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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위과정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먼저,늘 함께 하시고 위로와 평안
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세심한 부분까지 지

도해주신 김 희순 교수님과 논문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 주신 김 수
교수님,바쁘신 중에도 관심과 격려로 용기를 북돋아주신 문경희 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학위 과정과 논문 작성 등 다방면에 배려와
가르침을 주셨던 이 정렬 교수님과 석사과정 동안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손현숙 파트장님,통계에 도움을 주신 권인숙 선생님,그리고 힘들 때
마다 위로가 되어준 42병동 식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마다 곁에서 늘 위로가 되 주신 부모님과 자료정리를

도와준 사촌동생 인선이 그리고 늘 곁에서 응원해주었던 사랑하는 가족들
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며 정우,정성,민주,민지,민상 조카들에게도
사랑을 전합니다.또한 미처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못한 모든 분들,제가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성마비 환아와 어머니,그리고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07년 12월
김 은 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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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환환환아아아 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부부부담담담감감감

본 연구의 목적은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을 이해하고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뇌성마비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안
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이다.이를 알기 위해,2007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소재의 1개
재활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분석 방법은 SPS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뇌성마
비 환아 어머니의 특성과 환아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위해 t-Test와 ANOVA,Pearson'sCorrelation을 하였고,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뇌성마비 환아 어머니가 인지한 부담감의 정도는 71.65(±11.58)점이었으

며,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86.33(±12.22)점이었다.

2.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와 환아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는 가족
의 월수입과 환아의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부담감
은 뇌성마비 환아의 장애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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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가 있었고,장애 기능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

4.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으로는
환아의 장애 기능수준으로 부담감을 20.8%로 설명하였으며,사회적 지지는
12.6%로 총 33.4%의 설명력으로 부담감을 예측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환아의 장애기능 수준과 함께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가 느끼는 부담감에 중요한 관련요인으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중
재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으로 나타났다.향후 뇌성마비 환아의 장애수준
을 낮출 수 있는 조기 발달 스크리닝과 조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핵심 되는 말 :사회적 지지,부담감,뇌성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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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의학의 발달과 건강관리 사업의 향상으로 아동의 급성 및 전염성 질환
은 감소하였으나 만성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
구 1000명당 심신 장애아의 출현율은 2000년 30.9명에서 2005년 현재 45.9
명으로 보고 되고 있다(보건복지부,2007).이 중 뇌성마비 아동이 차지하
는 비율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 출생 신생아 1000명 당 2~3명으
로 알려져 있는 비교적 흔한 장애 중의 하나이다.이는 과거에는 출생 후
선천성 장애로 인하여 조기에 사망했을 장애아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생
존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노산,사고,환경오염,산업재해 및 공해 등으로
인한 저 체중아,기형아의 출생률과 장애아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부딪히는 문제 상황들에 대해 적
절한 서비스 지원이나 정책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아동에 대한 보호도
가족차원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뇌성마비는 비진행성 뇌병변으로 운동 및 감각,인지의 장애를 동반하

는 일평생의 질환으로 장애 유형이 다양하고 능력과 손상의 정도가 개별적
으로 차이가 있지만,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및 자기표현과 같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장기간 혹은 평생 동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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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의료,사회보장,교육,주택,소득보장 등 사회전반
적인 영역에 걸쳐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와 정책을 필요로 한다.뇌
성마비 장애아들의 가족 중에서 어머니는 양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
어 돌봄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장애아의 어머니
는 가사 일 외에도 장애자녀 양육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어머니의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Sylvia,
1971).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장애아에게 지속적으로 드
는 비용 때문에 가족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부담감이 커지게 되며,
장애종류의 수가 많고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장애아 어머니는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
의 시간이나 활동의 제약으로 부담감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McCubbin(1989)은 장애아의 가족이라는 낙인과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우울,불안,좌절,만성슬픔,자존감 저하,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며,
부가적으로 돌봄에 따르는 시간 소모와 육체적 피로,장애아에게 필요한
특별한 기구나 조기 교육비 등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은 그 영향이 어머니 본인에게
국한되기보다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즉,어머니
의 심리적 고통은 남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남편과의 관계는 부모
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다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이러한 순환적인 영향을 받은 아동의 발달수준은 다시 어머니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킨다.
Singhi(1991)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아를 돌보는 가족이 정상아의 가족에

비해서 경제적,시간적,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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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담감을 완화시키지 못하면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생의 만족과 안
녕에 위협을 받게 되며(Greene,1987)더 나아가 장애아의 성장발달과 안
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부담감과 관련되는 요인을 찾아내어 부담
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러한 부담감을 완화시키는
완충역할 변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는데,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체제 내의 지지망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심리적,물질적
도움을 말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응을 촉진하고 적응을 돕는 보
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스트레스 발생 가
능성을 줄임으로써 개인의 심리적인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케 하며 문제
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Tilden& Weinert,1987).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에 긍정적으로 유지시키

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계속적으로 연구 논문이 보고 되고 있고 스트
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주된 자원으로서 역할을 한다.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그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주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Cohen& Syme,1985).사회적 지지는
장애아동을 둔 가족구성원에게 장애아동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관련된 신
체적,심리적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장애아
동 부모들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 체계 혹은 사회적 지지망을 보유하고 있
을 시 그들의 우울증,외로움,스트레스의 정도가 사회적 지지망을 적게 갖
고 있는 부모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고 많은 연구 조사들이 언급하였다
(Crine,1983).George와 Gwyther(1986)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지지를 통
해 실제적인 도움,정서적 지지,정보적 지지 그리고 경제적 도움 등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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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충족되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이 향상되고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됨으
로써 부담감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제시하
였으며,Fagon과 Schor(1993)는 장애아 어머니의 심리 사회적 기능에 영향
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수가 많아질수록
부모 역할의 만족,역할의 수행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이 향상됨을 보고하
였다.또한 Norbeck등(1981)은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은 사람,혹은 성
공적인 간호중재를 받은 사람은 긍정적인 건강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
며 효과적인 간호중재 없이 부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은 사람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환자를 돌보는 가족 즉,간호제공
자의 부담감에 대한 연구는 Grad와 Sainsbury(1963)의 정신질환자를 돌보
는 가족의 충격과 이에 따르는 안녕에 관심을 갖는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
고,그 이후로 정신질환,기타 뇌척수 손상 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자를 돌보
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국내에서 박명희(1991)등이 연구
를 시도하였으나,현재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환아의 질병치료와
간호에 중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환아가 속한 주변 환경 즉 환
아의 어머니나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서
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지금까지 환자를 돌보는 부담감에 대한 국내외 연구(Montgomery등,

1985;Norvac등,1986;Thompson등,1982;서미혜 등,1993)의 대부분이
정신 질환자를 돌보는 불편감,노인 환자,치매환자,뇌척수 손상환자 가족,
만성 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졌으며,최근 아동과 관련된 연구로
백혈병 환아(서종숙,1992),암환아(박인숙 등,1996),정신지체아(문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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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한순화 등,1999),뇌성마비 아동(김세란,2001),선천성 대사 장애아
(이명숙,1995),신증후군 환아(성미혜,2000)등의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져왔으나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에 관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성마비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가 느끼는 사회적 지

지와 부담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뇌성마비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부
담감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뇌성마비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가 장애아동을
돌봄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부담
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가.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나.뇌성마비 환아와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과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다.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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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111)))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환환환아아아 가가가족족족의의의 부부부담담담감감감

뇌성마비란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의 손상이나 발달장애에 의하여 뇌
중추 신경계 비진행성 기능손상에 의한 운동장애가 특징이며,뇌가 성장발
달 되는 동안에 생긴 것으로,자세 및 운동장애가 주 증상이나 감각 및 인
지능력의 저하가 동반되거나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정신지체,시각장애,
청각장애,언어장애,경련 등이 초래되기도 한다(김찬문,1996;어용숙,
2000;이지원,1997).즉,뇌성마비는 가장 흔한 소아기 장애 중 하나로서
진행하지 않는 중추신경계 병변으로 인한 운동장애를 보이며 감각,행동
및 인지장애를 동반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구장애이다.지
난 40년 동안 서구국가에서는 빈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주산기 처치
발달 및 제왕절개술의 증가로 분만중의 위험요소가 감소되어 뇌성마비의
발병률이 감소되리라는 추정과는 달리 실제 뇌성마비의 발병률은 과거에
비해 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추세에 있다.이는 의학기술의 발
달로 신생아의 사망률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미 생긴 신경학적 이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조산아나 저 체중아의 생존율이 증가하기 때
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1,000명 출생에 2~3명의 빈도로 추정된다.
뇌성마비의 분류방법은 많으나,서로 다른 병변이 비슷한 임상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병리학적 분류보다는 임상분류가 신경학적 침범에 따른
치료와 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또한 뇌성마비는 많은 경우에 있
어서 경련,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신경발달 장애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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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장애아는 평생을 장애상태로 살아가게 되고,정상아동보다 늦거
나 다르게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이로 인
해 장애아를 돌보는 가족은 위기를 경험하고 가족의 기능과 균형을 깨는
여러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특히 학령전기에 해당하는 아동은 매우 활동
적이고 운동능력과 인지기능 및 언어발달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로,이때
의 장애아는 정상아보다 더욱 복잡하고 만성적인 문제들을 가지게 되는데
많은 사고의 위험과 면역력 약화로 질병 발생 위험성이 많아 장애아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Morgan,
1988;조결자 등,1997).
뇌성마비는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상

생활의 독립적 영위를 꾀할 수 있다.그러나 뇌성마비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부모를 비롯한 주변사람들의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를 필요로 하며 이
에 따라 부모들은 많은 시간을 돌보기와 치료에 소비하고 있어 가사나 생
산적인 일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또한 뇌
성마비는 발생시기가 출생 전,후로 시작되는 일평생의 질환으로 뇌성마비
환아는 성장하면서 위기가 증가되고 가정의 평정을 깨는 여러 시기를 겪게
된다.이에 그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와 가족의 육체적,정서적,경제적인
부담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만성 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한계가 보이지
않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돌봄의 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
와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미혜와 오가실,1993).특히
어린아이가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으면 상호 의존적인 체제로서의 가족은
서로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중에서도 아이를 주로 돌보는 어머니는 많은 시
간을 아이를 돌보는 일에 할애해야 하므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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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역할에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어머니는 부담감이 더욱 축적되며 신체적 질환은 물론 생에
대한 의욕상실과 삶의 만족감 저하로 인해 안녕 상태에 변화를 주며 결과
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행위에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Deimling &
Bass,1986).더구나 뇌성마비 환아를 두고 있는 가족은 치료에 따른 부담
감의 감소가 예상되는 다른 만성질환과는 달리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
고 이에 따른 부담감 또한 지속적이며,장애가 유지되는 한 계속 유지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담감이란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 질병을 갖게 되면서 환아를 돌보아주

는 가족이나 사람이 가지게 되는 반응으로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같이 막
연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느낌,태도 감정을 뜻하며(George등,1986)질
환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나 인지 변화 등과 같은 충격적 사건 및 관련된
요구에서 인지되는 불편감(Zarit등,1986),혹은 부정적인 영향(Montgomery
등,1985)을 말한다.Montgomery(1985),George등(1986)은 부담감이 해결
되지 않고 축적되면 신체적 불건강은 물론 생의 의욕상실,생활에 대한 불
만족으로 안녕감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장기간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
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또한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김세란,2001)에서 부담감은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믿기 어
려움,충격,받아들이지 못함,원망스러움으로 확인 되었으며,후회스러움은
설마 하는 마음,병에 대한 무지,죄책감으로 나타났다.의료진에 대한 분
노는 야속함,울화가 치밈,원망스러움이었으며,회복에 대한 절망감에는
자포자기,예후에 대한 불안감,암담함,상대적 안타까움,무력감 등이 확인
되었다.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애아 출산에 대한 불안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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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아 장래에 대한 걱정,작은 바램 등이었으며,주위 시선에 대한 과민반응
에는 수치심,가족반응에 대한 섭섭함,피해 의식,감추고 싶은 마음 등으
로 나타났다.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얽매인 생활의 어려움,소진
감으로 확인되었으며,가족갈등에는 가정불화,가족고통,가족지지 등이 나
타났다.경제적 어려움에는 치료비 걱정,생활비 걱정,부모님에 대한 미안
함이 있었다.
장애아동의 양육자는 아동의 장애에 관한 염려로 인하여 양육역할에 큰

부담감을 안고 생활하며 일반 아동 양육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특히,장애아 출생에서부터 보육,치료,
교육 등 장기간 부과되는 신체적.심리적 압박은 장애아 양육자에게 정신
적.신체적으로 큰 부담감을 안겨주는 것(LaMontagne,1994;서혜영.이숙
현,1994)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장애아 양육자는 지속적으로 지지 서비스
를 받을 필요성이 발견되며(Floyd& Gallagher,1997),양육 부담감은 자녀
의 반응결여와 발달지체로 인한 실망감,좌절 등의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
하는 경우,장애조건에 기인한 아동의 행동과 문제,경제적 부담감과 장애
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특별한 자녀돌보기로 인한 신체적 부담감,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등의 사회적인 소외감 및 일상생활 활동의 제
한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Turnbull& Ruef,1996;남
연희,200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나 그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적 부담감이다.공식적 체계로부터 경제적 부조의 지
원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개개 가정이 느끼는 경제적 부
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또한 장애아동의 부모가 맞벌이하는 경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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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이 결국 직업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허다하여 어머니가 사회활
동을 포기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 등의 심리적 스트레
스도 경제적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며,사회적 지지로부터 차단되어 경제
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조사(Compas& Williams,1990;Simons
et.al.,1993)도 보고 되었다.경제적 부담감은 주로 특수 교육비,치료 및
수술 등의 의료비,택시이용 등의 교통비,특별한 보호자 활용경비 및 장애
아동 부양으로 인한 경제활동에 지장을 겪게 되는 것 등(남연희,2001)이
다.
과거에 비해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탈시설화 및 정상화 이

념에 입각해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장
애아동 통합교육에의 관심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Freeman,2000).이런
분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사회적.정서적 능력과
관련된 일반 교육과 특수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한 형편이지만 양육자의 욕
구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장애아동의 치료교육의 장이 충분하지
않고,과도한 비용부담,통원곤란,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아동 개개
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 선택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장애아 양육
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와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은 장애아동
과 관련된 문제를 가족문제로 은폐시켜 보다 더 심화시켜버리는 결과를 초
래한다.장애아동 양육자는 자녀의 장애 때문에 주위 상황을 민감하게 생
각하며,사회활동에도 참여를 꺼리게 되고,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을 느끼는
데,이는 양육자가 장애아동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의 탓으로 볼 수 있
다(Malone등,2000).또한 장애아 양육자는 장애아동 양육으로 인해 자기
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으며 외출을 못하는 등 개인생활에도 많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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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사회적 부담감은 축적되는 경향이 있어
장애아동이 성장할수록 양육자에게는 사회적 지지가 점점 감소하게 되며,
결국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이런 과정은 어머
니의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건강에 위기를 가져와 가족 전체의 기능에 위
기로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육자의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부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aller&Hala'sz,1999).
장애가 심한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체력소모에서 양육자는

심리적 부담감 못지않게 신체적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또한
신체적 부담감을 구분하여 보면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피로,수면부족
등의 건강문제(남연희,2001)에 관련된 심리적 문제,이러한 심리적 요인에
서 기인된 신체적 스트레스는 소화불량,고혈압,신경성질환 등 육체적 고
통을 수반하여 장애아 양육자로 하여금 이중고를 겪게 한다.결국 신체적
으로 표출되는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 및 갈등 등의 여러 형태의 부담감
은 양육자에게 큰 신체적 부담감으로 나타났음이(Troster,2001)보고 되었
다.또한 아동은 신체적으로 커가고 양육자는 연로해짐에 따라 신체적 부
담감은 피할 길 없이 과중된다.
장애아 양육자는 일반아동의 양육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정

서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양육자가 경험하는 최초의 감정은 충격,수치심,
죄책감 등의 극단적인 감정으로서 자녀가 장애아동인 것을 거부하는 감정
일 수도 있다.때로는 양육자가 만성적 우울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이는
양육자가 평생 동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Troster,2001).특히 장애를 부정하고 싶은 심리와 장애 발생원인이 누구
의 잘못인가를 찾아내려는 심리와 원인을 찾으면 완전 치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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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이 혼재하면서 원인 불규명의 장애아동 양육자가 경험하는 정서적
부담감은 매우 높을 것이다.또한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어
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장애아의 경
우는 더욱 그렇다.장애아 어머니는 장애아를 돌보는데 따른 육체적 부담,
가족과 친척간의 관계변화,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이것이 가족관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점차 대인관계도 감소된다
(Zamerowski,1982;정청자,1989).이러한 돌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
움으로 우울,불안,좌절,자존감 저하 등의 건강상 문제와 장애아 가족이
라는 낙인과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하고 돌
봄에 수반되는 시간적인 소모와 신체적인 피로,아동의 조기교육비와 특별
한 기구 착용 등으로 인해 커다란 재정적인 부담도 지게 된다(박종숙,
1988).그러므로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이 해결되지 않고 축적되면
식욕감소,수면부족,체중감소 등의 신체적인 증상과 집중력의 소실,우울
감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고(서종숙,1993),신체적인 불편감
과 삶에 대한 의욕상실,생활에 대한 만족감의 상실과 같은 안녕감의 저하
를 가져오게 된다(George& Gwyther,1986).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장애아 부모의 부담감을 경제적,교육적,사회

적,신체적,정서적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각 영
역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적이므로 전체적인 양육의 부담감으로
인지된다고 볼 수 있다.요즘과 같이,장애아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에서 이들의 어머니가 지니는 부담감은 어머니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
정적,정신적 자원을 고갈 시키며,특히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양육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는 이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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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확률이 높고 가족원의 건강이나 가족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을 수행하
는데도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되므로 이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매우 절실한 형편이다.

222)))부부부담담담감감감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부담감에 관련된 변인은 부담감으로 인해서 받는 영향과 부담감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의 두 가지로,전자에 대한 변인은 안녕감이나 삶의 만족도
등이며 후자에 대한 변인은 환자나 돌봄이의 건강상태,그들의 일반적 특
성-성별,나이,경제상태-과 환자의 인지적,기능적 상태 등 다양한 변수로
나타났다.또 안녕감은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이 경험하는 부담감과
동전의 양면 같은 상태이며,부담감의 상태를 잘 측정하는 것은 안녕감의
감소를 예견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George,1986).많은 연구(박명희,
1991;임혜숙,1991;서미혜,오가실,1994)에서 환자 가족의 특성에 따른 변
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는데,그 결과 여자와 저학력의 경우,저소득층의 경
우가 부담감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의 연구에서 밝혀진 변
수로는 가족의 건강문제도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가족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때 가족들이 부담감을 갖게 되며,가족들의 개인적
이고,물질적인 지지 자원이 부족할 때도 질병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부담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한다(서미혜,오가실,1993).정신지체아를 돌보
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문진하,1994)에서 정신지체아 어머니는 평
균 이상의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장 많
이 느끼며,아이의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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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Cantor(1983)나 Pallet(1990)은 부담감을 설명하는 개념들을 제시하면서

환자나 간호제공자의 연령과 학력,성별 등의 특성이 부담감의 정도에 영
향을 주어 여성인 경우와 학력이 낮은 경우 정신적인 어려움이 심하다고
하였으며,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다.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가족이 인지하는 부담감과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 성별,학력,연령,건강상태,인지정도와 간호제공기간,건강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이관희,1986;박명희,1991).또한 환자를 돌보는 일
을 스트레스로 보는 측면에서도 가족의 재정적 어려움,즉 사회 경제적 상
태가 낮을 때 스트레스가 증가된다고 보고한 연구와 가족이 인지한 지지와
도움의 양,즉 가족이 자신의 개인적,물질적 지지 자원이 부족할 때 돌봄
의 경험은 가장 해롭고 위협적인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지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Oberst등,1989;Orodenker,1990).

333)))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부부부담담담감감감

1970년대 중반부터 행동 과학자들과 임상가들은 사회적 환경을 스트레
스 상황 하에서 심리적,신체적 장애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요소로
인식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가치체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개념은 주로 가족,친구,이웃,기타 주변사람들에 의해 제
공된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고,사회
적 지지가 심리적,신체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
실이다.사회적 지지는 도구적 지지,평가적 지지,정보적 지지,정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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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MacDonald,1998)로 구별하여 개념화할 수 있다.도구적 지지는 장남감
이나 현금 등의 물적 자원의 제공과 같이 개인의 객관적인 환경의 중재를
통한 도움이며,평가적 지지는 격려,인정,칭찬 등 개인의 존재나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제공하여 힘을 북돋우는 도움이며,정보적 지지는 새
로운 프로그램의 기회를 알려주거나 서비스 혜택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도
움의 형태이며,정서적 지지는 관심을 표시하거나 열심히 들어주는 것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정서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대화의
형태를 말한다.결국 사회적 지지란 부모,교사,확대가족,친구,이웃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위안,조언,지도,칭찬,물질적
원조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사회적 지지간의 연
관성은 부담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Aranda,et.al.,2001)고 하였듯이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지지 체계의 유형이나 자원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렇
지 못한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사건들에 보다 잘 적응하고,보
다 나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또한 사회
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하나는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그들의 건강
과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강한 지지체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
회적 지지가 완충작용을 한다는 완충효과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지
지가 스트레스의 당면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적 적응이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 효과 가설이다.그러나 사회적 지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
은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가 보편적이지 않으며 사용가능한 사
회적 지지를 활용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개인차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양육자는 아동 양육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조언과



-16-

지도를 받거나 실제로 임시적인 탁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양육부담
감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완충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므로 양육 부담감
의 종류에 따라 어떤 사회적 지지 유형이 보다 효과적으로 매개역할을 하
는지를 알아낸다면 장애아 양육자의 부담감을 경감내지 완화하는 사회적
지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양육자들에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동발달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Aranda,et.al.,2001).박성연,전춘애(1996)는
양육자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이숙
자(1993)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심리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고,도현심(1994)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자가 자신의 역할
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였고,사회적 지지가 아동에 대
한 부모의 온정성과 관계가 깊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주된 자원의 역
할을 한다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Cohen& Syme,1985;Coxetal.,
1989;Williams,Ware,& Donald,1990).장애아동의 부모,치매노인 부양
가족 등과 같이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부양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에 사회적 지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Friedrich(1979)에
의하면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정서적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만족도
와 남편의 사회적 지지라고 연구 발표하였다.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애아
동 어머니들의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정도가 낮아
졌고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가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 보다 더욱더 효
과적으로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다.특히 사회적 지지망은 노인 혹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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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아동의 부양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원을 한다.또한 사회적 지지는 스
트레스 상황에서 대응을 촉진하고 적응을 돕는 보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개인의
심리적인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케 하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Tilden& Weinert,1987).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에

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발생을 예방 또는 경감하고 인간의 기본 욕구
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 자체를 증진시키며 스트레스의
강도를 완충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또한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효과를 완충할 수 있
으며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한다고 하였다.Cohen등(1985)은 사회적 지지와
건강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사회적 지지 연구는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또한 스트레스
와 적응적 결과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는 구조나 조직망의 특
성 보다는 개인에 의해 지각된 지지가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문정
희(1995)는 기능적 측면의 지지가 구조적 측면의 지지보다 적응에 더 유효
하다고 하였다.
George와 Gwyther(1986)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지지를 통해 실제적

인 도움,정서적 지지,정보적 지지 그리고 경제적 도움 등의 요구가 충족
되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됨으로써 부담
감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제시하였으며,
Fagon과 Schor(1993)는 장애아 어머니의 심리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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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수가 많아질수록 부모역할
의 안녕감,만족,수행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Norbeck등(1981)은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은 사람,혹은 성공적인 간호
중재를 받은 사람은 긍정적인 건강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효과적인
간호중재 없이 부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은 사람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장애 아동들은 만성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 아동 어머니들

은 과중한 부담감,책임감 및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으며
특히 사회적 접촉이 적어 사회적 지지를 받을 기회가 적다.자폐 아동 어
머니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상아 어머니에 비해 자폐 아동 어머니들이 과중
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함을 보
고하였다(김은숙,1990).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Zarit등(1980)이 치매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구조적인 면의 사회
적 지지인 사회적 연결망의 지지 정도가 환자를 간호하는데 관련된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Clipp과 George(1990)는 적절히 안정된
지지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신체 건강 문제가 적고 스트레스와 같은 건강
문제가 적으며,여가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도 좋을 뿐 아니라 가족의 역
할과 관련된 참을 수 없는 부담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환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서미혜와 오가
실,1993)로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
지 정도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적고 삶의 질이 좋으며 건강 문제가 적음을
확인하였다.정추자(199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 모임이 뇌·척수 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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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어떤 측면이 부담감으

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충 또는 감소시키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적 지지의 개념들을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
고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은 아동의 특성,어머니의 특성,및 가정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된다.따라서 간호사로서 뇌
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을 파악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해결 방법
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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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틀틀틀

본 연구는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과의 관계 그
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그림 1.연구의 개념적 틀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연령,종교,
학력,월수입
직업,보험가입
치료만족도 등

환환환아아아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성별,연령,
장애진단시기
장애부위

장애기능수준등

부부부담담담감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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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서울 소재 Y재활병원에서 2007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
지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하고 있는 만 2세부터 7세까지의 뇌성마
비 아동의 어머니들 중에 연구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
을 동의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각
설문지는 개별적으로 봉투에 넣은 후 각각 무기명으로 회수하였다.총 63
부를 배부하여 60부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지 응답 소요시간은 15분에서 20
분 정도이다.

333...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질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18문항,환아의 특성 8문항,장애기능수준
(GMFCS)1문항,부담감 측정도구 25문항,사회적 지지 25문항 등 총 77문
항이다.

    111)))부부부담담담감감감

부담감이란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 질병을 갖게 되면서 환아를 돌보아
주는 가족이나 사람이 가지게 되는 반응으로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같이
막연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느낌,태도,감정을 뜻하며(George등,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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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나 인지 변화 등과 같은 충격적 사건 및 관련된
요구에서 인지되는 불편감(Zarit등,1986),혹은 부정적인 영향(Montgomery
등,1985)을 말한다.본 연구에서는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서미혜,오가
실(1993)이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하여,이후 오가실 등(2002)이 구성 타당
도 측정 결과를 수정 보완한 도구로 총 2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
별로는 의존적 측면(4항목),경제적 측면(3항목),정서적 측면(6항목),조정
및 요구(6항목),돌봄의 평가와 의미(4항목),환아 미래의 안녕(2항목)등,6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각 문항에 대해 환자를 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느낌이나 생각이 일치되는 것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지각하는 정도를 LikertScale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
가 높을수록 부담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부담감 측정을 위한 서미
혜,오가실(1993)의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Cronbach'salpha=.89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86이었다.

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뇌성마비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정도의 측정은 Brandt와
Weinert(1981)에 의해 고안된 개인자원 질문지에 대해 오가실이 번역한 문
장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본 연구에서는 개인자원 질문지 중 제 2
부의 Weissrelationalfunctionmodel에서 강조하는 개념들을 합성하여 만
든 친밀감과 애착,양육의 기회,사회적 통합,가치의 확신,지도지침의 획
득 차원을 나타내는 25개의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의 지지 정도를 “매우 그
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로 해당란에 표시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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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저점수는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계산하였다.Brandt와 Winert의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alpha= .89였으며,본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89였다.

333)))환환환아아아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장장장애애애기기기능능능수수수준준준(((GGGMMMFFFCCCSSS)))

환아의 특성으로는 성별,연령,장애 진단 시기,장애 부위,치료 기간,
입원 횟수,치료 종류,치료 적응도로 8문항,장애기능수준 1문항으로 총 9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뇌성마비 환아의 장애기능수준 측정도구로는 Walter등(1997)이 제작한

대동작 운동기능 기술(GrossMotorFunctionClassificationSystem:이하
GMFCS)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GMFCS는 앉기와 서기의 기능적 움직임
을 강조하여 기능적 제한에 따라 5단계로 분류된다.LevelⅠ은 달리고 뛰
는 진보된 동작에서는 제한이 있지만 제한 없이 걷는 단계이고,LevelⅡ
는 실외와 지역사회에서 제한이 있지만 보조기구 없이 걷는 단계이고,
LevelⅢ는 실외와 지역사회에서 걷는데 제한이 있지만 보조이동 기구를
사용하여 걷는 단계이고,LevelⅣ는 스스로 이동하는데 제한이 있는 단계
이고,LevelⅤ는 보조기술을 사용해도 자가 이동이 불가능한 심한 단계이
다.

444)))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는 선행연구에서 부담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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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변수들로서,연령,종교,결혼 상태,교육 정도,직업,가계수입,치
료 및 교육비,가족형태,치료만족도,기술 습득 정도,치료 시 어려운 점,
음주,흡연,건강정보,민간보험,외부 심리적 도움,치료비용의 18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444...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자료 분석 방법은 SPSS12.0program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사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뇌성마비 환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환아의 특성,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 점수,사회적 지지 점수는 기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하
였다.

나.뇌성마비 환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정도는 t-Test,ANOVA를 사용하였으며,ANOVA후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scheffe사후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라.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확인하
기 위해서 StepwiseMultiple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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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환환환아아아와와와 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24세에서 49세였고,이 중 31세이
상 -35세의 군이 4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어머니의 종교는
63.3%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교육정도는 고졸이하 58.3%,초대졸 이상
이 41.7%였고,결혼상태는 기혼 90%,미혼이나 이혼이 10%였으며,연구대
상자의 81.7%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가족의 총 월수입은 140만
원 미만이 11.7%,140~240만원 미만이 30%,240~340만원 미만이 43.3%이
고 340만원 이상이 15%였다(표 1).
뇌성마비 환아의 연령은 2~3세가 55%,4~5세는 26.7%,6~7세가 18.3%

였다.아동의 성별은 남아 65%,여아 35%였으며,장애 진단 시기는 6개월
미만이 16.7%,6~12월 미만이 43.3%,12개월 이상이 40%였고,장애부위에
있어서는 하지마비가 48.3%로 가장 많았고 사지마비가 23.3%,편마비가
10%였다.아동의 기능수준은 중증이 56.7%로 가장 많았으며 중등도가
25%,경도가 18.3%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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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특성
(((n=60)

특성 구분 명 %

연령 30세 이하 16 26.7
31~35세 24 40.0
36~40세 15 25.
41세 이상 5 8.3

종교 무 22 36.7
유 38 63.3

결혼상태 유 54 90.0
무(이혼/미혼) 6 10.0

학력 고졸 이하 35 58.3
초대졸 이상 25 41.7

직업 유 11 18.3
무 49 81.7

월수입 140만원 미만 7 11.7
140~240만원 미만 18 30.0
240~340만원 미만 26 43.3
340만원 이상 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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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뇌성마비 환아의 특성

(n=60)

특성 구분 명 %

연령 2~3세 33 55.0
4~5세 16 26.7
6~7세 11 18.3

성별 남 39 65.0
여 21 35.0

장애진단시기 6개월 미만 10 16.7
6~12개월 미만 26 43.3
12개월 이상 24 40

장애부위 사지마비 14 23.3
기타 46 76.7

장애기능수준 경도 11 18.3
중등도 15 25.0
중증 34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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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환환환아아아 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부부부담담담감감감

111)))부부부담담담감감감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가 인지하는 부담감 점수는 최소 25점에서 최대
125점에 대해 최소 50점에서 최대 101점으로,평균 71.65(±11.58)점이었고,

문항별 평균은 2.87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의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가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 점수는 최소 25점에서
최대 125점에 대해 최소 54점에서 최대 112점으로,사회적 지지 평균은
86.33(±12.22)점이었으며,문항별 평균은 3.45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

냈다(표3).

표3.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사회적지지

변수 평균 ± 표준편차 범위 문항별 평균

부담감 71.65± 11.58 50.00-101.00 2.87

사회적지지 86.33± 12.22 54.00-112.00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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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환환환아아아와와와 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사사사회회회적적적지지지지지지
와와와 부부부담담담감감감

뇌성마비 환아와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ANOVA를 이용한 후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Scheffe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뇌성마비 환아와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어머니의 변수로는 가족의 총 월수입(F=5.74,p=.00)이 통계적으로 매
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4),환아의 특성에서는 연령
이(F=3.18,p<.05)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Scheffe사
후검증을 한 결과 가족의 총 월수입이 140만원미만인 군보다 240만원 이상
340만원 이하인 군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으며,340만 원 이상인
군에서는 사회적지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환아의 나이는 Scheffe사
후검증 결과 2~3세군과 4~5세군,6~7세군이 모두 동질 그룹임을 알 수 있
었다.
한편,뇌성마비 환아와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부담감은 어머니의 연령,

종교,직업,가족의 월수입 등 어머니 변수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환아
의 장애 부위(F=4.51,p=.00)가 통계적으로는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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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특성 구분 평균 ± 표준편차 torF P

연령 30세 이하 82.31± 10.20 1.48 0.230

31~35세 89.67± 11.18

36~40세 84.20± 12.42

41세 이상 89.60± 19.78

종교 무 86.41± 12.08 0.04 0.971

유 86.29± 12.46

결혼상태 유 87.13± 12.34 1.53 0.131

무 79.17± 8.84

학력 고졸 이하 86.14± 12.70 -0.14 0.888

초대졸 이상 86.60± 11.76

직업 유 89.36± 13.17 0.91 0.367

무 85.65± 12.03

월수입 140만 원 미만 73.00± 13.20 5.74 0.002*
140~240만원 미만 85.67± 13.11

240~340만원 미만 87.12± 9.31

340만원 이상 95.78± 8.68

*Scheffe'stest,p<.05.(240만원이상)-(140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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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부담감

특성 구분 평균 ± 표준편차 torF P

연령 30세 이하 72.88± 9.84 2.41 0.076

31~35세 67.29± 10.58

36~40세 76.93± 12.49

41세 이상 71.65± 11.58

종교 무 71.32± 13.01 -0.17 0.868

유 71.84± 10.85

결혼상태 유 71.98± 11.65 0.66 0.511

무 68.67± 11.47

학력 고졸 이하 71.11± 12.56 -0.42 0.675

초대졸 이상 72.40± 10.26

직업 유 70.09± 11.68 -0.49 0.625

무 72.00± 11.65

월수입 140만원 미만 75.71± 10.67 0.59 0.626

140~240만원 미만 69.39± 12.85

240~340만원 미만 72.54± 10.71

340만원 이상 70.44±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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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뇌성마비 환아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특성 구분 평균 ± 표준편차 torF P

연령 2~3세 85.45± 11.32 3.18 0.049*
4~5세 92.00± 11.70

6~7세 80.73± 13.30

성별 남 87.82± 12.07 1.29 0.201

여 83.57± 12.29

장애진단시기 6개월 미만 82.00± 9.15 0.75 0.475

6~12개월 미만 87.38± 9.32

12개월 이상 87.00± 15.67

장애부위 사지마비 84.57± 11.52 0.15 0.933

하지마비 87.17± 9.77

편마비 87.00± 18.63

기타 86.00± 16.15

장애 기능수준 경도 81.90± 17.50 0.98 0.383

중등도 88.46± 14.5

중증 86.82±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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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뇌성마비 환아의 특성에 따른 부담감

특성 구분 평균 ± 표준편차 torF P

연령 2~3세 71.27± 10.29 0.45 0.637

4~5세 73.81± 12.71

6~7세 69.63± 14.04

성별 남 69.74± 11.84 -1.77 0.082

여 75.19± 10.44

장애진단시기 6개월 미만 69.40± 10.09 0.33 0.719

6~12개월 미만 72.85± 11.61

12개월 이상 71.29± 12.39

장애부위 사지마비 80.79± 9.96 4.51 0.007*
하지마비 69.14± 9.98

편마비 67.33± 17.01

기타 69.00± 9.19

장애 기능수준 경도 67.45± 14.31 2.46 0.094

중등도 68.33± 9.57

중증 74.47±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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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환환환아아아 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와와와 부부부담담담감감감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과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
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33,p=.01)(표 8).또한 환아의 장애
기능수준과 부담감과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r=.46,p=.00)(표 8).

표8.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여러 변수와의 상관관계

 특성 부담감 기능수

장애 기능수준 0.457**
사회적 지지 -0.327* 0.059

*p＜0.05,**p＜0.01,***p＜0.001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의 하위 영역별 관계는
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인 친밀감과 애착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담감 하위
영역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9).즉,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인 사
회적 통합과 부담감의 하위 영역인 의존적 측면(r=-.29,p=.01),정서적 측
면(r=-.30,p=.01),돌봄의 평가와 의미(r=-.26,p=.01),환아 미래의 안녕
(r=-.26,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사회적 지지 하위 영역인 양육의
기회와 관련해서는 돌봄의 평가와 의미(r=-.30,p=.01)가 유의하였으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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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적 측면(r=-.41,p=.00),정서적 측면(r=-.35,p=.00),환아 미래의 안녕
(r=-.35,p=.00)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표 9).또한 사회적 지지의
또 다른 하위 영역인 가치의 확산은 의존적 측면(r=-.27,p=.01),돌봄의 평
가와 의미(r=-.26,p=.01)와 유의하였으며,환아 미래의 안녕(r=-.37,p=.00)
과는 매우 유의하였고,사회적 지지 나머지 하위 영역인 지도 지침의 획득
은 환아 미래의 안녕(r=-.54,p=.00)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표 9).

표9.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의 하위 영역별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특성 친밀감과 애착 사회적 통합 양육의 기회 가치의 확신 지도지침의 획득

부담감

의존적 측면 -0.201 -0.290* -0.407** -0.274* -0.108
경제적 측면 -0.013 -0.180 -0.239 -0.107 0.062
정서적 측면 -0.185 -0.304* -0.346** -0.174 -0.187
조정 및 요구 -0.085 -0.082 -0.218 -0.066 -0.213
돌봄의 평가와 의미 -0.118 -0.264* -0.304* -0.255* -0.162
환아 미래의 안녕 -0.227 -0.268* -0.344** -0.370** -0.5

*p＜0.05,**p＜0.0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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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뇌뇌뇌성성성마마마비비비 환환환아아아 어어어머머머니니니의의의 부부부담담담감감감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예예예측측측변변변인인인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담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관련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Stepwise
Multiple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부담감 영향요인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사회적 지지,

어머니 연령,수입,장애진단 시기 등과 본 연구에서 부담감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뇌성마비 환아의 장애 기능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
중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환아의 장애 기능수준과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부담감과 관련이 있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은 뇌성마비 환아의 기능수준으로 부담감을 20.8%
설명하였으며,사회적 지지는 12.6%로 총 33.4%의 설명력으로 부담감을 예
측하였다(표 10).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담감은 유의하게 감소하였
고 그 이외에는 환아의 장애 기능수준과 관련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표10.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을 종속변수로 단변량 분석

    변수 R R2 F P

장애 기능수준 .457 .208 15.275 .000

사회적지지 .578 .334 10.734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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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뇌성마비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파
악하여 사회적 지지가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중재방안으로서 타당한지 확
인하여 간호중재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11...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Y종합병원 재활센터에 입원하여 치료
를 받고 있는 만 2세부터 7세까지의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들 중 연구에 대
한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하
였으며 총 63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중 60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고,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였다.
연구 도구 중 뇌성마비 환아와 어머니의 특성은 문헌조사를 하여 부담

감과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선정하였으며,부담감의 측정
도구는 서미혜 등(1993)이 개발한 도구를 오가실 등(2002)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부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부담감은 6가지 요인 즉,의존적 측
면 4문항,경제적 측면 3문항,정서적 측면 6문항,조정 및 요구 6문항,돌
봄의 평가와 의미 4문항,환아 미래의 안녕에 대한 2문항 등으로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환자를 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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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이나 생각이 일치되는 것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의 5점 LikertScale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도구의 문항 중 긍
정적인 3문항은 역환산하였다.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α =.86이었다.같은 도구를 사용한
김은희(2005)의 담도 폐쇄증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우울에서 신뢰도는
Cronbach'sα =.91이었고,문진하(1995)의 정신 지체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α =0.87로 이 부담감 측정 도구
가 내적 타당도가 높은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의 측정 도구로 Brandt와 Weinert(1981)에 의해 고안된 개

인자원 질문지에 대해 오가실이 번역한 문장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자원 질문지 중 제 2부의 Weissrelationalfunction
model에서 강조하는 개념들을 합성하여 만든 친밀감과 애착,양육의 기회,
사회적 통합,가치의 확신,지도 지침의 획득 차원을 나타내는 25개의 문항
에 대하여 응답자의 지지 정도를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로
해당란에 표시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최저점수는 25점에서 최고 125
점으로 산출하였다. Brandt와 Winert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였으며,같은 도구를 사용한 백소희(1995)의 암환아 어
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에서 Cronbach'sα =.82였으며,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 =.89로 이 도구가 내적 타당도가 높은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 진행되었

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과의 관련성이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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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머니의 부담감에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인과관계에 의한 결론을 내리
는 것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둘째,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계량적 연구방
법만을 활용함으로써,숨겨진 부담감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셋
째,본 연구의 대상은 재활치료와 질병을 담당하는 일 지역의 재활센터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뇌성마비 환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나,다른 연령의 그룹들에게 일
반화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또한 개개인의 인지능력에 대한 개인차를 완
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어 전체 뇌성마비 장애아 어머니
를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22...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돌봄으로 인한 부담감이란 가족 구성원 중 일원이 질병을 갖게 되는 경
우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불편감의 정도로 정의되
며(Zarit등,1980),이러한 부담감을 완화시키지 못하면 전반적으로 경험하
는 생의 만족과 안녕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Greene등,1987).본 연
구결과,뇌성마비 환아 어머니가 인지하는 부담감은 평균 71.65(±11.58)점

이었고,문항별 평균은 2.87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의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점수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김은희(2005)의 담도 폐쇄
증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에서 문항별 평균이 2.68인 것 보다 더 높았으며,
문진하(1993)의 정신 지체아를 돌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문항별 평균이 3.12로 더 낮게 나타났고 우미영(1998)의 장애아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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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 정도와 요구에서는 평균 3.3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이러
한 선행 연구결과와의 비교는 대상 질병의 종류,돌봄이의 대상자와 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입원으로 인한 부담감
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받고자 하는 어머니의 적
극적인 삶의 태도나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서미
혜 등(1993)의 성인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돌보는 사람의 부담감은 평균 2.16으로 나타났다.이는 환아를 돌보는 가족
이 성인을 돌보는 가족보다 느끼는 부담감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환아의 특성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중 하나인 장애부위(F=4.51,p=.00)
가 통계적으로는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이는 장애가 심한 집단일
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았다고 보고한 이경희(1985)의 연구결과
와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의 질병이 심한 상태일 때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
고 보고 한 이은정(1990)의 결과와 유사하였다.즉,장애가 심할수록 어머
니의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심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고 활동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담
감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상태에서
Montogomery등(1985)에 의하면,수입은 가족이 지각하는 부담감에 중요
한 변수라고 언급하였고,박명희(1993)의 가족간호 제공자의 부담감과 영향
변수 분석과 김연희(1994)의 정신과 외래 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환자 자가
간호 수행과의 관계 연구에서도 가족의 수입이 적을수록 더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계수입과 부담감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반복 연구를 통해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1-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는 육체적,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
음이 밝혀졌고(김선희,2003;유병규 등,2000;이지원,1997;송영화,1994;
이미자,1994),특히 이미자(1994)는 아동의 장애가 심할수록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 치료와 관련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환아의 장애 부위(F=4.51,
p=.00)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며 사지마비가 나머지 그
룹에 비해 부담감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므
로 뇌성마비 위험이 있는 아동에 대한 뇌성마비 조기 진단을 통해 조기 치
료를 수행함으로써 뇌성마비의 장애를 조기에 완화시키거나 장애 아동에
따른 적절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제공,정부차원의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어머니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인간은 사회적 환경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

며 살아간다.이처럼 관심,사랑,인정,용납,이해,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
을 포함하는 사회적 욕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는데서 충족되는데 이
러한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이 사회적 지지다(임혜숙,1991).이러한 사회
적 지지는 사회적 체제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적,심리적,물질적 도움을 말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에서 스트레스의 발생 가능성을 줄임으로써,개인의 심리적인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케 하며 문제해결의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중요하게 작용
한다(Kaplan,1977)고 하였다.본 연구결과,뇌성마비 환아 어머니가 인지
하는 사회적 지지는 총 평균이 86.33이었으며,문항별 평균은 3.45로 중간
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Erickson과 Upshur(1989)의 연구에서는 정
상아 군과 장애아(다운증후군,운동장애,발달장애)군 사이의 3개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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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족,친구,지역사회그룹)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4점 척도를 이용하
여 비교해 본 결과 장애아 군에서 지역사회그룹에 대한 만족 점수가 각각
3.06,2.73,2.67로 정상아 군의 점수 2.08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장애아
군의 어머니가 더 큰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이유로는 장애아
가족이 자녀의 장애 진단 후 조기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본 연구에서도
재활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므로 사회적 지지가 미치지 못
하는 가정에서 장애아를 돌보는 어머니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
각된다.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와 환아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어머니의 변수로는 가족의 총 월수입(F=5.74,p=.00)이 통계적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환아의 특성에서는 연
령이(F=3.18,p<.05)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cheffe사후
검증을 한 결과 가족의 총 월수입이 140만원미만인 군보다 240만원 이상인
군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으며,가족의 총 월수입에 있어서는 우
미영(1998)의 장애아 어머니의 부담감 정도와 요구에서는 100만원 이하 군
이 부담감을 가장 높게 인지하였으나,본 연구에서는 100만원 미만보다
100만원 이상 200만원미만 군에서 부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33,p=.01).이는 사회
적 지지가 많을수록 부담감을 적게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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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백혈병 어린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서종숙(1992)의 질적 연구에서
도 남편의 지지와 시댁과의 대화가 많고,종교적 신앙을 통하여 높은 사회
적 지지를 받은 경우 부담감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위의 선
행연구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가 부담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게 작
용함을 나타내고 있다.또한 이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부담감을 예측할 수
있고 중재하는데 유익한 사회 심리적 변인이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가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담감
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그러므로 뇌성마비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정서적,물질적 부담감을 완화시켜 뇌
성마비 환아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안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중재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으므로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촉진 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조기 발
달 스크리닝을 통한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중재로 장애수준을 낮출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33... 제제제언언언

가.다양한 지역과 가정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확대하여
실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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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행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
게 나오지 않은 변수들에 대하여 대상자 수를 늘려서 재 연구해 보
아야 하겠고,질적 연구 방법의 병행으로 정확한 수준의 사회적 지
지와 부담감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어머니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아버지나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
지와 부담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라.본 연구를 기초로 뇌성마비 환아 어머니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을 구성하여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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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뇌성마비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와 부담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사회적 지
지가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중재 방안으로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과 중재
방안에 대한 적절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Y재활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입
원치료를 하고 있는 만 2세부터 7세까지의 뇌성마비 환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6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10월 1일부터 11
월 20일까지며 이 중 6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연구 도구는 구조화
된 설문지로 부담감 측정도구,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뇌성마비 환아 어머
니와 환아의 특성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뇌성마비 환아와 어머
니의 특성에 따른 부담감 비교는 t-검정,분산 분석을 사용하였고,사회적
지지와 부담감과의 관련성은 상관관계 분석,사회적 지지를 비롯한 독립변
수가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뇌성마비 환아 어머니가 인지한 부담감의 평균은 71.65(±11.58)점이

었으며,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86.33(±12.22)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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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뇌성마비 환아와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는 가족의
월수입과 환아의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부담감은
뇌성마비 환아의 장애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장애 기능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4.뇌성마비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으로
는 환아의 장애 기능수준으로 부담감을 20.8% 설명하였으며,사회적 지지
는 12.6%로 총 33.4%의 설명력으로 부담감을 예측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적 지지와 장애 기능수준(GMFCS)이
부담감에 유의한 영향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요인들을 환아 어머니의
간호중재 시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향후 뇌성마비 장애아
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의 실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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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설설설문문문지지지)))

2007.10.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 은숙

안녕하십니까?
저는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에재학중인학생입니다.
본설문지는환아어머니의부담감의정도와사회적지지와의
관계를알아보고어머니교육프로그램수립에반영하는
기초조사로서사용코자작성된것입니다.
귀하께서응답해주신모든내용은비밀이보장되며연구목적
이외의다른목적에절대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본설문지의응답에는옳고그름이없으므로귀하의생각을
솔직하게답변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또한무기명으로처리되오니한문항도빠뜨리지마시고
응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귀중한시간을내어주셔서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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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 부부부담담담감감감 조조조사사사지지지

다음에 열거된 문항들은 환아를 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어머님들의 현재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매 거 그 거 전
우 의 저 의 혀

항목 그 그 그 그 그
렇 렇 렇 렇 렇
다 다 다 지 지

않 않
다 다

1.내가아이를도와주지않으면내아이는 아무것도할수없다.
2.내아이를돌보는일때문에내시간을 충분히가지지못한다.
3.나와내가족은내아이에게드는비용때문에경제적여유가없다.
4.나는아이로인해몸이피곤하고고달프다.
5.우리가족은예전처럼잘지내지못한다.(경제적)
6.나는아이를보면고통스럽다.
7.나는아이가의존적이라고생각한다.
8.나는아이를돌보노라면화가난다.
9.나는내아이를돌보아야하므로친구들이 쉽게 나의집을
오지못한다고느껴진다.
10.아이에게드는비용이너무비싸다.
11.나는아이를돌봄으로인해식욕이떨어졌다.
12.나는아이를돌봄으로인해사회생활가사활동에지장을받는다.
13.나는아이를돌볼때죄책감을느낀다.
14.나는아이가필요이상으로많은것을요구한다고생각한다.
15.나는아이를돌보노라면우울해진다.
16.나는아이에게필요한사람이다.
17.지금보다더많은비용을아이에게사용할수있었으면좋겠다.
18.나는아이의장래가어떻게될지염려된다.
19.나는내아이를보거나간호하노라면긴장이된다.
20.나는아이에게도움을주고있다.
21.나는아이를돌보는것이즐겁다.
22.나는아이가나를마음대로조정하려든다고생각한다.
23.나는내아이때문에수치감을느낀다.
24.나는내아이가원망스럽다.
25.나는아이를돌볼때보람을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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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 사사사회회회적적적 지지지지지지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지지지

평소에 귀하께서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매 거 그 거 전
우 의 저 의 혀

항목 그 그 그 그 그
렇 렇 렇 렇 렇
다 다 다 지 지

않 않
다 다

1.나에게는나를편하게해주는가까운 사람이있다.
2.나는나를중요하게생각해주는집단에속해있다.
3.사람들은내가직장이나가정에서맡은일을잘하고있다고인정해준다.
4.나는친척이나친구가내문제에도움을줄수없다고생각한다.
5.나를중요한사람으로느끼게해주는사람과자주만난다.
6.나와관심사가비슷한사람과자주시간을갖는다.
7.나는살면서다른사람을돕거나관심을가질기회가없었다.
8.사람들은나와함께일하는것을즐거워한다.(업무,회의등)
9.내가장기간도움이필요할때나를도와줄사람이있다.
10.나는내속마음을이야기할사람이없다.
11.나의친구들은서로좋아한다.
12.나는다른사람들이그들의흥미와기술을계발하도록격려한다.
13.나의가족들은내가가정에서소중한사람임을알게해준다.
14.나는내게대가를바라지않고도도움을주는친구나친척들이있다.
15.내옆에는내가화났을때마음을풀어줄사람이있다.
16.나는나와비슷한문제를가진사람은없다고생각한다
17.나는다른사람들의삶을보다편안하게하기위하여작은일들을
하는것이즐겁다.

18.나는다른사람들이나를한인간으로대해주는것을알수있다.
19.나에게는나를사랑하고관심을가져주는사람이있다.
20.나에게는사회적교제활동이나취미활동을함께하는사람이있다.
21.나는다른사람이나를필요로할때는도와줄책임이있다.
22.내가필요하다면내가처한상황에관한계획을마련하는데누군가
도움을준다.

23.나는다른사람에게필요한 사람이라고생각한다.
24.사람들은내가기대보다좋은친구가아니라고생각한다.
25.나에게는내가아플때도와줄사람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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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연령은? 만 세
2.종 교 : □무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3.결혼상태 : □기혼(결혼유지) □이혼 □별거 □사별 □미혼
4.교육정도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5.직 업 : □있다 □없다
6.가계수입 : □ 140만원 미만 □ 140만원-240만원

□ 240-340만원미만 □ 340만원 이상
7.환아에게 지출되는 치료비와 교육비는 가계 수입의 몇 %정도입니까?
약 %

8.자녀수는? 명
9.가족형태 : □대가족 □핵가족
10.치료에 대한 만족정도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11.귀하의 치료 기술 습득 정도 :
□충분하다 □부족하다 □전혀 습득하지 못했다

12.치료 시 가장 어려운 점 :
□시간부족 □기술부족 □노력,힘의 부족
□자녀와 자신의 건강 □감정처리가 안됨 □기타

다음은어머니들의일반적특성에관한질문입니다.
각물음을읽으시고해당하는곳에“V"표를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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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귀하의 음주 유무 :□마신다. □안 마신다.
14.귀하의 흡연 유무 :□피운다. □안 피운다.
15.귀하는 건강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인터넷 □의료인 □TV □책자
□다른 환아 어머니 □동호회모임

16.민간보험 가입 여부 :□예 □아니오.
17.귀하는 환아를 돌보면서 신체적 혹은 심리적 도움을 받은 기관이나

모임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8.환아의 치료비용(경제적 도움)을 위해 다른 기관의 보조를 받습니까?
□예 □아니오.

1.자녀의 성별은? □남 □여
2.자녀의 연령 : 만 세 개월
3.자녀가 장애를 진단받은 시기 :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4.자녀의 장애 부위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기타
5.귀하의 자녀가 치료를 받은 기간 :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다음은자녀의일반적특성에관한질문입니다.
각물음을읽으시고해당하는곳에“V"표를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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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녀의 병원 입원 횟수 : 회
7.자녀가 일주일 동안 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해당 항목 모두 체크해 주세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언어치료 □통증치료

8.자녀가 치료에 적응하는 정도 :
□전혀 적응을 못함 □적응을 잘하지 못함 □보통
□적응을 잘함 □적응을 매우 잘함

9.아동의 장애 기능수준 정도 :
LEVELⅠ Ⅱ Ⅲ Ⅳ Ⅴ
□ Ⅰ 제한 없이 걷는다.:좀 더 진보된 대동작 운동기술에서 제한
□ Ⅱ 보조기구 없이 걷는다.:실외와 지역사회에서 걷는데 제한
□ Ⅲ 보조이동 기구를 가지고 걷는다.:실외와 지역사회에서 걷는데 제한
□ Ⅳ 스스로 이동하는데 제한이 있다
:실외와 지역사회에서 이송되거나,기계적 이동수단을 사용

□ Ⅴ 보조기술을 사용해도 자가 이동이 심하게 제한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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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BBBuuurrrdddeeennnaaannndddSSSoooccciiiaaalllSSSuuuppppppooorrrtttooofffMMMooottthhheeerrrsss
wwwiiittthhhCCCeeerrreeebbbrrraaalllPPPaaalllsssyyyCCChhhiiillldddrrreeennn

EunsookKim
GraduateSchoolof
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HeeSoonKim)

BBBaaaccckkkgggrrrooouuunnnddd aaannnddd OOObbbjjjeeeccctttiiivvveeesss:::Thepurposeofthisstudy wasto
identify the levelofburden and socialsupportofmothers with
CerebralPalsy(CP)children,andtodeterminewhetherprovidingsocial
supportisaneffectivestrategytorelievetheburdenofthosemothers.

MMMeeettthhhoooddd :::From October1,to November20,2007,thedatawere
collected from 63motherswith CP children whowereadmitted and
treated forCPatYrehabilitationcenterinSeoul.
The two instrumentsused in thisstudy were the Burde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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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by Suh and Oh (1993), and the Personal Resource
Questionnaire(PRQ)PartⅡ developedbyBrandtandWeinert(1981).
Thedatawereanalyzed witht-test,ANOVA,Scheffe'stest,Pearson's
CorrelationCoefficient,andStepwiseMultipleRegressionanalysisusing
SPSS12.0.

RRReeesssuuullltttsss:::
Themeanandstandarddeviationoftheburdenscorewas71.65 ±

11.58,andthatofsocialsupportwas86.33± 12.22.Burdenofmothers

wasrelatedtotheGrossMotorFunctionClassificationSystem (GMFCS)
oftheCPchildren.Socialsupportwasnegativelycorrelated (p＜0.05)
andGMFCSwaspositivelycorrelatedwithburdenofmothers(p＜0.01).
Socialsupportand GMFCS was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with
burdenofmotherswithCPchildrenuponmultipleregressionanalysis.
1.Thecorrelationbetweenburdenandsocialsupportwasstatistically
significant.
2.GMFCSofCPchildrenwasthemostimportantpredictorofburden
ofmotherscaringforCPchildren(R2=.21).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Therewasasignificantlynegativecorrelationbetween
socialsupportandburden.
Itwasdemonstratedthatsocialsupport,animportantfactorrelating

toburdenimposedonmothersofCPchildren,canbeconsidere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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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ingvariablewhichcancontributetodecreaseofburden.
Inaddition,applyingdevelopmentalscreeningmeasuresareneeded

todecreasedisabilityseverity

KKKeeeyyyWWWooorrrdddsss:::Socialsupport,Burden,CerebralPalsy(CP)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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