점으로 중간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적극적 대처전략(14.75점), 사회지지추구적 대처전략(11. 

61점), 공격적 대처전략(9,82점), 소극·회피적 대처전략(9.77점)의 순으로 많이 사

용하고 있었다. 

자아존중감은 전체 평균 38.20점으로 도구의 중간값을 상회하고 있어 자아존중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응은 최저 41점에서 최고 112점으로 평균 83.46점이었고 이 중 주도성, 

유능성, 사교성의 평균은 각각 27.32점, 25.89점, 30.25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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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연구변인의 서술적 통계 

변인 하부영역 평균±표준편차 가능 점수범위 

신체기능 

주관적 건강상태 4.05±0.88 1-5 

피로 4.50±2.68 0-10 

활동 및 운동 17.67±3.79 6-24 

 
통증 또는 불편감 11.46±2.13 9-36 

우울 9.54±6.37 0-54 

스트레스 4.41±2.43 0-10 

스트레스 대처전략 공격적 대처전략 9.82±3.14 5-20 

 
적극적 대처전략 14.75±2.74 5-20 

 
사회지지추구적 대처전략 11.61±2.80 5-20 

 
소극·회피적 대처전략 9.77±2.44 5-20 

자아존중감 
 

38.20±6.60 10-50 

사회적응 주도성 27.32±5.75 1-40 

 
유능성 25.89±4.39 1-35 

 
사교성 30.25±5.36 1-40 

 
사회적응 총점 83.46±14.16 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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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응은 <표3>과 같다.  

여자의 경우 남자의 경우보다 사회적응 점수가 높았고, 연령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응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진단명에 따라서도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골육종과 기타 암의 경우 사회적응 

점수가 다른 진단을 가진 아동보다 낮았는데, 이는 골육종 아동의 경우 질병 및 

수술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나 뇌종양 아동의 경우 인지기능의 저하가 아동의 

사회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치료 종류에 따라 사회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3.974, p=.04), 사후분석을 한 결과 

조혈모세포이식을 포함한 병합치료를 받은 군이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또는 

수술치료를 병행한 경우와 화학요법만 단독으로 받은 경우보다 사회적응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p=.037).  

가족구성과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횟수는 사회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지만, 가족 전체가 모여 대화하는 시간은 사회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루 2시간 이상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사회적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30, p=.013).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사회적응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t=1.028, p=.307),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 중 

학교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학교생활 즐거움이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177, p=.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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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에 따라 사회적응 점수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친구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아동일수록 사회적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t=-4.96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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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분석 

(n=79) 

일반적 특성 구분 
평균 ± 

표준편차 
t 또는 F  p 

성별 남자 82.13±13.45 
-.954 .343 

 
여자 85.21±15.07 

연령 10-13 세 82.31±16.20 

.337 .715 
 

14-16 세 83.19±13.21 

 
17-19 세 85.78±12.71 

진단명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86.96±15.55 

.803 .571 

 
급성골수구성 백혈병 83.40±15.20 

 
호지킨성 림프종 85.29±22.34 

 
비호지킨성 림프종 83.30±5.83 

 
신경모세포종 85.50±7.78 

 
골육종 80.00±13.89 

 
기타 77.69±10.73 

치료방법 화학요법 단독치료
a 

87.38±13.47 

3.974  .023
(a>b) 

 
화학요법을 포함한 병합치료

 a
 80.07±10.28 

 
조혈모세포이식을 포함한 병합치료

b
 78.17±15.59 

진단 시 학년 미취학 84.39±18.10 

1.618 
 

 
초등학교 80.61±12.05 .205 

 
중, 고등학교 87.50±11.95 

 
치료기간 4 개월-1 년 미만 84.73±14.96 

.134 .874 
 

1 년-2 년 미만 82.62±13.72 

 
2 년 이상 83.26±14.35 

† : 
a-b 

Scheffé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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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분석(계속) 

(n=79) 

일반적 특성 구분 평균 ± 표준편차 t 또는 F p 

치료 종료 후 3 개월-1 년 미만 83.20±12.80 

.330 .803 
경과시간 1 년-3 년 미만 81.37±16.13 

 
3 년-5 년 미만 86.63±12.57 

 
5 년 이상 84.11±15.67 

가족구성 부모와 형제 82.21±14.09 
  

 
조부모, 부모와 형제 89.50±13.69 1.796 .173 

 
한 부모와 형제 92.25±13.18 

  
가족이 함께 주 5 회 미만 80.53±14.29 -1.528 .131 

식사하는 횟수(회/주) 주 5 회 이상 85.45±13.87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분/일) 

일 0-2 시간 미만 79.09±13.08 
-2.530 .013 

일 2 시간 이상 86.93±14.16 

현재 학교 재학 여부 다니고 있음 84.22±14.62 
1.028 .307 

 
다니지 않음 79.93±11.57 

현재 학년 초등학교  82.84±17.36 

.730 .486 
 

중학교 83.08±11.71 

 
고등학교 88.06±14.12 

학교복귀시기 종료 전에 복귀함 83.75±11.49 

   .761 .520  
종료직후-6 개월 86.64±12.99 

 
7 개월-12 개월 후 84.75±17.34 

 
13 개월 이후 79.23±19.49 

학교생활 즐거움 0-7 점 78.21±14.53 
-3.177 .002 

 
8-10 점 89.06±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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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분석(계속) 

(n=79) 

일반적 특성 구분 평균 ± 표준편차  t 또는 F       p 

선생님 배려 0-7 점 82.54±14.57 
-.803 .425 

 
8-10 점 85.49±14.73 

친구관계 만족도 0-8 점 76.26±12.54 
-4.961 <.001 

 
9-10 점 90.12±12.28 

의료진 배려 0-8 점 81.67±13.96 
-1.110 .270 

 
9-10 점 85.20±14.31 

 

 

 

 

 

 

 

 

 

 

 

 

 

 

 



41 

 

4.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신체기능, 우울,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자아존중감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신체기능, 우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자아존중감 사이의 선형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기 위한 산점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로부터 사회적응과 각 요인간의 관련성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사회적응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선형관계를 

가정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1. 사회적응과 요인 간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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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응과 각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4>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적응은 우울(r=-.324), 공격적 대처전략(r=-.269)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p<.05). 즉 우울할수록 사회적응을 잘 

못하며, 공격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사회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r=.273), 활동·운동(r=.447), 적극적 대처(r=.248) 및 

자아존중감(r=.297)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5). 이러한 

결과는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가 좋고 활동 및 운동에 어려움이 없을수록, 대처 

중 적극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체기능에 대한 하부 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피로, 활동 및 운동, 통증과 

건강문제로 인한 불편감은 스트레스 및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아동이 

지각하는 신체기능 저하가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음과 스트레스 및 

우울의 증가로 인해 신체기능의 저하가 올 수 있다는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어, 

아동의 신체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처전략과 다른 요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격적 대처전략은 우울(r=.331), 

스트레스(r=.25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활동 및 운동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267), 적극적 대처전략은 우울(r=-.363)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활동 및 운동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238). 

사회지지추구적 대처전략은 우울(r=-.312)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소극·회피적 대처전략은 피로(r=.312), 통증 및 불편감(r=.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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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r=.463) 및 스트레스(r=.400)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활동 

및 운동(r=-.270)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우울 및 스트레스가 높은 대상자일수록 공격적 대처전략과 

소극·회피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신체기능이 좋고 우울 및 스트레스가 낮은 

대상자일수록 적극적 대처전략과 사회지지추구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건강상태(r=.411), 활동 및 

운동(r=.595), 적극적 대처전략(r=.456) 및 사회지지추구적 대처전략(r=.300)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피로(r=-.230), 통증 및 불편감(r=-.424), 

우울(r=-.725), 스트레스(r=-.426) 및 소극·회피적 대처전략(r=-.356)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본인이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고 활동 

및 운동에 어려움이 적으며 스트레스 상황 시 적극적 대처전략이나 사회지지추구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피로나 건강문제로 인해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고 우울과 스트레스 정도가 높으며 소극·회피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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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변인간 상관관계 

(n=79) 

 

 

주관적 

건강상태 
피로 

활동, 

운동 

통증, 

불편감 
우울 스트레스 

공격적 

대처전략 

적극적 

대처전략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전략 

소극·회피적 

대처전략 

자아 

존중감 

주관적건강상태            

피로 -.312**           

활동, 운동 .387*** -.077          

통증,불편감 -.363** .382** -.367**         

우울 -.458*** .422*** -.562*** .556**        

스트레스 -.377** .538*** -.414*** .573** .547***       

공격적 .013 .050 -.267*   .237* .331** .251*      

적극적 -.032 -.004   .238* -.123 -.363** .002 -.060     

사회지지추구적 .123 -.190 .206 -.150 -.312** -.074 .012 .414***    

소극·회피적 -.126 .312** -.270*   .392*** .463***  .400*** .314** .014 .015   

자아존중감 .411*** -.230* .595*** -.424*** -.725*** -.426*** -.146 .456*** .300** -.356**  

사회적응 .273* .078 .447*** -.136 -.324** -.209 -.269* .248* .087 -.146 .297**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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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상에서 유의수준 5% 이내의 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단계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는 <표5>과 같다.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911로 검정통계량(1.74)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없

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차한계(Tolerance)와 VIF 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는데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VIF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 

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Cook’s D 통계량을 이용하

여 영향력 분석을 한 결과 79개 중 1.0 이상인 개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향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어 회귀분석의 가정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

응을 설명함에 있어서 유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F=19.048, p<.001). 수정된 R²은 

투입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사회적응 변동의 비율을 의미하며, 모형에서의 수

정된 R²은 0.188로 모형이 사회적응의 변동을 18.8%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기능 중 활동 및 운동(β=.445, p<.001)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및 운동 기능이 

1점 증가할 때 사회적응 점수는 평균 1.656점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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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79) 

 

변수 B S.E. β t Adj R² F 

상수 54.128 6.856  7.895 

.188 

 

 

19.048*** 

활동 및 운동 기능  1.656  .379 .445 4.364***  

 

† :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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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 수준을 알아보고, 사회적응에 대한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지지, 신체기능, 우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밝혀봄으로써,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재통합될 수 있는 중재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시행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설명되어온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결과 및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은 평균 83.46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교성은 30.25점, 주도성은 27.32점, 

유능성은 25.8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 수준이 

건강한 집단에 비해 낮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민희 외, 2011; Felder-Puig et al., 

1999; Gurney et al., 2009)와는 다른 결과이며,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이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비교적 높은 사회적응 및 삶의 질 수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유미애, 2006; Wakimizu et al., 2011)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소아암 생존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과 삶의 질을 측정하였을 때, 

부모가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은 더 낮게, 삶의 질은 더 높게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김민희 외, 2011)를 고려해보면, 어머니가 측정한 아동의 

사회적응 정도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가보고, 

행동관찰법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해 사회적응이 측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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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서, 치료 종류 및 가족 전체가 모여 대화하는 시간, 

학교생활 즐거움과 친구관계 만족도가 사회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치료 종류에 따른 사회적응은 조혈모세포이식을 포함한 병합치료를 받은 군에서 

화학요법 단독치료를 받거나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또는 수술치료를 병행한 군보다 

사회적응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항암치료 단독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 많은 

수의 아동들이 치료가 종료되기 전에 학교 등의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비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오랜 기간의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보다 

사회로의 분리를 장기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후 검정 결과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 또는 수술요법을 받은 군과 화학요법 단독치료를 받은 군은 사회적응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방사선 요법을 받은 소아암 아동이 

사회적응 정도가 낮다는 Barrera, Atenafu와 Pinco(2009)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소아암 환아에게 제공되는 방사선 치료는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의 방사선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으로 제공되는 저강도의 방사선 치료도 

포함되며, 수술치료를 병행한 환자의 경우 외래 방문 횟수가 타 치료를 받은 군에 

비하여 적어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수가 적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치료의 종류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가족 전체가 모여 대화하는 시간은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시간이 

길수록 사회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에 있어 가족기능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Alderfer, Navsaria 

& Kazak, 2009; Kazak et al., 1994; Wakimizu et al., 201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만족하고 있는 아동이 

사회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아동이 

사회로 재통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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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적 요인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친구관계 만족도의 경우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적응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아동이 표현한 친구관계에서의 만족도를 

친구에게서 받는 지지로 넓게 해석한다면 아동이 인지한 친구의 지지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나타낸다. 아동기에서 친구관계의 발달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하지만 치료 기간 동안 잦은 입원과 감염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단부터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친구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게 된다. 소아암 초기 생존 아동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아동은 암 치료를 받는 동안 학교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무수히 

표현했었으며 그 어떤 것들보다도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생활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였다고 하여 친구관계는 학교생활 

경험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나타내었다(진주혜, 2001). 이와 같은 결과는 

친구가 아동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환경 중 하나임을 알려주며, 아동의 치료기간 

동안에도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은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 및 운동 기능, 

우울, 공격적 대처전략, 적극적 대처전략,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의 신체기능과 사회적응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아동의 건강문제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증가하거나(Wakimizu et al., 2011), 신체기능의 저하가 있을 

경우 사회적응을 잘 못한다는 기존의 연구(Barrera, Atenafu, & Pinco, 2009; Robert 

et al., 201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적 증상인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상군보다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정상군과 비슷한 정도의 우울을 경험한다는 상반되는 결과가 혼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우울 점수가 평균 9.54점으로 나타났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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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적용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 점수가 평균 12.36점(임은정, 2005),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평균 12.3점(이연주, 2007)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우울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아암 

생존자의 경우 건강한 집단보다 ‘부정’의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Felder-Puig et al., 1999)를 참고로 하여 가면우울(masked depression)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가면우울이란 일반적 우울과는 다르게 외적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은폐된 형태로 슬픔이나 낙심 등의 정서적 반응이 행동의 형태로 대치되어 

나타나는 우울을 말한다(손현숙, 2009). 또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아동의 설문지 작성에 

보호자가 관여하여 아동이 솔직한 대답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우울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독립변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사회적응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 후 나타나는 정서적 문제가 많지 않을지라도 이는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아동들은 적극적 대처전략, 사회지지추구적 

대처전략, 공격적 대처전략, 소극·회피적 대처전략의 순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암환자의 경우 문제중심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선행연구(김희승, 2003)의 

결과를 지지하며, 소아암 생존자의 경우 건강한 집단보다 회피의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Bauld, Anderson, & Arnold, 1998)와는 다른 결과이다. 

사회적응에 있어서 특정 대처전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공격적 대처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적극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사회적응이 증진됨을 알 수 있었다. 

대처전략에 있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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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지만, 효과적인 대처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중심대처의 사용이 아동의 

사회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나있고(김금숙, 2003; 전나영, 2001; Evan et 

al., 2006),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아동의 사회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나영(2001)은 자아존중감이 질병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환아는 자신의 질병이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이겨낼 수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넷째,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의 공선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응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활동 

및 운동 기능으로 확인되었다. 직접효과만 알 수 있고 간접효과에 대해서는 분석되지 

못하는 회귀분석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우울,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동의 활동 및 운동 기능에 있어서는 사회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어 신체기능이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분명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의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신체적 문제는 이차적 후유장애와 같은 의학적 

진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신체기능의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아동의 활동 및 운동, 피로와 같은 기능적 측면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Zebrack & Chesler, 2002)에 기초한 것이며,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정의할 때 의학적 진단 뿐만 아니라, 질병 및 치료로 인한 

이차적 신체기능의 저하까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종합해보면,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지지, 신체기능, 

우울,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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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을 설명함에 있어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관점으로 아동의 사회적응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 의도추출방법을 이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상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추후관리를 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각 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접근성의 문제로 서울의 S대학병원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한 향후 연구에서는 다기관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아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비슷한 연구주제를 가지고 시행되었던 이전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과 

비교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설문지 작성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설문지 작성에 보호자가 관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아동이 보다 솔직한 

응답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여지며,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이 

독립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사회적응을 측정함에 있어 보호자가 답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아동의 사회적응 정도를 밝힘에 있어 보호자가 응답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맹점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호자 측정법 

외에도 아동의 자가보고 측정법, 행동관찰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의 

사회적응이 측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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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정된 사회적응 관련 요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 정도를 알아보고 설정된 요인들과 

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후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이 긍정적으로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

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S대학병원을 통하여 모집된 

79명을 대상으로 아동에게는 인구학적 특성, 신체기능, 우울, 스트레스, 대처전략, 자

아존중감을 조사하였고, 보호자에게는 자녀의 사회적응과 관련된 설문지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8 program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은 가족과의 대화시

간, 학교생활 즐거움, 친구관계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 및 운동 기능, 우울, 

공격적 및 적극적 대처전략,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수는 변수간에도 복합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아암 치료 종료

의 아동의 사회적응을 설명함에 있어 각 변수들간의 상관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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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 한 결과 아동의 활동 

및 운동 기능이 사회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신체기능 저하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임을 나타내며 사회적

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아동의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적 측면

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고 요인들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있음을 제시하였다. 현재 소아암 아동을 간

호하는데 있어 간호사의 역할은 주로 치료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

지만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간호학적 접근을 통해 예방 및 중재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료 종료 후

의 아동까지 포함하는 간호사로서의 가능한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간호 영역을 확대하

는 간호학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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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응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내에 가족과 관련된 문항을 넣어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가족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아동이 사회적응 정도가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가족기능과 사회적응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환경까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외국에서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응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Kazak 등(2004)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소아암 생존자에게 가족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문제만을 포함하였지만 선행연구를 

보면 소아암 아동이 속해있는 가족의 구성원들 역시 많은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영선, 2008; 이은실, 2007, Buchninder et al., 2011). 따라서 소아암 

아동의 사회적응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원들까지 포함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특정 질환을 가진 소아암 아동들에 

대한 연구와 중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설문지 면접조사의 특성 상 뇌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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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대상자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뇌종양과 뇌척수 전이가 

있는 아동은 우울, 위축의 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이는 사회부터의 고립을 불러올 수 

있다. 외국에서는 뇌종양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기술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뇌종양 아동의 사회적응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Barakat, 2003; 

Barrera & Schulte, 2009). 따라서 사회적응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특정 질환의 아동이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고 위험군인 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신체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3차 병원에서는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들이 방문하는 외래가 따로 지정되어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 후유장애를 

겪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아동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중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응을 치료 종료 

후에서야 생각하기보다는 진단시부터 아동의 사회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잦은 입원과 감염위험 등의 이유로 아동이 치료 중 다른 친구들과 

접촉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편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행사에 친구들을 초대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친구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부모들은 아동의 건강상태에 대한 염려 및 언제 복귀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로의 복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로의 복귀가 가능한 시점에 대하여 ‘조심한다면 학교 생활이 가능한 시기’, ‘학교 

생활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시기’, ‘학교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시기’ 등 다양한 

시기에 대해 개개인에 맞춘 의료진의 판단과 조언이 있다면 아동들이 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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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의 효과적인 대처전략의 사용과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의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대처전략은 적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ast 등(2007)은 소아암 치료 종료 아동을 포함한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대처전략의 사용에 대한 인지프로그램의 적용이 아동의 

사회기술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과 대처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추후 프로그램 

개발 시 이 둘의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아동의 효과적인 대처전략,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응까지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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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아동용>  

※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가장 맞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A. 가족 

1.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모두 표시해주세요.  

(외)할아버지, 할머니 (   )     아버지 (   ) 

어머니 (   )                 형제 (   ) 

이모, 삼촌, 고모 (   ) 

 

2. 형제는 몇 명이고, 그 중 여러분은 몇 째입니까? 

- (   ) 명 중 (   ) 째  

 

3. 가족 전체가 모두 모여서 식사하는 횟수는 일주일에 평균 몇 회 정도입니까? 

- (   ) 회/일주일 

 

4. 가족 전체가 모두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입니까? 

- (   ) 시간/일 

 

5. 가족 중 나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 표시해주세요. 

(외)할아버지, 할머니 (   )     아버지 (   ) 

어머니 (   )                  형제 (   )  

이모, 삼촌, 고모 (   )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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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교 

6. 진단 시 몇 학년이었습니까? (예. 중학교 2 학년) 

- (   ) 학교 (   ) 학년 

 

7.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다니고 있다면 8 번, 다니고 있지 않다면 12 번으로 

가주세요. 

① 네 (   )  

② 아니오 (   )  

 

8. 치료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간 시기는 언제입니까?  

- (   ) 년 (   ) 월 

 

9. 현재 학년을 써 주세요. (예. 중학교 2 학년).  

- (   ) 학교 (   ) 학년 

 

10. 여러분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왼쪽 끝은 매우 

즐겁지 않은 경우이고, 오른쪽 끝은 매우 즐거운 경우입니다. 적당한 지점에 

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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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교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배려해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왼쪽 끝은 매우 

배려해주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이고, 오른쪽 끝은 매우 배려해주신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적당한 지점에 표시해주세요. 

 

12.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주세요. 적당한 

대답이 없을 경우 기타란에 써주세요. 

① 건강 문제 때문에 (   )  

② 학교 규정 문제로 인해 (   )  

③ 아직 학교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   )  

④ 인터넷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   )  

⑤ 새 학기가 되면 돌아갈 예정이다 (   )  

⑥ 기타 (                              )  

 

C. 기타 활동 

13. 교회나 성당, 절, 학원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디에서 주로 사람들을 만납니까? 모두 표시해주세요. 적당한 대답이 

없을 경우 기타란에 써주세요. 

①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 장소 (   )  

② 자조모임 (   )  

③ 학원 (   )  

④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   )  

⑤ 병원 (   )  

⑥ 기타 (   )  

⑦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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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친구 

14. 여러분과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왼쪽 끝은 매우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이고, 오른쪽 끝은 매우 사이가 좋은 경우입니다. 적당한 지점에 표시해주세요. 

 

E. 의료진 

15. 여러분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간호사선생님, 의사선생님은 나를 배려해 주십니까? 

왼쪽 끝은 매우 배려해주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이고, 오른쪽 끝은 매우 

배려해주신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적당한 지점에 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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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의 신체 기능을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A. 여러분이 현재 느끼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표시해 주세요.  

① 매우 좋음(   ) ② 좋음(   ) ③ 보통(   ) ④ 나쁨(   ) ⑤ 매우 나쁨(   )  

 

B. 여러분이 현재 피로한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피로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왼쪽에 

가깝고, 피로하다고 느낄수록 오른쪽에 가깝게 됩니다. 

 

C. 다음의 문장이 얼마나 맞는지 또는 틀리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틀리다 
틀리다 맞다 

매우 

맞다 

1. 나의 친구들만큼 스포츠를 잘 한다. 

    

2.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3. 달리기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4. 건강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없다. 

    

5. 나의 팔, 다리의 문제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없다. 

    

6. 경기와 스포츠를 할 때 나는 직접 하기보다는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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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다음의 문장들은 통증이나 불편감 또는 건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느낌이 드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 다음은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E. 다음은 여러분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왼쪽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이고, 오른쪽은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느끼시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적당한 곳에 V 표를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복부나 배가 아프거나 불편감을 느끼십니까? 
    

2. 머리가 아픕니까? 
    

3. 팔다리가 아픕니까? 
    

4. 활발히 운동하는 동안 가슴이 불편합니까? 
    

5. 밤에 자다가 아파서 깹니까? 
    

6. 듣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7. 말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예. 말더듬기) 
    

8. (안경을 쓰고도) 분명하게 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9. 잠들기가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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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의 우울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27 개의 문항을 

잘 읽으신 후, 각 문항마다 지난 2 주일 동안 자신의 상태와 일치된다고 생각되는 

칸에 한 개만 표시해 주십시오.  

1 

(   ) 

(   ) 

(   ) 

나는 가끔 슬프다. 

나는 자주 슬프다. 

나는 항상 슬프다. 

2 

(   ) 

(   ) 

(   ) 

나에게는 제대로 되어가는 일이란 없다. 

나는 일이 제대로 되어갈지 확실할 수 없다. 

나에게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되어갈 것이다. 

3 

(   ) 

(   ) 

(   ) 

나는 대체로 무슨 일이든지 웬만큼 한다. 

나는 잘 못하는 일이 많다. 

나는 모든 일을 잘 못한다. 

4 

(   ) 

(   ) 

(   ) 

나에게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 

나에게는 재미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있다. 

나에게는 재미있는 일들이 전혀 없다. 

5 

(   ) 

(   ) 

(   ) 

나는 항상 나쁜 행동을 한다. 

나는 자주 나쁜 행동을 한다. 

나는 가끔 나쁜 행동을 한다. 

6 

(   ) 

(   ) 

(   ) 

나는 가끔씩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 

나에게 꼭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7 

(   ) 

(   ) 

(   )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한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8 

(   ) 

(   ) 

(   ) 

나에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잘못이다.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의 대부분은 내 잘못이다.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은 보통 내 잘못 때문이 아니다. 

9 

(   ) 

(   ) 

(   ) 

나는 나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해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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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 

나는 매일 울고 싶은 기분이다. 

나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 

나는 가끔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 

11 

(   ) 

(   ) 

(   )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나를 귀찮게 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자주 나를 귀찮게 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가끔 나를 귀찮게 한다. 

12 

(   ) 

(   ) 

(   )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다. 

13 

(   ) 

(   ) 

(   ) 

나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없다. 

나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나는 쉽게 결정을 내린다. 

14 

(   ) 

(   ) 

(   ) 

내 외모는 괜찮은 편이다. 

내 외모 중에는 못 생긴 부분이 약간 있다. 

나는 못 생겼다. 

15 

(   ) 

(   ) 

(   ) 

나는 학교 공부를 하는 것이 늘 힘들다. 

나는 학교 공부를 하는 것이 대체로 힘들다. 

나는 학교 공부를 하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다. 

16 

(   ) 

(   ) 

(   ) 

나는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렵다. 

나는 잠들기 어려운 밤이 많다. 

나는 잠을 잘 잔다. 

17 

(   ) 

(   ) 

(   ) 

나는 가끔 피곤하다. 

나는 자주 피곤하다. 

나는 늘 피곤하다. 

18 

(   ) 

(   ) 

(   ) 

나는 밥맛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다. 

나는 밥맛이 없을 때가 많다. 

나는 밥맛이 좋다. 

19 

(   ) 

(   ) 

(   ) 

나는 몸이 아플까봐 걱정하지는 않는다. 

나는 몸이 아플까봐 걱정할 때가 많다. 

나는 몸이 아플까봐 항상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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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나는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나는 자주 외롭다고 느낀다. 

나는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21 

(   ) 

(   ) 

(   ) 

나는 학교생활이 재미있었던 적이 없다. 

나는 학교생활이 가끔씩 재미있다. 

나는 학교생활이 늘 재미있다. 

22 

(   ) 

(   ) 

(   ) 

나에게는 친구들이 많다. 

나는 친구들이 조금이지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친구가 전혀 없다. 

23 

(   ) 

(   ) 

(   ) 

나의 학교 성적은 괜찮다. 

나의 학교 성적은 예전만큼 좋지는 않다. 

내가 잘하던 과목의 성적이 요즘 뚝 떨어졌다. 

24 

(   ) 

(   ) 

(   ) 

나는 절대로 다른 아이들처럼 착하지 않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아이들처럼 착할 수가 있다.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착하다. 

25 

(   ) 

(   ) 

(   )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지 확실하지 않다. 

분명히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26 

(   ) 

(   ) 

(   ) 

나는 나에게 시킨 일은 대체로 한다. 

나는 나에게 시킨 일은 대체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시킨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27 

(   ) 

(   ) 

(   ) 

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 

나는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 

나는 사람들과 항상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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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G. 각 질문마다 여러분이 현재 느끼고 있는 것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에게 아주 만족하고 있다. 

     

2. 나는 가끔씩 내가 좋지 않은 아이라는 생각을 한다. 

     

3.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4. 나는 가끔씩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5. 나는 항상 실패만 하는 것 같다. 

     

6. 나는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 나는 다른 아이들만큼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 낼 

수가 있다.      

8.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꽤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9.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점이 많은 것 같다. 

     

10.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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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의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H.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행동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2. 혼자 조용히 운다. 

    

3.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놀려주거나 욕해준다.     

4.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도움을 청한다. 

    

5.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6. 좋아하는 강아지나 인형, 사진 같은 것을 보면서 

속상하 거나 슬픈 내 마음을 얘기한다.     

7.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때려준다.     

8. 전화상담을 하거나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9.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 해본다.     

10. 내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집을 나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또는 죽는 것을 생각해본다.     

11.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해본다.     



82 

 

12. 친한 사람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도 움을 구한다.     

13.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배울점을 

찾아본다.     

14. 그런 문제를 당한 내가 불쌍하고 안됐다고 

생각한다.     

15.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화를 

내며 따진다.     

16. 부모님께 나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얘기하고 도움을 

구한다.     

17. 문제가 생긴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18. 살아오면서 좋았던 것, 즐거웠던 것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의 문제를 잊으려고 애쓴다.     

19. 친구나 가족에게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든 사람을 욕하거나 좋지 않게 얘기한다.     

20.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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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용> 

 

※ 다음은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녀의 나이는 몇 세 입니까?  

- (  ) 세 

 

2.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  ) 

② 여자 (  ) 

 

3. 자녀의 진단명은 무엇입니까?  

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  ) 

②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 (  ) 

③ 호지킨성 림프종 (  ) 

④ 비호지킨성 림프종 (  ) 

⑤ 신경모세포종 (  ) 

⑥ 간모세포종 (  ) 

⑦ 골육종 (  ) 

⑧ 기타 (                         ) 

 

3. 자녀가 진단 후 받았던 치료를 모두 표시해주세요. 해당되는 답이 없을 경우 

기타란에 써주세요. 

① 항암요법 (  )  

② 방사선 요법 (  )  

③ 조혈모세포 이식 (  )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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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가 진단을 처음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 (    ) 년 (    ) 월 

 

5. 자녀의 치료가 종료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 (    ) 년 (    ) 월 

 

※ 다음은 자녀의 사회적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자녀의 행동과 가장 

가깝다 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처음 만나는 아이와도 친하게 잘 지낸다. 

     

2. 많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표현한다.      

3. 자신에게 조금 어려운 일도 끝까지 해낸다. 

     

4. 무슨 일에 실패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고 잘 이겨낸다.      

5.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놀이나 게임을 

먼저 시작한다.      

6.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른이나 다른 아이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      

7. 놀이나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방법을 잘 

생각해낸다.      

8. 친구들과 같이 놀 때 앞장서서 친구들을 잘 

이끌어 간다.      

9. 어떤 일을 시키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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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제안하면 다른 아이들이 

잘 따른다.      

11.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낸다. 

     

12. 무슨 일을 할 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한다. 

     

13. 여러 아이들 중에서 대표로 뽑힐 때가 많다. 

     

14. 어떤 일이나 행동을 앞장서서 하면 다른 

아이들이 따라서 한다.      

15. 친구들과 사이가 좋고 친구들에게 다정하게 

대한다.      

16. 어른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어떤 일을 

시작한다.      

17. 공동으로 어떤 놀이나 일을 할 때 다른 아이를 

적극적으로 잘 도와준다.      

18. 무엇을 할 때 실제로 하는 방법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지시해도 잘 알아듣고 그 행동대로 한다.      

19. 다른 아이들에 비해 친구가 많다. 

     

20. 친구를 매우 쉽게 사귄다. 

     

21.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판단을 잘 

한다.      

22. 친구들과 함께 놀거나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23. 다른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나 게임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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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ancer survivors 

 

Sumi, Oh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ancer survivor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different 

factors including physical functioning, depression,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that affect their social adjustment. This proposed analysis attempts 

to show how the survivors can experience a positive transition after successful 

treatmen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79 children and adolescent cancer survivors, 

ranging in age from 10 to 19 years.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at the 

Outpatient Clinic of S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etween October and 

November, 2012. 

In order to measure their physical status, a subjective evaluation of health 

status and a fatigue visual analogue scale were utilized. Additional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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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hysical activity/exercise and pain/discomfort were asked from Pack et al.’

s questionnaire about quality of life of pediatric cancer survivors. The survivors’ 

depression was measured by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translated to 

Korean. Furthermore, the Stress Visual Analogue Scale, Children’s Coping 

Strategies Inventory revised by Park, Rosenberg’s self-esteem scale, and 

Social Competence Inventory developed by Goo were used in this study. The 

SPSS 18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common characteristics among the 

participants, identify the variables and their correlations, and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mpact social adjustability.  

Following are results of the study:  

1) The average calculated score of social adjustment of the pediatric cancer 

survivors is 83.46, which is above the median. The low-scoring domains are: 

sociability (30.25), ability to take initiative (27.32), social competence (25.89).   

2) The survivors’ satisfaction in the types of treatment (t=3.974, p=.023), 

time with their family (t=-2.530, p=.013), school life (t=-3.177, p=.002), and 

relationship with peers (t=-4.961, p<.001) appears correlative with their social 

adjustment.  

3)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health status (r=.273, p=.015), physical 

activity/exercise (r=.447, p<.001), depression (r=-.324, p=.004), aggressive 

(r=-.269, p=.016) or proactive (r=.248, p=.027) coping strategies, and self-

esteem (r=.297, p=.008) shows relations to social adjustment. However, 

different combinations of these variables have to be carefully considered since 

they reveal complex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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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order to estimat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social adjustm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hen collinearity 

was controlled, physical activity/exercise shown to independently impact social 

adjustment (β=.445, p<.001).  

Overall, this study identifies different factors that influence social adjustment 

of survivors of childhood cancer survivors and suggests close relationships 

among these factors. The findings indicate the need for a program that deals 

with children’s physical and emotional aspects and enhances their social 

adjustment. Moreover, measures to increase social adjustment of a childhood 

cancer patient should start from the beginning of his or her treatment, not after 

the treatment. Efforts to detect childhood cancer survivors’physic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at an early stage need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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