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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의 관련성

본 연구는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고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시행되었으며, 연구대상은 Y 대학 병원 외래를 방

문하는 8-18세 모야모야 환아 중 수술적 처치를 받고 6개월이 지난 아동이다. 자료 수

집은 2015년 7월 3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실시하여 총 60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

석되었다. 대상자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해 Varini(1998)의 PedsQLTM4.0 Genetic core

scale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Schwalzer와 Jerusalem(1993)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Lee, Schwarzer와 Jerusalem(1994)이 수정·번역한 한국판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긍정적 대처는 민하영, 유안진(1998)이 개발

한 척도를 박진아(2001)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증,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자기효능감은 최대 4점 중 3.00(±0.52)으로 나타났고, 긍정

적 대처는 최대 4점 중 2.91(±0.51)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최대 100점 중

79.41(±16.88)로 나타났고, 4가지 하위 영역 모두에서 75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2. 모야모야 환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처(r=0.613, p<0.01)와 삶의 질

(r=0.573, p<0.001)이 향상되고, 긍정적 대처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부문의 삶

의 질(r=0.278, p<0.05)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β=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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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과 증상유무(β=-0.218, p=0.046)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 의해

40.6%의 설명력을 가진다.

본 연구는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삶의 질을 파악하고,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된 첫 연구로서,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대처, 그리고

삶의 질이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

여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긍정적 대처 기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아의 부모를 위한

교육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증상유무가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이해함으로써 모야모야 환아의 치료계획에 있어 증상 완화와 관련된 간호중

재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모야모야 환아, 삶의 질,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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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은 소아뇌졸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주로

일본, 한국, 중국 등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호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Goto &

Yonekawa, 1992), 일과성 허혈,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졸중 증상으로 진전 되는 만성

진행성 혈관 질환이다(Suzuki & Takaku, 1969). 모야모야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은 여

러 신경학적 임상 증상 및 검사, 수술, 약물복용과 같은 치료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성

장발달 단계의 아동기에 다른 사람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 할

수 있다(김정화, 2000). 특히 과호흡을 유발하는 심한 울음, 뜨거운 식사, 호흡을 이용

한 악기 연주, 운동 등은 뇌동맥을 수축시킴으로써 뇌허혈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Sakamoto et al., 1997), 일상적인 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

러한 질병 특성으로 모야모야 환아는 장기적 치료과정에서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Lazarus와 Folkman(1984)에 의하면 이러한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이에 반응

하는 대처행동이 개인의 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신경외과 환아 대상

의 선행 연구들은 보통 신체적인 장애와 증상 때문에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

혀 왔으며, 이에 따라 약물이나 수술적 처치가 이들의 신체장애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어왔다(안보영 외, 2010). 그러나 스트레스-대처의 이론에서 자

기효능감과 대처방식, 적응의 개념을 강조하여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시한 Northouse

등(1999)은 질병에 대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대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고 그 적응적 결과를 건강관련 삶의 질로 보았다. 자기효능감은 대처를 통해 원

하는 결과를 야기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포함됨

을 의미하고(Bandura, 1997), 대처는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는 그러한 사건을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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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위협적이거나 해로운 것으로 지각하고 그러한 도전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대처

할 수 있는가 하는 개인적 능력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특히 아동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아동 고유의 발달 특성

이나 환경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Matza, Swensen, Flood, Scnik, &

Leidy, 2004). 따라서 질환을 가진 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라 할지라도 질병 관련

특성뿐 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자원이나 아동 개개인의 자기효능감, 대처와

같은 요인들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모야모야병은 보존적인 치료보다 재관류술인 수술적 치료가 더 효과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어(이지연, 김승기, 2007),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모야모야 질환에 있어서 수술은 재관류화를 통한 증상 완화를 위한 과정이며,

이들은 수술 후에도 질병의 자연 경과에 따른 증상을 경험할 수 있어, 여전히 일상

활동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Yang(2007)은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신경학적 후유

증 빈도를 46%로 보고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수술 환아에서 그 빈도가 많이 감소하

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모야모야 질환은 만성적 건강 문제임이 분명하다. 또한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과 수술 후에도 추후관리가 필요한 점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삶의 질의 정도를 확인하고 자기효능

감, 긍정적 대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이들의 임상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이

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개발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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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을 파

악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의 정도를 확인한다.

2) 모야모야 환아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삶의 질의 차이

를 파악한다.

3)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4)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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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모야모야병 (Moyamoya disease)

모야모야병은 Willis 환 부위의 양측 내경동맥 원위부, 전뇌동맥, 중뇌동맥 및 후뇌

동맥들의 점진적인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대뇌 혈관질환이다(Suzuki & Takaku,

1969). 1969년 일본의 Suzuki와 Takaku에 의해 뇌혈관 촬영 상 공기 중에 담배연기가

퍼지는 모양과 비슷하여 moyamoya로 명명되었으며, 혈관의 말단부에서 협착 또는 폐

쇄가 진행되면서 뇌기저부에서 망상형의 이상 미세 혈관총을 형성하는 아직 그 원인

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다(Kudo, 1968). 병리학적으로 일차 병변은 혈관 비후에 의한

협착 및 폐색이며, 이차 병변은 측부순환의 발달이다. 혈관 내막의 비후 및 증식으로

혈관 내막층이 과다한 증식을 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말려진 탄력섬유가 탄력판층과 나

란히 침착되는데, 이것이 탄력판층이 안쪽으로 밀려들어오는 원인이 되고, 이차적으로

만성적으로 느리게 진행하는 허혈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 풍부하고 유약한 기저

뇌 및 연수막 혈관의 측부순환이 이루어진다. 이완된 측부 혈관들은 내측 탄력막이

파괴되고 내측 섬유화, 미세동맥류, 국소적인 파열 소견을 보인다(소아신경외과학회,

2011).

임상 증상은 대뇌 혈액 요구량과 질병의 진행 정도 및 측부순환의 발달 정도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며, 측부순환에 의한 보상작용보다 혈액 요구량이 많을 때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뇌경색의 비율도 높다(Nam et al., 1997). 크게 일과성 뇌허혈 발

작, 뇌경색, 간질, 두통, 그리고 출혈 등으로 나타나며 빈도는 연령군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여, 보통 일과성 허혈 증상과 같은 경련은 소아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면 뇌출혈

은 소아에서 드물고 성인 환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혈관 내막의 폐쇄 양상, 측

부순환의 발달 정도, 혈류 요구량이 질병의 진행 양상, 예후에 영향을 미치며,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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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의 혈관폐쇄 정도와 효과적인 측부순환의 발달 사이에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

(소아신경외과학회, 2011). 또한 질환 초기의 임상증상, 뇌전산화 단층 촬영 소견, 뇌

혈관 조영술 소견, 발병 연령, 임상경과, 수술 여부, 재발 여부도 예후에 영향을 미치

며 나이가 어리거나 신경학적 결손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 뇌동맥 조영술 상 광범위

한 폐쇄 소견을 보이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고 보고된 바 있다(Chin et al., 1997).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를 보면 40-50%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질병의 진행으로 신

경학적 장애가 발생하며(Ikezaki et al., 1997), 뇌허혈로 인한 운동마비 증세가 가장

흔한 증상이다. 처음에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나 가역성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이 시

작되다가 나중에는 뇌경색에 의한 고정성 운동마비로 나타나게 된다(소아신경외과학

회, 2011). 뇌허혈에 의한 증상은 10세 이하 환자에서 약 70%(일과성 뇌허혈 발

작:40%, 뇌경색:29%)를 차지하며 운동마비, 의식저하, 언어장애, 감각이상 등이 흔하

고 이런 증상은 반복되고 진행하기도 하여 초기 발현 후 몇 년이 지나면 뇌경색으로

악화되어 심각한 지능장애를 초래한다. 이러한 뇌허혈성 증상은 과호흡에 의해 유발

되어 하모니카를 불거나 뜨거운 음식을 불며 식히는 과정, 혹은 심하게 울 때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과호흡에 의해 동맥혈 탄산가스 분압이 감소함에 따라 뇌혈류량

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Ogawa, Nakamura, Yoshimoto & Suzuki,

1990). Sakakmoto(1997)의 연구에서도 탈수와 울음은 모야모야에서 뇌경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저이산화탄소혈증 혹은 고이산화탄소혈증, 저혈압,

저체온 혹은 고체온 등이 혈류학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저체온증은 혈관 연축과, 고체온증은 허혈 발작 유발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Sato et al., 1997).

모야모야 질환의 치료로 혈관 확장제, 항응고제, 지혈제, 항경련제, 스테로이드, 뇌압

강하제 등이 시도되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며, 뇌허혈에 대한 수

술적 치료의 효과는 여러 보고를 통해 입증되어 있다(Nakashima et al., 1997). 반면,

치료받지 않은 모야모야 아동의 자연경과는 좋지 않았고 73% 정도의 비율로 주 신경

학적 결손 또는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이승익, 2007). 수술적 방법으로

는 허혈 상태인 뇌 부위에 부가적인 측부 혈행을 만들어주는 직접적 방법으로 천측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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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중대뇌 동맥 분지간의 문합술이 있으며, 간접적 방법으로 천측두 동맥을 두피

하에서 박리하여 적절한 뇌피질 표면의 경막에 고정하여 이 동맥을 통하여 신생 혈관

이 자라서 허혈 상태인 뇌 부위로 맥관 재생을 시도하는 문합술이 있다. 소아에서는

흔히 간접문합술이 일차적으로 선택되며, 적절한 수술적 치료 시 80% 이상에서 추가

적인 신경학적 결손 없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의 소실을 기대할 수 있다(Kim et al.,

2002). 간접문합술 후 절반 이상에서 3주 내 증상의 호전을 보고하였고, 허혈 발작은

1년 내에 73.2%에서 2년 내에 23.2%에서 소실되며, 뚜렷한 재혈관화, 모야모야 혈관

의 감소, 공여동맥의 비후 등 혈관 조영상의 변화는 대개 수술 후 6개월 이후에 관찰

된다고 하였다(Matsushima et al., 1986; 소아신경외과학회, 2011).

수술 후 모야모야병의 호전은 허혈성 발작 증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수술 전에

발생한 영구적 신경손상이나 심한 인지지능 장애의 악화도 예방된다. 또한 수술 후

뇌기능과 관련된 연구에서 IQ 83이상의 정상 지능이 60% 이상의 환자에서 보고되었

다(Karasawa et al., 1992). 수술 후 2년이 경과하면 대부분의 허혈 증상은 사라지고

수술 후 최소 4-5년간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으며 정기적으로 뇌혈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두통 및 간헐적 허혈 증상은 있을 수 있고, 질병

의 자연경과에 따라 이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질환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알

려져서 대부분의 관련 연구가 단기 추적검사결과만 포함하고 있으며(Shim KW, et

al,. 2015), 질병의 진행이 만성적인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모야모야병의 장기적인 예

후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이지연, 김승기. 2007).

이처럼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아동은 질환 특이적인 임상증상의 유발을 피하기 위

해 활동의 제한이 필요하고, 수술, 약물복용 등과 같은 과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적검

사와 활동의 주의가 요구되며,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 아동과는 다른 성

장발달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모야모야 환아들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가 필요하며 영향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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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효능감 (Self efficacy)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는 자기효능감이 핵심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

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사회적 지원과 삶의 질을

매개하는 간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이란, 삶의 다양

한 사건들을 통제하고, 특정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신

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 인간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증진할 때 중

핵적인 역할을 한다(임미향 외, 2006). 또한, 새롭고, 모호하고 예측불가능하여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한 상황에서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동원해 조직화하여 수행해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신념, 기대를 의미한다(Bandura, 1977).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사고하고, 스스로

를 동기화시키며,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고(Bandura, 1997),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행동의 시작과 지속에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아동에게 있어서 최초의 자기효능감은 가족 내에서 경험하게 되며, 이 때 부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가장 먼저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고, 형

성·발전시키게 되며(Bandura, 1997), 가정에서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장한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에 영향을 미친다(Moon, 2004). 긍정적

자기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실패와 도전에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역경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유양 외, 2010). 이러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자기 지각은 미래의 행위를 단순히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매

개과정으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서지현, 2008). 또한 가

족기능과 가족의사소통이 향상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고경

애, 정민정. 2007), 부모와 긍정적,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

기효능감이 부정적, 폐쇄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해

순, 강태완. 2005). 높은 자기효능감은 과제에 대한 집중과 지속성을 통하여 성취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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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특수 교육학 용어 사전, 2009), 어려움이나 도전을 만났을 때

더 잘 견뎌내며,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행동이나 적응적인 대처를 할 가능성이 더 높

도록 하여(Coleman & Karraker, 1997),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된다.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한국사회 삶의 질

에 대한 지각에서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으

며, 인간관계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박은실, 박영신, 김의철, 정갑

순. 2004). 초·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부모자녀관계 효

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효능감 등, 자기효능감이 핵심적인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특별

히 부모 자녀관계 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임미향, 박

영신, 김의철. 2006). 관계효능감이나 학업성취 효능감 및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이 높

을수록 스트레스 경험의 정도가 낮다는 보고도 있다(신현미, 2000). 고등학교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현미, 박영신, 김의철

2006).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성취,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불안, 일탈 행동 등

다양한 행동 특성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어 왔으며(임미향,

2008), 신체·심리적 건강 증진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건강증진 행

위를 향상시키는 매개변수인 동시에, 행위의 선택과 지속 그리고 변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으로 통증완화 및 신체기능 상태를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어(Park, 2001)

많은 선행 연구들이 만성질환자의 자가 간호 수행과 관련되어 수행되어 왔다(손연정,

박영례, 2005).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은 어릴 때 발병하여 영구적, 점진적으로 무능력이

나 병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아동의 발달 및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이보람 외, 2013). 만성질환의 치료목표는

대부분 합병증 예방 및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환아들은 자신의 질병관리

법을 올바르게 배워야 하고(Park, 2001), 이런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아동 후기는 자아성장에 중요한 시기로 자아개념, 사회관, 가치관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과 자신이 설정한 이상상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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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된다(신희건, 유일영, 오의금, 2010). 이 시기의 자기효능감은 만성질환에

대한 질병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성인기에서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연

결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비만,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에게 있어 자

기효능감은 자기관리와 관련되어 주요한 요인임이 보고된 바 있다(이보람, 박혜준, 이

강이, 2013). 따라서 모야모야병을 진단 받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질병에 대한 인식

정도를 결정하고 일상 활동의 제한이 필요한 상황에서 질병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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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처 (Coping)

한편 사람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환경으로부터 동일한

자극이 주어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때, 개인 내적

인 특성에 의해 환경을 여과하여 받아들인다고 가정하기 때문에(Bronfenbrenner &

Morris, 1998),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신체적 질병이 올 정도로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

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상황을 더욱 잘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장지희, 2010).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똑같은 스트레

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으며 스트레스가 개인에

게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가 인간의 신체, 사회, 심리·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달리 스트

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대처하는가와 관계된 대처행

동에 의해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이 중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and &

Weisz, 1988; Lazarus & Folkman, 1984). 즉, 스트레스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처에 실패하게 되면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을 보이

게 된다는 의미이다(이보람, 박혜준, 2012).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결과에는

스트레스 정도 뿐 아니라 개인의 대처 역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련 이

론에서 대처는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해왔다(Tobin et al,. 1989).

대처란 개인의 자원에 부담이 되거나 이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 내적, 외적 요

구를 처리하기 위한 끊임없이 변화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된다(Lazarus &

Folkman, 1984). 아동 또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처방식을 사

용하고 있으나 성인과 달리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등 모든 면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

기 때문에(임조은, 김선희. 2013)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성인과 구별 되어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대인 관계적, 인지적, 환경적 변화 및 스트레스의 증

가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처의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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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강조되는 발달단계라고 할 수 있다(최정아, 2009).

국내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대한 연구(민하영, 유안진, 1998; 정원주,

윤종희; 1997)들이 진행되면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스트레스에 대해 보이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박진아. 2001) 이에 따라 적극적 대처행

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4가지 하위유

형으로 구분하여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주목하였으며 하위영역에 대한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적극적 대처행동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행동적 반응으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문제에 의해 발생된 부정적 감정을 완

화·조절하거나 또는 문제를 유보·수정하고 문제해결을 거부함으로써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인지 행동적 반응으로 보았다. 그리고 공격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상황에

서 심리적·신체적·언어적 공격을 하기 위한 행동적 반응으로,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

동은 문제해결이나 정서적 위안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 중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긍정적

대처행동으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은 부정적 대처행동으로 분류

한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로 구분하였고, 적

극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대처와 같은 긍정적 방안은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

는 악영향을 조절하지만 회피적 대처와 같은 부정적 방안은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서 서로 촉진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처는 개인적 자원과 환경적 자원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적 자원은 자기효

능감과 낙관주의 또는 일관성과 같은 성향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환경적 자

원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지각된 지지를 의미한다(Holahan et al,. 1997). 대처 전

략의 심리적 자원에 해당되는 자기효능감은 대처 전략의 선택과 얼마나 지속적인 노

력을 할 것인가에 영향을 준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

하고 문제 중심적 대처를 하는 반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군은 정서 중심적 대처를

하는 경향이 있다(임조은, 김선희. 2013). 문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원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반면, 정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지각에 수반되는 정서를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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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신영희(1993)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제 중심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며, 문제 중심적 대처가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부적

응이 낮다고 보았다. 또한 효능감이 조절변인과 중개변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에 의한 경험보다 자기효능감에 의

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문제 지향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서

상태를 조절하는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임조은,

김선희. 2013). 문제 지향적 대처는 긍정적 대처행동의 하나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결

과로 대상자는 만족감을 느끼고, 이는 삶의 질의 향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민하영,

유안진. 1998). 이처럼 스트레스의 경험 유무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이 삶의

질에 더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바 있어, 모야모야 환아의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어떠한 대처행동을 보이는지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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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질이란 인간의 삶의 정도와 가치를 다루는 것으로 그 속성을 정확히 규명하거

나 측정하기 쉽지 않다.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1995)에서는 개

인의 목표, 기대, 표준, 관심과 관련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가치체계와 문화의 내용에

서 삶의 위치를 개별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며, 개별적 환경의 신체적 건강, 심리적 상

태, 독립적인 수준, 사회적 관계, 개인적인 신념과 관계에 의하여 복잡하게 영향을 받

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또한 개인을 둘러싼 객관적 요소에 대해 자신의 인

지적·정서적 틀로 평가하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행복감(김현준, 2007)이며, 삶을 이루

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모든 영역을 포함

하는 다차원적인 특징을 가진 개념이다(Waters et al., 2005).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척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 환자에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치료 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

지고 있다(김성은 외, 2006). 일반적인 접근에서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인이 아닌 아동이나 청소년의 건강관련 삶의 질 또한 주목 받기 시작하

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아동은 언어능력과 인지기능의 부족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답

을 할 수 없다고 여겨져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주 양육자나 교사가 대신 응답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삶의 질이란 주관적

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보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Compton, 2005; 이보람, 박혜준. 2012).

만성 질환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뿐 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다. 정서적으로도 불안이나 우울을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 신

체상, 부정적 자아개념,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등 심리사회적 건강에도 어려움을 갖는

다(김정화, 2000). 특히, 아동에게 있어 이러한 질환들은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심리적으

로 자신감 저하나 또래관계 문제와 같은 심리사회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질병으로 신체적 불편감이 만성화되고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일상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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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고 신체적, 정서적 불편감이 초래되어 자기수용과 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자존감

이 낮아지며 질적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Holmes, 1985; 전정자 외, 2000).

반면, 건강상의 문제가 아동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

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Spieth & Harris, 1996; 이보람 외, 2013). 만성적인 질병이

있더라도 자신의 질병에 대해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아

간다면 심리사회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Albrecht &

Devlieger, 1998; 이보람 외, 2013). 만성 질환을 가진 아동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질병에 대한 태도가 더욱 긍정적이며 질병을 잘 통제할 수 있

게 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Lee, Hamiwka, Sherman, & Wirrell, 2008). 결

국 질병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건강을 인식하는 방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na, Raty, Larsson, Soderfeldt & Wilde, 2005).

Bandura(1997)는 생리적, 심리적, 관계적, 환경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이것들은

건강과 삶의 질에 관련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

원, 의사에 대한 신뢰, 의료복지를 위한 사회적 체제가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증진시키

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타인에게서 관심과 애정을 받아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구본용, 이명선, 조은경, 1994; 우진희,

2007).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아 증상이 호전된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필요한 사회적 지원의 결여로 건강회복이 더디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도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 친구 등의 사회적 지원 속에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

나 평가 받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은 삶

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6). 또한 자기효능감은 특정 결

과를 야기하는 행동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Bandura,

1977),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있을 때 아동들의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가 높고,

교사의 사회적 지원에 의해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다(박현미, 2007).

한편,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개념적

틀을 완성한 연구(Northouse, et al., 1999)에서는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자기효능감과

대처를 통한 그 적응적 결과로 삶의 질을 제시하였다. 스트레스 상황은 만성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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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질병에 노출될수록 개인의 대처

기전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져 증상의 악화 및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Han,

2003; 손연정, 박영례, 2005). Northouse 등(1999)의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 질병에 대한 통제능력인 자기효능감과 질병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하

는 대처전략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련 삶의 질 연구에서 아동이 직접 보고한 연구들에

는 뇌전증(Kim, 2006), 만성 복막투석(Shin, Cho, Jang, Cheong, Choi, & Ha, 2008),

알레르기성 질환(Kim, Park, Hong, Kim, Park, Kim, & Song, 2001)과 같이 특정 질

병을 가진 아동의 삶의 질을 보고한 것이 있다. 이런 만성 질환은 신체적 상태는 물

론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건강관

련 삶의 질은 가족, 사회 측면뿐 만 아니라 개인 내적인 요인들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개념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질병 특이적 접근은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다 자세히 평가할 수 있고,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중요하게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보람, 박혜준, 2012).

이처럼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들은 치료에 따른 지속적인 증상 경험과 예측할 수 없는

질병과정, 증상 재발에 대한 두려움 등 이로 인한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이윤진, 2006). 또한 전통적으로 아동의 자가 보고에 대하여 신뢰나

수용을 꺼려 온데 반해 최근 연구에서는 아동으로부터 직접 얻어지는 자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고 아동 스스로가 최상의 정보자원으로써(신희건, 유일영, 오의

금, 2010), 직접 보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추세이다. 아동의 삶의 질을 부모가 이해한

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부정확함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 삶의 질이란 주관적 개념의 개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

운 점이 있으며 특히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기에서는 성인과 다르게 발달 수준에

맞는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신희건, 유일영, 오의금,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아동들의 삶의 질에 대하여 아동 스

스로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고찰하고,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와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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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본 연구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시한 Northouse 등(1999)의 모델을 근거로 연구 변수간의

관계의 틀을 설정하였다. 이 모델은 스트레스, 인지적 평가, 대처방식 및 적응 개념을

강조하여,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대처방식을 통하여 적응적 결과를

나타낸다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대처 이론의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Simplified model of stress and coping

Lazarus 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환경사건이나 개인의 반응으로 정의한 것

이 아니라, 인지를 강조하는 상호작용적 관점을 주장하였다. 즉, 스트레스를 개인이

얼마나 위협적이거나, 해로운 것으로 지각하고 그러한 도전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대

처할 수 있는가 하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평가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처자원으

로 건강과 에너지, 긍정적 신념, 문제 해결 기술과 같은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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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환경적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통제감 및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대처전략을 향상시키며,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연구들이 보고한 바 있으며 민하영과 유안진(1998)은 대처 행동에 대한 결과로 대상

자는 만족감을 느끼고, 이는 삶의 질의 향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Chwalisz,

Altmaier와 Russell(1992)은 자기효능감과 대처방식을 매개변인으로 보고, 정신적 고

갈에 미치는 과정을 조사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려는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정서 상태를

조절하는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개념적 틀을 근거로 모야모야 환아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과 자기효능감, 대처 방식을 선행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그 적응적 결과

로 삶의 질에 주목함으로써, 이 변인들과 삶의 질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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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을 확인하

고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Y 대학 병원에서 모야모야 질환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이후 경과 관찰 중으로 소아신경외과 외래를 방문하는 만 8-18세

의 환아 중 아래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1) 전문의로부터 모야모야 질환을 진단 후에 수술 치료를 받고 경과 관찰 중인 자

(2) 본인이 모야모야 질환을 진단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

(3)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환아 중, 부모동의

가 합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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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수 산출 근거

G*power analysis 3.1 프로그램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0.35, 검정력 0.8, 관련 변인수 3로 하여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요구되는 표본

크기는 최소 36명에서 최대 77명이었다. 본 연구는 총 60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 분

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을 묻는 12문항으로 구조적 질문지를 이용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나이, 학교성적, 경제상태, 가족유형, 친구관계, 교사 지

지 정도와 질병 특성으로 수술 시기, 수술 후 경과시간, 증상 유무, 약물복용 유무, 스

트레스 유무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Schwalzer와 Jerusalem (1993)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Lee, Schwarzer와 Jerusalem(1994)이 수정·번역한 한국판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

(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

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내적일

관성 신뢰도 Cronbach's ɑ = .75였으며, 2011년 전미숙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ɑ =

.91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ɑ = .8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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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긍정적 대처

아동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민하영, 유안진(1998)이 개

발한 척도를 박진아(2001)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이 검사의 하위 요인은 적극적 대

처행동, 소극적 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총

4개 요인이며 하위 영역별로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요인 중 적극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긍

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으로 보아, 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대체로 그렇다(3)’, ‘항상 그렇다(4)’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긍정적 대처행동의 방

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2001년 박진아의 연구에서 하위요인 별

Cronbach’s ɑ는 적극적 대처행동 .87,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78이었다. 본 연구

에서는 적극적 대처 행동 .84,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행동 .62로, 전체 Cronbach’s ɑ

= .80이었다.

4) 삶의 질

본 연구는 아동을 위한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PedsQLTM4.0 Genetic core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아동의 인지기능에 맞도록 개발된 도구로서,

Varini(1998)에 의해 개발되었고, 최은석(2004)에 의해 검증되었다. 하위 영역으로는

신체적 기능(8문항), 정서적 기능(5문항), 사회적 기능 (5문항), 학업 기능 (5문항)을

포함하여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 8세에서 12세를 위한 아동용과 만 13

세에서 만 18세를 위한 청소년 용 각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이 두 종류는 모두

문항 내용이 동일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없다(0점), 거의 없다(1

점), 가끔 있다(2점), 자주 있다(3점), 항상 있다(4점)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0점

을 100, 1점을 75, 2점을 50, 3점을 25, 4점을 0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숫자가 클



- 21 -

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은석(2004)의 연구에서 아동 보고용 도구의 전체

문항 신뢰도 Cronbach’s ɑ는 .93 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ɑ = .93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고려

연구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며, 설문지는 연구목적 이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는 내

용으로 구성하였고,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설문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고,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

하였다.

2) 자료수집과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Y 대학병원 S 병원 내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승인번호 : 4-2015-0539)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7월 3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서울시 소재 Y 대학병원 소아신경외과 외

래를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통해 선정 기준을 확인하고, 면담에 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소유한 자 중 본 연구에 본인 및 법적 보호자의 자필 동의

한 경우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할 환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인 외래 면담실에서 환아 및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추가 질문이 없는지 확인

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통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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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을 조사 하였고,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

분 정도이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일반적 특성과 질병 특성,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 수준은 서술통계 방법인 실수와 백분율, 표준편차, 평균으로 확인하였다.

2)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일반적 특성과 질병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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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모야모야 환아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총 60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1.80(±3.76)세로 이 중 여자 42명(70%), 남자 18명(30%)으로 여자가 더

많았고, 모두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학교성적은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9명

(48.3.%)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상태도 ‘중’이 47명(78.3%)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

았다. 응답자 중 50명(83.3%)이 핵가족의 형태였으며, 친구와의 관계는 “좋음”이 42명

(7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교사 지지에서는 50명(83.3%)이 “좋음”으로 답하였

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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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0)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 별 남 18 30.0

여 42 70.0

나 이 6-12세 35 58.3 11.80(±3.76)

13-18세 25 41.7

학교성적 상 16 26.7

중 29 48.3

하 15 25.0

경제상태 상 6 10.0

중 47 78.3

하 7 11.7

가족유형 확대가족 7 11.7

핵가족 50 83.3

기타 3 5.0

친구관계 좋음 42 70.0

보통이하 18 30.0

교사지지 좋음 50 83.3

보통이하 10 16.7

<표1> 모야모야 환아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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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0)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수술 후 증상경험* 무 16 26.7

유 44 73.3

두통 27 38.6

어지러움 13 18.6

경련 2 2.9

일시적 마비 19 27.1

지속적 마비 3 4.3

기타 6 8.6

약물복용 무 39 65.0

유 21 35.0

수술 후 경과시간

(개월)

30.03(±29.08)‡

다음은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으로 대상자의 수술 후 평균 개월수는 30.03(±29.08)

이었다. 최소 개월 수는 6개월, 최대 개월 수는 132개월이었다. 수술 후 현재까지 증

상이 있다고 대답한 자는 44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73%를 차지하였고 이 중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두통이 38.6%, 다음으로 일시적 마비 27.1%, 어지러움 18.6%

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증상으로는 저림이 4명, 불수의적 움직임 1명, 혀의 감각

이상 1명이 있었다. 대상자 중 39명(65%)이 약물 복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표 2>

<표 2> 모야모야 환아의 질병관련 특성

* 중복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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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0)

영 역(문항수) 평점평균(±표준편차) 총점평균(±표준편차)

자기효능감 (10) 3.00(±0.52) 30.03(±5.19)

긍정적 대처 (10) 2.91(±0.51) 29.15(±5.06)

적극적 대처 (5) 3.01(±0.58) 15.07(±2.89)

사회지지추구 대처 (5) 2.82(±0.59) 14.08(±2.96)

삶의 질 (23) 79.41(±16.88)

신체적 기능 (8) 3.15(±0.72) 78.70(±17.91)

정서적 기능 (5) 3.07(±0.93) 76.83(±23.31)

대인관계 기능 (5) 3.42(±0.80) 85.53(±20.05)

학업 기능 (5) 3.08(±0.72) 77.00(±17.93)

2.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최대 4점 중 평점평균 3.00(±0.52)으로 조사되

었다. 긍정적 대처는 최대 4점 중 평점평균 2.91(±0.51)로 하부항목은 적극적 대처

3.01(±0.58)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2.82(±0.59)보다 높게 나타났다. 삶의 질은 하부항

목별 최대 4점 중 신체적 기능 3.15(±0.72), 정서적 기능 3.07(±0.93), 대인관계 기능

3.42(±0.80), 학업 기능 3.08(±0.72)으로 대인관계 기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정서적

기능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삶의 질 전체 총점평균을 백으로 환산한 점수는

79.41(±16.88)이었다.<표 3>

<표 3>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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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야모야 환아의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의 차이

모야모야 환아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학교성적(F=9.568, p<0.01), 친구관

계(t=2.850, p<0.01), 증상유무(t=-2.061, p<0.05)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성적이 ‘상’,‘중’인 경우가 ‘하’보다, 친구관계를 ‘좋음’에

답한 경우가 ‘보통 이하’보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관계(t=2.739, p<0.01)에 따라 긍정적 대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친구관계를 ‘좋음’에 답한 경우가 ‘보통 이하’에 답한 경우보다

더 긍정적 대처기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증상유무(t=-2.734,

p<0.01)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증상이 없는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

보다 삶의 질이 높게 측정되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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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0)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

특 성 구 분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성별 남 30.33(±4.83) .291(.772) 28.89(±3.86) -.260(.796) 77.05(±15.47) -.705(.484)

여 29.90(±5.39) 29.26(±5.54) 80.42(±17.53)

나이 6-12세 30.34(±5.83) .573(.569) 28.83(±5.84) -.620(.538) 79.08(±16.19) -.177(.860)

13-18세 29.60(±4.22) 29.60(±3.79) 79.87(±18.14)

학교성적 상 32.88a(±5.02) 9.568**(.000)

a,b>c†

29.88(±6.04) .244(.784) 84.38(±12.74) 2.244(.115)

중 30.62b(±3.61) 28.76(±4.47) 80.45(±15.51)

하 25.87c(±5.66) 29.13(±5.29) 72.10(±21.41)

친구관계 좋음 31.21(±5.21) 2.850**(.006) 30.26(±4.92) 2.739**(.008) 81.30(±16.21) 1.333(.188)

보통이하 27.28(±4.08) 26.56(±4.50) 75.00(±18.05)

교사지지 좋음 30.06(±5.19) .088(.930) 29.70(±5.21) 1.925(.059) 79.53(±16.60) .123(.902)

보통이하 29.90(±3.87) 26.40(±3.20) 78.81(±19.15)

<표 4> 모야모야 환아의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의 차이

†Scheffe 사후검정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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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0)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

특 성 구 분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증상유무 무 31.88(±3.54) -2.061*(.045) 30.00(±6.12) -.688(.499) 88.79(±9.91) -2.734**(.008)

유 29.36(±5.56) 28.84(±4.66) 76.00(±17.67)

약물복용 무 29.67(±5.13) .733(.468) 28.90(±4.91) .508(.615) 81.13(±16.48) -1.058(.297)

유 30.71(±5.36) 29.62(±5.43) 76.21(±17.56)

스트레스 무 30.48(±5.55) -.643(.523) 29.03(±5.58) .168(.867) 84.75(±16.48) -2.465(.017)

유 29.61(±4.88) 29.26(±4.62) 74.42(±15.93)

수술 후

경과시간

4년 이하 30.45(±4.61) .996(.339) 29.37(±5.06) .699(.487) 80.18(±15.60) .741(.462)

4년 초과 28.18(±7.22) 28.18(±5.21) 75.99(±22.32)

<표 4> 모야모야 환아의 특성에 따른 수술 후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의 차이 (계속)

†Scheffe 사후검정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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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0)

r(p) V1 V2

V1. 자기효능감

V2. 긍정적 대처 .613**(.000)

V2-1. 적극적 대처 .661**(.000)

V2-2. 사회지지추구 대처 .403**(.000)

V3. 삶의 질 .573**(.000) .210(.107)

V3-1. 신체 .367**(.004) .079(.551)

V3-2. 정서 .511**(.000) .202(.122)

V3-3. 대인관계 .603**(.000) .278*(.031)

V3-4. 학업 .558**(.000) .211(.105)

4. 모야모야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

<표 5> 모야모야 환아의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

*p < 0.05 / **p < 0.01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긍정적 대처(r=0.613, p<0.01)와 삶의 질(r=0.573,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긍정적 대처의 하부항목 중 적극적

대처(r=0.661, p<0.01)와 삶의 질 하부항목 중 대인관계(r=0.603, p<0.01)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처를 사용하고 삶의 질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대처와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질 하부항목 중 대인관계(r=0.278, p<0.05)와 정적 상관관계

인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대처를 사용할수록 대인관계 부문에서의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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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0)

변수 B SE β t p F R2
Adjusted

R2

상수 42.179 13.808 3.055 .003

9.379

(.000***)
.406 .362

증상유무 -8.250 4.034 -.218 -2.045 .046*

자기효능감 2.141 .444 .658 4.816 .000***

긍정적 대처 -.720 .446 -.216 -1.617 .112

5.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표6>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p < 0.05 / ***p < 0.001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삶의

질과 유의한 관계로 나타난 증상유무와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를 포함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 VIF, 상태지수,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바탕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692로 2에 근접하

여, 잔차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차

한계(Tolerance)와 VIF값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VIF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수술 후 삶의 질에 유의한 증상유무,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를 포함한

회귀모형을 구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대상자의 수술 후 삶의 질 회귀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9.379, p<0.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은

0.406(수정된 R2=0.362)로 설명력은 40.6%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수술 후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β=0.658, p<0.001)과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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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β=-0.218, p=0.046)로 보고되었다. 다중회귀분석 모형 모델을 이용한 회귀방정식

은 다음과 같이 구축되었다.

삶의 질(Yi) = 42.179 + 2.141 * 자기효능감 + (-8.250) * 증상유무

즉, 자기효능감이 1점 증가할수록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삶의 질은 2.14점 증가

하고, 증상이 없는 그룹에 비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가 삶의 질이 8.25점 낮게 보고되

었다.



- 33 -

Ⅵ. 논 의

본 연구는 모야모야 질환을 진단 받은 아동이 수술 후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하고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파악,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결과

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야모야 질환을 가진 아동의 수술 후 삶의 질은 학령기 일반 또래 집단에

비해서는 낮지만, 뇌종양, 뇌지주막낭종 등을 포함한 신경외과 질환을 가진 학령기 아

동의 삶의 질 점수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 백점 환산

점수는 79.14(±16.88)로, 학령기 일반 또래 집단의 삶의 질에 대한 최부열(2010)의 연

구에서는 85.28(±10.92)이었고, 신경외과적 질환을 가진 아동의 삶의 질 연구(안보영

외, 2010)에서는 75.09(±18.63)로 보고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가 보다 넓은 범위의

신경외과 질환 환자군보다 모야모야 단일 질환 환자군의 중증도 및 뇌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양호한 질환 특성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질환의 적극적인 치료 기

간이 아닌 수술 후 평균 30개월의 시간경과 후 외래 추적 기간 동안 측정된 결과라는

점도 기인 할 수 있겠다.

특히 삶의 질 하부항목 중 대인관계 기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는데, 이

는 국내 일반 아동의 삶의 질 선행연구(최부열 외, 2010)와 국외 만성 심장 질환 환아

의 삶의 질 연구(Andrea et al.,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일반 아동과 만성질

환 아동 모두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원이 이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사회적 자원이 건강의 증진과 유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또래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영역이다(안보영 외, 2010).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친구관계 변수가 자기효

능감과 긍정적 대처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로 나타난 결과와도 부합한다. 또래관계의

질과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김주연, 2009)에서도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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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외로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삶의 질에 있어서 또래관계는 중

요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야모야 아동의 삶의 질 중 정서기능에 있어서 가

장 낮은 점수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일반아동 집단과는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신경외과

질환 환아 집단의 보고에서는 학업기능의 점수가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이는 신경외

과적 질환이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문제로 지능수준 및 학습능력, 기억능력, 주

의력과 운동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안보영 외, 2010) 모야모야 질환은 비교적

인지기능의 장애 정도가 경미하여 일반 아동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모야모야 환아의 삶의 질에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

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인 자기효능

감이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정도를 결정하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간 요인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변인이라고 주장한 연구결과(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6)를

뒷받침한다. 자기효능감은 신체의 건강 유지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와 사회 문화적인

면까지 포괄하는 삶의 질 향상의 시각에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임미

향, 2011)과 부합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의 높

은 상관과 영향력을 보고한 바 있는 선행연구(송의열, 1996)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자

기효능감과 긍정적 대처 행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긍정적 대처는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하부항목 중 대

인관계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대처방식에 따른 삶

의 질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던 여러 연구들과 달랐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가 모야모야

질환의 증상을 73.3%에서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삶의 질과 대

처에 대한 분석연구는 대부분 성인 위주로 조사되어왔으며, 최근 아동의 스트레스 대

처 행동 도구가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대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아동의

대처행동 범주는 성인의 대처행동 범주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고 지적되어 왔고

(Causey & Dubow, 1992), 성인관련 대처행동 범주로 아동의 대처행동 가운데 40%

정도를 범주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Band & Weize, 1988), 성인이 사용하는 일

차원적 분류의 대처 행동으로는 아동의 대처행동 경향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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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박진아, 2001). 국내에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

과한 실정이며 선행연구들의 결과 또한 성별 혹은 연령에 따라 상반된 내용을 보고하

고 있어(박진아, 2001) 질병을 가진 아동의 대처행동 대한 정확한 도구 개발이 요구되

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대처 행동만을 측정함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삶

의 질의 정적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대처는 삶의 질의 대인관계 기능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전체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함을 나타냈다.

넷째,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자기효능감

과 증상유무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증상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

우,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질병을 가진 아동의 삶의 질은

병의 치료결과와 이에 따른 증상완화가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들이 경험하는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일시적 마비, 어지러움 등이 대부분을 차

지하였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강도 및 빈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감을 초래

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모야모야병을 진단 받은

아동들이 수술 후에도 경험하는 증상에 대해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증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 청소년기로 성장할수록 지식뿐 만 아니

라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위 자체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모야모야 환아의 주

변 환경인 가족, 친구, 학교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과의 지지체계가 조성되어 증상 발

현 시,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 복용 혹은 휴식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

고, 응급 상황 시에는 즉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질병의 악화를 예방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3차 단일 의료기관에서 진단, 수술을 받고 외래를 방문

한 모야모야 환아만을 대상으로 하여 편의추출 하였다. 자가 보고식 설문작성으로 인

해 외래 방문이 가능한 환아, 인지기능에 장애가 없는 환아 위주로 조사되었을 가능

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모야모야 아동의 자가 보고식 삶의 질을 다룬 국내 연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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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첫 시도임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모야모야

환아의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의 관련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증상관리와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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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 및 질병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와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들

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방

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시행되었고 연구대상은 Y 대학 병원 외래를 방문

하는 8-18세 모야모야 환아 중 수술적 처치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5년 7월 3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실시하여 총 60부

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증,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일반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을 조사하였고, 삶의 질 측정을 위해 Varini(1998)

의 PedsQLTM4.0 Genetic core scale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Schwalzer와 Jerusalem(1993)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Lee, Schwarzer와

Jerusalem(1994)이 수정·번역한 한국판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긍정

적 대처는 민하영, 유안진(1998)이 개발한 척도를 박진아(2001)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야모야 환아의 삶의 질은 백으로 환산하여 79.41(±16.88)

로 나타났고, 영역별로는 최대 4점으로 신체적 기능, 3.15(±0.72), 정서적 기능

3.07(±0.93), 대인관계 기능 3.42(±0.80), 학업 기능 3.08(±0.72)으로 대인관계 기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정서적 기능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들의 자기효능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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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점에서 3.00(±0.52)으로 보고되었다. 긍정적 대처의 총점평균은 29.15(±5.06)이

며, 각 영역별 최대 4점 중 적극적 대처 3.01(±0.58)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2.82(±0.5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자기효능감은 긍정적

대처(r=0.613, p<0.01)와 삶의 질(r=0.573,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대처의 하부항목 중 적극적 대처(r=0.661, p<0.01)와 삶의 질

하부항목 중 대인관계(r=0.603, p<0.01)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처를 사용하고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대처

와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질 하부항목

중 대인관계(r=0.278, p<0.05)와 정적 상관관계 인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대처를 사용

할수록 대인관계 부문에서의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모야모야 환아의 수술

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β=0.658, p<0.001)과 증상유무(β

=-0.218, p=0.046)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 의해 40.6%의 설명력을

가진다.

본 연구는 모야모야 환아의 자기효능감, 긍정적 대처, 삶의 질의 관련성을 파악하

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첫 연구로서, 자기효능감과 긍정

적 대처, 그리고 삶의 질이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긍정적 대처 기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고안하고, 특히 증상유무가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이해함으로써 모야모야 환아의 치료계획에 있어 증상 완화와 관련된 간호중재 방안들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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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간호연구의 측면에서 다음의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아동은 발달단계에 따라 삶에 대한 인지가 다르므로, 자아성장에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모야모야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질병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자기관

리(self management)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2. 모야모야병을 진단 받은 아동과 돌봄자(primary caregiver)를 포함한 이들 삶의

질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 한다.

3. 모야모야 환아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 연구를 제언한다.

4. 질환을 가진 아동의 대처행동 범주에 대한 평가 지표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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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 7, 9

2, 4, 6, 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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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among the self-efficacy, positive coping, 

and quality of life in children after moyamoya surgery.

Kim, Da Young

Child Health Nursing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lf-efficacy, coping, and quality of life(QOL) are important components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s for children after moyamoya surgery. This 

cross-sectional,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purposed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positive coping and QOL, and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QOL in children after moyamoya surgery. 

Subjects included 60 children aged 8-18 who were followed up after six 

month from moyamoya surgery and visited an outpatient clinic in Y 

university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31st, 2015 to February 

28th, 2016 using self-reports of Korean versions of: (1) general 

PedsQLTM4.0 genetic core scale by Varini(1998), (2) general self-efficacy 

scale translated by Lee, Schwarzer and Jerusalem(1994), and (3) coping 

scale developed by Min and You(1998). Data analysis was completed using 

descriptive sta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PSS 21.0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significance-level criterion for all statistical tests was alpha 

level of p =.05, two-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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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was 3.00(SD=0.52) out of 4 in self-efficacy and the 

mean score was 2.91(SD=0.51) out of 4 in positive coping. The mean 

score of QOL was 79.41(SD=16.88) out of 100, all four subcomponents 

marking above 75.

2. Self-efficacy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ositive coping (r=0.613, 

p<0.01) and QOL (r=0.573, p<0.001). There was a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between positive coping and social function of QOL(r=0.278, 

p<0.05).

3. Based on results of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the overall model 

explained 40.6% of the QOL variance in moyamoya children after 

surgery(F=9.379, p<0.001). Low self-efficacy (B=2.141, β=0.658, 

p<0.001) and experiencing current symptoms (B =-8.250, β=-0.218, 

p=0.046) wer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decrease in QOL. 

  The study findings confirmed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positive coping and QOL and identify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QOL in 

children after moyamoya surgery. This study provides fundamental 

information of QOL in children after moyamoya surgery regarding 

self-efficacy, positive coping and their clinical characteristics. Tailored 

nursing interventions empowering self-efficacy and symptom management 

are required for moyamoya children and their parents to improve QOL after 

surgery. 

Key words : Quality of life, moyamoya children, self-efficacy, positive cop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