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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감사의 글을 시작하며, 이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이 과정이 2016년 6월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

니다. 지난 3년여의 시간동안 제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

다. 아동 전문 간호사 자격도 얻었고, 저의 이름으로 발간될 이 학위논문도 얻었습

니다. 또 소중한 인연들을 맺게 되었고, 무엇보다 ‘또 다른 나’로 살고 있던 반쪽을

찾아 가정을 꾸리며, 앞으로 태어날 매우 소중한 우리의 결실 ‘벧엘’이도 품고 있

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것

들 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주신 모든 보석과도 같은 분들에게 지

면으로나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느림보 거북이 같은 제자,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허

우적대던 저를 끝까지 ‘할 수 있다. 별 일 아니다. 너를 내가 지지 하겠다.’ 며 저

의 손을 놓지 않고 이끌어 주신 김희순 교수님! 교수님의 끈질긴 제자사랑과 따스

함으로 제가 이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저의 논문 부심을 섬세히 해주신 김희정

교수님, 바쁜 병원 행정일과 환자 치료로도 정신이 없으실 텐데 부심요청을 흔쾌

히 허락해주신 이준수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님으로 굳건히 계

시며, 우리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려 애쓰신 이혜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매주 월, 화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함께했던 정겨운 이쁜 우리 9명 동기들과 아쉽

게도 중간에 헤어지게 되었지만 만날 때 마다 반가운 한번 동기는 영원한 동기

박민영.

특히 업무에 지쳐 시험 공부할 엄두를 못 내고 늘어져 있던 나를 늘 이끌어준,

우리 1등 조금식 선생님, 혜안과 따스함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김성연

선생님, ‘괜찮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언니처럼 내 옆에 늘 있으며 용기



준 주성이 엄마, 김다영 선생님!!! 그대들이 있어 이 힘든 과정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건너올 수 있었어요.

24시간 끊임없이 돌아가는 업무 중 나의 학업을 위해 근무 스케쥴 조절을 흔쾌

히 허락해주시고, 지지해주신 37병동 강은경 파트장님과 37병동의 어린이환자 지

킴이 천사들!!! 모두 감사합니다.

공부와 일의 병행이 힘듦을 모두 이해한다며 지지해주시고 수시로 반찬도 많이

만들어주신 시어머니와 작은 선물들을 불쑥불쑥 내밀며 응원해준 아가씨! 감사합

니다.

500% 신뢰하며 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늘 아낌없이 지지하고 지원하려 해주신

지독한 자식사랑! 가장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안윤회, 나의 어머니 정은희!! 아직

어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든든한 장남으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영원한 귀여

운 내 동생 안태환!! 그대들이 있어서 내가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

고 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진학 무렵 만남을 시작하게 된 ‘또 다른 나’. 나의 반쪽 임구

빈! 우리 그동안 정말 많은 기쁨, 슬픔, 아픔, 또 행복... 등등의 일들이 있었는데

묵묵히, 또 든든히 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곳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사

랑해요. 캄캄한 밤,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우리 서로의 등불이 되어 주기로 하며,

며칠 후에 만나게 될 우리 벧엘이와 함께 앞으로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요. 고

맙습니다.

끝으로 이 논문의 대상자들, 낯선 이의 서툰 접근과 불쑥 내민 설문지를 흔쾌히

받아 내어주던 ‘뇌전증 첫 진단을 받은 환아 어머니’ 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당신들의 천사가 뇌전증 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하겠습니다. 또 저도 그 임상을 벗어나지 않고 당신들을 지지하기 위해 열심히 달

리고, 또 간호하겠습니다.

글로는 다 담지 못했던 저 안미선을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배려해주신 모

든 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 어느 6월

안 미 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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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뇌전증 첫 진단을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

본 연구는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

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설계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연구 기간은 2016년 4월 7일에서 6월 4일까지 이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1개 대학병원에서 소아신경과 전문의에게 뇌전증을 진단

받은 지 6개월 이하의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였으며 총 67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목적과 변수의 특성에 따

라 분석하였고,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피어슨 상관관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뇌전증 환아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평균 33세였으며,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

상이 58명(86.6%)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51명(76.1%)이었다. 직

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9명(58.2%) 이었고, 가족의 월수입의 경우

201-300만원이 31명(46.2%)이었으며, 뇌전증 아동에게 드는 월평균 의료비용

의 경우 평균 75만원이었다.

2. 뇌전증 아동의 연령은 평균 생후 5개월이었으며,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연령은 평균 생후 4개월 이었다. 경련 빈도가 매일 수회 이상인 경우는 49명

(73.1%)이었다. MRI상 비정상적 병변이 관찰되는 경우는 45명(68%)이었으

며, 뇌전증 외에 선천성 기형을 동반하고 태어난 경우는 58명(86.6%)이었다.

3. 뇌전증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은 최종학력(t=2.141, p=.021), 가족의 월수입

(t=-2.92, p=.00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 월수

입(t=-3.22, p=.002)과, 월평균 의료비용(t=2.51, p=.013)과 통계적으로 유의했

고, 대처는 종교의 유무(t=-2.40, p=.017)와 월평균 의료비용(t=2.51, p=.01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뇌전증 환아의 불확실성은 환아의 경련 빈도(t=6.18, p=.001), 입원 경험

(t=2.91, p=.004), MRI상 비정상적인 병변 여부(t=2.56, p=.011)와 선천성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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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반유무(t=6.13, 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처는 경련의

빈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2, p=.014).

5. 뇌전증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았고(r=-.530/

p< .01), 대처정도도 낮았으며(r=-. 658/ p< .05)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처가 높았다(r= . 453/ p< .05).

6. 뇌전증 환아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r=-.414/ p<.05)와 대처

(r=-.476/ p<.05)는 낮았다. 월수입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낮았으며(r=-.537/

p<.001), 사회적 지지(r=.443/ p<.05)와 대처는(r=.439/ p<.05)높았다.

월평균 의료비 지출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은 높았으며(r=.441/ p<.05), 대처

는 낮았다(r=-.418/ p<.05).

뇌전증 환아의 연령(r=.-434/ p<.05),과 진단 받은 연령(r=-.501/ p<.05)이

어릴수록 불확실성이 높았다

이와 같이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불확실성을 낮추려면 사회적 지지와 대처가

높아야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대처 능력을 높이는 간호중재가 요구된다

고 생각한다.

주요어 : 뇌전증, 뇌전증 첫 진단을 받은 환아 어머니,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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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뇌전증은 뇌의 비정상적인 과 흥분이나 과 동기화로 인하여, 발작이 반

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신경질환이다(Fisher et al., 2005). 뇌전증은 하나

의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서로 다른 임상적 특성과 발생 기전

및 예후를 가지고 있는 비 균질적인 질병 군으로, 갑작스럽고 무질서한 뇌

세포의 이상 흥분 상태를 공통적인 특징으로 한다. 진단은 급성 원인 없이

발생하는 비유발성 뇌전증 발작(epileptic seizures)이 2회 이상 재발할 때

진단을 내리며, 뇌파 검사 및 뇌영상 검사가 원인 및 뇌전증 증후군을 구

분하고 다른 질환과 감별하는 데 이용된다 (대한 뇌전증 학회, 2012).

뇌전증은 전 세계적으로 약 6,500만 명이 앓고 있는 비교적 흔한 만성

질환으로(WHO, 2004) 국내 전체 유병 환자수는 2012년 기준으로 192,254

명으로,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4.0명으로 추정되며 남성(4.5명)이 여성

(3.5명)보다 유병률이 높고,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소아와 70세 이상 고령

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또 새로이 진단된 뇌전증 환자의 비율은 5

세 미만 소아와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높아 전체 환자의 약 50%에 이상에

이르는 것을 보아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의 경우 아동기에 시작하여 성인기

로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아동의 뇌 발달이 빠르고, 성인

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상 받기 쉬운 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흥승

봉, 주은연, 2006).

뇌전증 환자의 약 20~30% 정도는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약제 불응

성 난치성 뇌전증에 해당되지만, 약 70~80% 정도에서는 약물 치료로 5년

내에 장기간 완해에 도달하고, 최소 치료 기간은 약 2년 정도이다(대한 뇌

전증 학회, 2012).

만성질환은 점진적이고 치명적인 또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에도 불

구하고 비교적 정상적인 수명을 가지며 오랜 과정을 거치는 질병으로 장기

간의 관리를 요한다.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성인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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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서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수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

다(권미경, 방경숙 외, 2010). 자녀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때 부모들은 아

동의 생존 및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 두려움, 죽음에 대한 위협 등 심리

적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장기적인 질병 치료과정 및 예후와 관련된

질병자체가 갖는 불확실성과 투병과정을 통해 변화된 환아의 성격 및 행동

등 아동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급증하게 된다(박은숙, 1996; 박은숙 &

Martinson, 1998).

불확실성은 질병의 치료과정, 경과 및 관련된 상황적 자극에 대해 정확

하게 알지 못하거나 모호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Mishel, 1988). 또

사건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사건에 대해 명확한

가치를 정할 수 없을 때 생기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부정확한 설명과 불명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와 질병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

보 부족 등이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방해하

게 한다(Mishel & Branden, 1988). 자녀가 질환을 진단받거나 또는 입원을

하게 되면 어머니는 부모 역할에의 죄책감과 낯선 병원 환경 또는 불확실

한 미래 및 자녀가 당하는 고통, 가정에 대한 책임감 등과 관련된 심한 심

리적인 고통을 느끼며, 특히 환아의 일차 양육자인 어머니는 환아 곁에서

환아와 함께 치료의 전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환아에게 이루어지는 검사

및 처치의 경험을 통하여 우울, 불안 및 좌절감 및 불확실성을 겪게 되고,

이러한 어머니의 정서는 환아 에게도 직접 전달되어 회복이나 정서 안정

및 아동의 성장 발달 측면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유

경희, 2013; 구현영, 2002; 오진아, 1997; 박인숙, 2003; Wolfer &

Visintainer, 1975). 특히, 아동기 뇌전증은 그 특성상 뚜렷한 원인을 밝히

지 못한 채 치료를 지속해야 하고, 경련이 일어나는 시기를 알 수 없으며

언제까지 치료를 지속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전증 아동의

어머니는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된다(김보영, 2002).

Mishel과 Branden(1988)의 연구를 보면 질병의 불확실성 이론에서 사회

적 지지는 사건의 복잡성을 감소시켜 직접적으로 또는 증상 패턴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불확실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이론을 검증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만성질환아 가

족의 스트레스나 부담이 되는 상황을 완화시키고 환아를 돌보는 가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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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높이는 유용한 간호중재 방안이라고 보고된다(유은정, 2002; 강정

희, 2004, Zarit, todd & Zarit, 1986).

조인숙(2002)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처를 증진시킨

다고 하였고, Sammarco(2001)는 사회적 지지와 불확실성이 역상관 관계에

있다고 하였으며, 강정희(2004)는 사회적 지지가 돌봄이의 부담감을 낮춰주

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였고, 사회적 지지 중재가 뇌전증 아동 어머니

의 대처와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지

연, 2007).

부모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전략으로서의 대처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심리적, 사회적, 물질적 자원을 획득하는 행동적 반응을 의미한다

고 한다(성미혜 외, 2003).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어머니가 경험하

는 어려움 중 하나가 자녀의 질병 상태와 예후에의 불확실성으로, 아동의

질병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질환의 예후를 예측할 수 없는 경

우에 대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ostolo & Megan Catherine,

2011).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대처 능력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상황으

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McCubbin, Cauble, & Patterson, 1982). 즉, 뇌전증 이라는 만성질환을 앓

고 있는 환아의 어머니가 뇌전증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기 위

하여 어머니의 긍정적인 요소인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뇌전증 환아와 가족

에게까지 만성질환의 치료적 과정에서 경험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

의 상황을 촉진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보영(2002)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뇌전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서 처음 6개월 이내에 진단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 정보 부족

을 많이 느끼며 이후 그 수준이 완화 되었다가 치료기간이 장기간 경과 하

면서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완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등이 다시 높아진다

고 하였다.

국내에서 뇌전증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 캠프 등

의 다양한 중재(김명애 등, 2003; 김지연, 2007; 조성민 등, 2009)가 있어

왔으나, 이것은 대부분은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아 온 아동의 부모를 대상

으로 한 것이었으며 뇌전증을 새로이 진단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확

실성과 사회적 지지 및 대처에 관한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었다. 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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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식부족과 치료과정 및 예후의 예측불가능으로 인해 환아의 어머니

는 아동의 질병 및 입원과 관련하여 불확실하게 인지하게 되며 그에 따라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는 아동에게도 정서적으로 불안, 공포 등을

야기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진아, 1997).

새로이 경험하는 뇌전증 이라는 질환을 치료, 관리함에 있어 아동의 일

차양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아동의 주 간호제공자인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하여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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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상관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

처의 정도를 확인한다.

2)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

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차이를 분석한다.

3)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

처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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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뇌전증을 처음 진단받은 환아

뇌전증을 진단 받은 환아란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비유

발성 뇌전증 발작(unprovoked epileptic seizure)이 시작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질환(홍승봉, 주은연, 2006)을 진단 받은

환아를 말하며,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는 본 연구에서는 소아신경

과 전문의에 의하여 뇌전증 진단 후 치료중인 진단받은 지 6개월 이하의

아동을 의미한다.

2)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질병 관련 사건이나 사물에 정확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또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그 사건의 의미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

고 느끼는 지각(Mishel & Branden, 1988)으로, 본 연구에서는

Mishel(1983)이 개발한 부모의 불확실성 인지 측정도구(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Scale : PPUS)를 오진아(1996)가 수정한 도구의

총점을 의미하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및 기타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대응행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보호적 완충 효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Garrigan & Murphy,

1995).

본 연구에서는 Zimet 등(1988)이 개발하고, 김정희(2008)가 번안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의 총점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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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처

어떤 상황의 요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적응능력을 초과하여 자신의 안녕

을 위협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들이는 노력으로, 스트레스에 적

응하는 전략을 말한다(전세경, 1988).

본 연구에서는 McCubbin과 Patterson(1983)이 개발한 대처 행동 양식

(Coping Health Inventory for Parents)을 성미혜(2003)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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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사건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로, 사건에

대해 명확한 가치를 정할 수 없을 때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Mishel and Braden, 1988). 즉, 질병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설명, 불명확한 진단, 치료 및 질병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자신의 질병, 치료 및 입원이라는 사건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을 형

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Mishel, 1988).

Mishel(1983)은 질병을 경험하는 개인은 4가지 형태의 불확실성 즉, 질

병상태에 대한 애매 모호성, 명확성 결여, 진단과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정

보부족, 질병과 예후의 경과에 대한 예측불가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Mishel(1983)에 의하면 애매 모호성은 발생한 사건의 원인과 효과를 제

대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써, 자극이 모호하다고 판단될 때 나타난다. 명

확성 결여는 친숙하지 않은 의학용어의 사용 등으로 인한 불완전한 설명과

부모의 경험부족, 지적인 능력부족 등으로 인한 이해 부족의 결과로 나타

난다. 정보부족은 불확실한 진단과 질병과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정보

가 공유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경험하게 된다. 예측불가능은

잦은 재발과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예후로 인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만성 질환아의 부모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원인과 치료효과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되며, 의학적 진단 및 치료과정, 아동의 신체변화, 불명료한 의학용어, 부정

적인 치료결과, 아동의 새로운 발달요구 등을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인지

하게 되어 자신의 대처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아동의 건강상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동을 과보호하거나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오히려 심리적인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박은숙, 1996; Cohen,

1995).

이와 같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부모들의 불확실성은 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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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념의 이해와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방해함

으로 환아의 만성질환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만성질환아 간호

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불확실성을 기회로 인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지

지, 질병의 심각성, 의료인에 대한 신뢰, 환자의 연령 및 교육 정도 등이

있고,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인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환자

의 연령, 질병의 심각성, 교육 정도 등이 있다(유경희, 2001).

아동의 경련에 불안을 느끼는 어머니는 아동을 과잉보호 하거나 아동의

활동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동의 질병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나

타났다(De Vallis & De Vallis, 1988; 김명애 등, 2003).

이 같은 선행연구를 보면 뇌전증 아동의 어머니가 인지하는 불확실성은

어머니의 역할과 아동의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Oostrom et al, 2001; Mu, 2004). 따라서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불확

실성은 아동의 질병과 치료, 예후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

한 요인이며, 다른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B. 뇌전증 환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사회체재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상황에 노출된 개인을 정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방패나 완충 역할

을 함으로써 개인의 위기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는 속성이다(홍근

표, 1984). 또한 하부영역으로 분류하여 다른 사람이 개개인에게 심인적 차

원을 동원하고 정서적 부담을 극복하도록 돕는 정서적 지지, 돈을 주거나

일을 돕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도움의 기구적 지지, 문제점을 대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개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적 지지 등을 제공

함으로 개인의 적응 능력을 증진시키는 개체와 개체 사이 또는 개체와 집

단 사이의 애착이라는 지지체계간의 상호 협조로서 사회적 지지를 설명했

다. 사회적 지지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주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변인으로서 또는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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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연구되어 왔으며 1970년대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는 Friedlander &

Watkins(1985)에 의해 유사한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동료들이 함께 모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돕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정의 되었다. 사회

적 지지에 대한 여러 학자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종합해보면 상호 신뢰와

도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어떤 스트레스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정보와 심리적, 물질적 도움을 주어 위기에 대처하고 적응하도

록 촉진시키는 것이라는 결과에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Hoekstra-Weeber et al, 1999; 탁영란 등, 2003). 가까운 친

구, 친지 및 이웃을 통한 지지와 전문 의료인, 관련 질병 단체모임, 정부시

책 및 경제 단체 등을 통한 공적 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지를 통

하여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실제적인 도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그

리고 재정적인 도움 등의 요구가 충족되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시킴으로 안녕을 증진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

다(오가실, 1997).

정보적 요구와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며, 간호제공자의 스트레스 감

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Lancaster, 1998), 만성

질환아를 돌보는 가족 간호제공자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만성 질환아를 간호하는 가족 간호제공자를 대상

으로 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취학 전 장

애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

고, 대처를 증가시키고(조인숙, 2002), 장세영(2006)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뇌성마비 아동 가족의 부담감을 낮추고 가족 기능의 증진을 도모한다고 하

였다

특히 뇌전증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가족의 경험과 정보

및 지지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다른 뇌전증 아동 부모와 경험을 공유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즉 아이가 경련을 할 때 무엇을 해

야 하는지, 응급상황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경련과 항 경련제의 투약이 아

동의 발달과 행동에 미치는 잠재적인 효과에 대한 정보를 가장 원하고 있

었으며, 뇌전증 아동 부모의 1/3이 정보와 지지를 얻고 그들의 경험을 공

유하는 자원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Aytch, Hammond &

Whit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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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뇌전증 환아 어머니의 대처

대처 노력은 가족의 통합, 행동,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정의를 하는 대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 심리적 안정을 유지함으로써의 대처, 다른 장애아

를 가진 부모나 의료진과의 대화를 통한 의료적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대처

하는 것과 같은 세 가지의 대처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McCubbin &

Patterson, 1983).

만성질환에서 질병에 대한 대처는 중요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처

를 하는 환자들은 경련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Oosterhuis,

1999). 뇌전증 환자의 대처 방식이 긍정적일수록 뇌전증에 대한 적응을 잘

한다는 연구도 있다(은헌정 등, 2004; 정은남, 2008). Duffy와 Lisa(2011)는

부모의 불안이 클수록 뇌전증에 대한 대처를 잘 못한다고 하였으며, 대처

는 경련이나 뇌전증 아동을 다루는 기술적인 면 뿐 아니라 아동의 질병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와 신체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아동의

만성질환은 가족구성원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

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모의 대처를 어렵게 하지만 아버지보

다 어머니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했다(Knafle & Zoeller,

2000). 어머니들이 아버지에 비해 아동의 불 건강으로 인한 죄책감과 신체

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불안과 슬픔을 더 많이 호소하

며(탁영란, 2001). 이와 같이 아동의 만성질환은 주 간호제공자인 어머니의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는데 뇌전증은 특히,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질병이다.

뇌전증에 대한 태도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주변으로부터 받는 영향에 기

초하는 데 경련에 대한 느낌은 대개 부정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장

면을 목격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결과적으로 편견을 갖게 된다

(Kobau & Price, 2003).

이러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는 일반적

으로 뇌전증의 진단을 받은 후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기간을 갖는다(송자경, 2004). 뇌전증 아동 어머니는 일반적

으로 간질의 진단에 두려움, 분노, 죄의식, 그리고 슬픔을 느끼며, 아동이

뇌전증 이라는 것을 가족의 큰 재난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Austi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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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아동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대처에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족의 대처는 아동 스스로의 질병 관리, 학교에서의

동료관계 형성과 같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azil

& Krueger, 2002).

뇌전증은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대처 수준을 알고 접근

하는 것이 중요하다(Costolo & Megan, 2011). 또 능동적인 대처 방식은 뇌

전증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erhuis, et

al., 2011).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는 사회적 편견, 일상생활의 제한 등

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

이므로 이들에게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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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

지와 대처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B.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의 어머니이며,

근접 모집단은 서울시 1개 대학병원 소아신경과에서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지 6개월 이하의 0세부터 19세 뇌전증 환아의 어머니이며,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하였

다. 검정방법은 correlation 을 위한 효과크기(d=0.3), 검정력(1-β=0.8), 유의

수준(α= 0.05)로 설정하였고, 산출한 결과 필요한 대상자 수는 67명 이었으

며, 응답률은 100%였으며, 연구 참여에 앞서 거절을 한 2명을 제외하여 최

종 분석에서 총 67부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뇌전증을 진단 받은 지 6개월 이하의 환아를 돌보는 어머니

2)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어머니

3) 연구 참여에 자의로 동의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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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자가 보고형의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뇌전증 환아 어머

니의 일반적 특성 7문항, 뇌전증 환아의 일반적 특성 8문항, 불확실성 31문

항, 사회적 지지 12문항, 대처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불확실성

본 연구에서는 Mishel(1983)이 개발한 부모의 불확실성 인지 측정도구

(Parents’ Perception of Uncertainty Scale : PPUS)를 오진아(1996)가 수정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환아의 치료 계획과 수행에 관련된

단서의 부족과 모호성인 ‘복합적인 모호성’ 영역 13문항, 아이의 상태에 관

한 정보와 치료과정의 이해에 대한 ‘불분명함’ 영역 9문항, 진단과 질병의

심각성에 관한 ‘정보의 결핍’ 영역 5문항, 마지막으로 증상과 질병 결과에

대한 예측 능력을 다룬 것과 관련한 ‘예측불가능’ 영역 4문항을 포함하여

총 31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최저 31점에서 최고 124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오진아(1996)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 값은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2 였다.

2)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Zimet, Dahlem, Zimet &

Farley(1988)가 개발하고, 김정희(2008)가 번안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

(MSPS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이라는 세가지

하위 영역에서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고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

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도구 이다. 세 개의 하위척도는 가족(3, 4, 8, 11

번), 친구(6, 7, 9, 12), 주위사람들 혹은 의미 있는 타인들(1, 2, 5, 10)로 구

성되어 있다. 최저 7점에서 최고 84점까지의 범위를 이루며 총점이 높을수

록 높은 수준의 인지된 사회적 지지를 지닌 것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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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Cronbach's α 값은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7 이었다.

3) 대처

McCubbin과 Patterson(1983)에 의해 개발된 대처 행동 양식을 측정하는

도구(Coping Health Inventory for Parents)를 성미혜 등(2003)의 연구에서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기초로 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의 통합 및

협동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정의 등을 위한 노력 영역 16문항 사회적 지지,

자기 존중 등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노력 영역 15문항, 같은

상황의 부모와 의사소통, 의료진과의 상담 등의 직접적인 문제해결에 접근

하는 노력 영역 5문항으로 총 3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을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1점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점은 ‘항상 사용 한다’로

점수화하여 최저 36점에서 최고 144점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

수록 특정 대처의 사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McCubbin과

Patterson(1983)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었으며, 성미혜(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다. 본 연구

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0 이었다.

D.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4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였으며, 해당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가 직

접 소아신경과 외래와 소아 뇌전증 전문 병동을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하

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 한해서 연구담당자가 직접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

부하고, 직접 작성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였으며, 설문 작성하는 시간은 10

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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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 윤리를 위해 서울시 소재 Y대학교병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e Review Board : IRB)의 승인을 받은 후 (IRB 승

인 번호 4-2015-0664), 자료수집 기관의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료수집 허

락을 받은 후 시작하였다. 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연구에서는 무기명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에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설명하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참여여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

도 받지 않을 것을 알려 주었다. 자발적 동의서를 받았으며 설문지 작성

후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대상자 정보는 의무기록을 통해 수집한

후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집단으로 코드화하여 익명성을 유지하였고

모든 자료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접근이 제한된 캐비닛과 컴퓨터

에 보관하고 연구결과는 집단으로 분석하였다.

F.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목

적과 변수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의 어머니와 환아의 일반적 특성,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

뢰도는 내적 일관성 검사인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신뢰성 계수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는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분산 분석의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

를 실시하였다.

뇌전증 첫 진단을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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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의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뇌전증 환아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3세였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3.4%, 대학교 졸업 이상이 86.6%이

었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76.1%, 종교가 없는 경우가 23.9%이

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8.2% 이었으며, 전업주부인 경우가 41.8%

이었다. 가족의 월수입의 경우 201-300만원이 46.2%, 301만원 이상이

41.9%, 200만원 이하가 11.9% 이었다. 뇌전증 아동에게 드는 월평균 의료

비 지출의 경우 평균 75만원이었다. 뇌전증 아동 어머니 자신의 주관적 건

강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53.8%로 가장 많았고, ‘건강하다’가 35.8%,

‘매우 건강하다’가 10.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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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분 실수(명) 비율(%)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30≤

31~34

35≥

10

44

13

14.9

65.6

19.5

33±3.26 세

최종학력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9

58

13.4

86.6

종교 있음

없음

51

16

76.1

23.9

직업 있음

없음

39

28

58.2

41.8

월수입 200만원 이하

201-300 만원

301만원 이상

8

31

28

11.9

46.2

41.9

월 평균

의료비 지출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9

8

88

12

75±54 만원

어머니 본인의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건강하다

보통이다

7

24

36

10.4

35.8

53.8

<표 1>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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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의 일반적 특성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73.1%, 여아가 26.9%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생후 5개월로

12개월 미만이 80.5%, 12-24개월이 11.9%, 25개월 이상이 7.6%이었다. 뇌

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연령의 경우 평균 생후 4개월 이었으며, 이들 중

12개월 미만의 경우 82%, 12-24개월은 11.9%, 25개월 이상은 6.1%이었다.

출생 순위의 경우 첫째인 경우가 79.2% 이었으며, 경련 빈도의 경우 매

일 수회 이상 하는 경우가 73.1%이었으며,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가 26.9%

이었다. 뇌전증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9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

고, 없는 경우는 9%이었다. MRI 상 비정상적 병변이 관찰되는 경우는

68%이었으며, 정상인 경우는 32%이었다. 뇌전증 외에 선천성 기형을 동

반하고 태어난 경우는 86.6%이었고, 선천성 기형이 없는 경우는 13.4%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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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분 실수(명) 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여

49

18

73.1

26.9

연령

(개월)

12개월 미만

12-24개월

25개월 이상

54

8

5

80.5

11.9

7.6

5±4개월

진단 받은 연령

(개월)

12개월 미만

12-24개월

25개월 이상

55

8

4

82

11.9

6.1

4±3개월

출생 순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53

7

7

79.2

10.4

10.4

경련 빈도 매일

간헐적

49

18

73.1

26.9

입원 경험 있다

없다

61

6

91

9

MRI 병변 정상

비정상

22

45

32

68

선천성 기형 여부 무

유

9

58

13.4

86.6

<표 2>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의 일반적 특성

(n=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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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

정도는 <표 3>과 같다.

불확실성은 124점 만점으로 평균 87.63(±5.07)점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84점 만점에 62.34(±12.65), 대처는 144점 만점에 93.32(±5.3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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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평균평점±표준편차

불확실성

복합적인 모호성

불분명함

정보의 결핍

예측불가능

87.63±5.07

34.23±6.60

31.57±4.34

15.34±4.65

10.23±4.56

66-111

27-42

11-35

10-17

9-16

2.25±0.33

2.24±1.23

2.21±1.02

2.24±0.89

2.96±1.14

사회적 지지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

62.34±12.65

25.32±2.67

17.56±6.87

16.65±5.23

35-84

19-28

4-28

4-28

5.01±1.48

5.23±1.56

2.56±1.45

3.56±1.23

대처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정의 등을 위한 노력

심리적 안정을 위한 노력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노력

93.32±5.32

41.32±4.98

38.67±4.13

14.11±5.10

56-124

24-56

19-52

7-16

3.21±0.48

2.98±0.56

3.01±0.34

2.52±1.02

<표 3>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

(n=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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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와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한 후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사

회적 지지와 대처는 <표 4>와 같다.

불확실성의 경우 어머니의 최종 학력, 가족의 월 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가 89.56(±6.07)점으로 대학교 이상인 경우 85.03(±5.05)로 불확실성이 높았고,

가족의 월수입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89.07(±4.98) 으로 251만원 이상인 경우

83.05(±5.6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가족의 월

수입과, 뇌전증 아동에게 드는 월평균 의료비 지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의 월수입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53.21(±13.20)에 비해

251만원 이상인 경우 67.00(±13.11)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하였고, 뇌전증

아동에게 드는 월평균 의료비 지출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66.72(±14.7)가 100

만원 이상인 경우 55.5(±15.3)보다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하였다. 대처는 종

교의 유무와 뇌전증 아동에게 드는 월평균 의료비 지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의 대처는 93.42(±13.0)점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 90.42(±14.4)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뇌전

증 아동에게 드는 월평균 의료비 지출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94.43(±13.67)점

으로 100만원 이상인 경우 91.30(±14.7)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2.51, p< .013).

뇌전증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불확실성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연령과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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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 (r=-.414/ p<.05)를 보이고, 어머니의 연령과 대처간도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r=-.476/ p<.05)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

적 지지 및 대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월수입과 불확실성의 경우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537/ p<.001)를

보였으며, 월수입과 사회적 지지(r=.443/ p<.05), 월수입과 대처 간(r=.439/

p<.05)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으로 월수입이 많을수록, 불확

실성의 정도가 감소하고, 사회적 지지 및 대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월평

균 의료비 지출은 불확실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441/ p<.05)를 보였으

며 월평균 의료비 지출과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월평균 의료비 지출과 대처 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418/ p<.05)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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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대처

영역 구분 평균±표준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차 t or F(p)

연령 (세) 30≤

31~34

35≥

83.44±4.03

88.34±7.03

89.32±6.03

1.204(.313)

62.31±10.20

62.61±11.18

64.20±17.77

1.48(.230)

91.31±13.3

94.33±14.1

95.11±14.65

0.11(.893)

학력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89.56±6.07

85.03±5.05

2.141(.021)

60.13±12.34

64.17±8.84

1.53(.131)

93.98±14.1

95.35±14.4

-0.62(.534)

종교 있음

없음

84.99±5.98

86.92±7.07

-1.514(.134)

63.29±12.46

61.41±12.08

0.04(.971)

93.42±13.0

90.42±14.4

-2.40(.017)

직업 있음

없음

86.75±4.99

87.34±6.06

-0.658(.513)

64.34±13.17

65.65±12.03

0.91(.367)

91.02±14.8

89.67±13.9

-0.19(.846)

<표 4>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

(n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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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대처

영역 구분 평균±표준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차 t or F(p)

월수입 (만원)

250≤

251≥

89.07±4.98

83.05±5.67

-2.92(.004)

53.21±13.20

67.00±13.11

-3.22(.002)

93.6±13.9

95.6±14.5

-0.92(.359)

월평균 의료비

지출(만원) 100<

101≥

85.98±5.65

87.93±6.90

0.43(.662)

66.72±14.7

55.5±15.30

2.51(.013)

94.43±13.67

91.30±14.70

2.51(.013)

어머니 본인의

건강상태 매우 건강

건강

보통

85.77±5.05

86.87±4.08

88.86±5.92

1.13(.335)

68.45±14.8

68.22±14.9

65.53±16.5

0.49(.685)

92.62±12.7

91.42±13.8

92.34±15.0

1.2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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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사회적 지

지와 대처의 정도는 <표 5>와 같다. 불확실성의 경우 환아의 경련 빈도, 입원

경험, MRI상 비정상적인 병변 여부와 뇌전증 외에 선천성 기형의 유무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환아의 경련 빈도가 매일, 수회인 경

우가88.73(±18.12)점으로 간헐적인 경우에 비하여 불확실성을 더 경험하였고,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 84.76(±12.21)와 MRI상 비정상적 병변이 있는 경우

88.24(±12.56), 뇌전증 외에 선천성 기형의 유무가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불확실성이 높게 측정되었다(t=6.13, p=.002).

사회적 지지의 경우 뇌전증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처는 경련의 빈도가 매일인 경우가 91.21(±14.32)점으로 간헐적인 경우

93.45(±11.5) 보다 통계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t=-2.42, p=.014).

뇌전증 환아의 일반적 특성 중 환아의 연령과 진단받은 연령의 경우 모두

불확실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환아의 연령의 경

우(r=.-434/ p<.05), 진단받은 연령은(r=-.501/ p<.05)로 환아의 연령 및 진단

받은 연령이 적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환아의 연령과 사

회적지지 및 대처, 환아의 뇌전증을 진단받은 연령과 사회적 지지 및 대처간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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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대처

영역 구분 평균±표준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차 t or F(p)

성별 남

여

87.00±7.21

88.38±6.41

-0.945(.347)

62.82±12.07

64.44±12.29

1.29(.201)

91.12±11.34

92.23±10.43

0.412(.687)

연령

(개월)

12 <

12-24

25≥

88.39±6.51

85.94±7.08

86.86±7.74

0.789(.535)

61.22±13.67

60.34±12.34

62.32±12.77

0.86(.372)

89.12±13.21

91.23±13.62

93.32±12.45

3.09(.066)

진단 연령

(개월)

12 <

12-24

25≥

89.45±4.44

86.43±7.12

85.42±6.65

0.912(.320)

60.24±11.23

62.00±11.70

63.43±13.30

3.18(.492)

92.23±10.23

93.34±11.23

94.23±12.21

-1.26(.201)

출생 순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88.82±11.53

85.34±10.76

86.43±12.02

-1.32(.188)

64.91±12.34

66.53±13.33

66.13±15.23

2.22(.112)

91.21±13.90

92.22±12.62

90.15±14.23

0.05(.983)

<표 5>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

(n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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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대처

영역 구분 평균±표준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차 t or F(p) 평균±표준편차 t or F(p)

경련 빈도 매일

간헐적

88.73±18.12

83.56±12.47

6.18(.001)

65.90±14.61

65.81±12.98

1.40(.162)

91.21±14.32

93.45±11.5

-2.42(.014)

입원 경험 있다

없다

84.76±12.21

80.13±16.72

-2.91(.004)

66.12±14.91

66.10±15.12

1.22(.220)

90.71±13.6

94.12±14.5

1.04(.299)

MRI 병변여부 정상

비정상

86.61±11.19

88.24±12.56

-2.56(.011)

64.02±10.23

62.11±12.21

0.48(.638)

94.42±13.21

91.12±12.56

0.05(.983)

선천성기형여부 무

유

81.76±13.42

88.23±15.53

6.13(.002)

65.2±11.12

62.32±12.23

1.40(.162)

92.45±12.67

90.63±13.43

0.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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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대처

불확실성 1

사회적 지지 -.530** 1

대처 -.658* .453* 1

D.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상관관계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상관관계는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 -. 530/ p<

.01)를 보이고, 불확실성과 대처간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 -. 658/ p< .05)

를 보임을 보았을 때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대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지지와 대처는 (r= . 453/ p< .05)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임을 보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처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6>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상

관관계

(n=67)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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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서울시 1개 대학병원 소아신경과에서 뇌전증을 진단받고, 처음

진단 받은 지 6개월 이하의 0세부터 19세 뇌전증 환아 어머니 67명을 대상으

로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로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점수는

최저 31점에서 최고 124점으로 구성된 도구에서 87.63(±5.07)점 이었으며, 평균

평점은 2.25(±0.33)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박인숙(2003)의

입원 환아의 어머니가 경험하는 불확실성 정도에서의 평균 평점 2.24(±0.77)점,

송민경(2012)의 소아중환자실 퇴실 시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을 측정한 연구에

서의 평균 평점 2.16(±0.31)점 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뇌

전증 환아 어머니의 학력과 월수입이 낮을수록, 뇌전증 환아에게 드는 월평균

의료비 지출이 높을수록 불확실성을 높게 인지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입

원 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김옥, 2000; 김은주,2004; 박인숙,

2003; 오진아, 1997; 이미진, 2010) 어머니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일수록, 가족수

입이 많을수록 불확실성의 지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불확실성의 하위 개념인 4개 요인의 평점은 질병의 예측 불가능 2.96±(1.14)

점, 복합적인 모호성 2.24(±1.23)점, 정보의 결핍 2.24(±0.89), 불분명함

2.21±(1.02)점의 순이었다. ‘질병의 예측 불가능’ 영역은 일반 입원 환아 어머니

를 대상으로 한 김옥(2001)의 연구, 김은주(2004)의 연구와 만성질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박은숙(1996)의 연구에서 아동의 질병과정 및 경과에 대한 불예

측성이 불확실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된 것과 일치하였다.

한편 뇌전증 환아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 경우 불확실성을 낮게 인지한다는

연구 결과는 의료진에게 뇌전증 진단을 받은 후 어머니 스스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낮다고 응답한 결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즉 뇌전증 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이

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문가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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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아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해서 아동의 경련 빈도가 매일, 입원 경

험이 있는 경우, MRI상 비정상 병변이 있는 경우와 선천성 기형을 동반한 경

우 뇌전증 어머니는 불확실성을 더 높게 인지하는데 이는 자료수집 장소와 중

증도에 따른 정보 요구가 높은 것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뇌전증 환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월수입이 많을수록, 뇌전증 아동에게

드는 의료비 지출이 낮을수록 높게 인지하였고,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

회적 지지를 낮게 인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 대처의 경우 대상자가 종교를 가질수록, 뇌전증 아동에게 드는 의료비

지출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높을수록 높게 인지하고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

록 대처를 낮게 인지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것은 아동의 질병과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정을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

위가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감은 더 가중되게 되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일수록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더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사회, 경제 상태가 취약한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전

략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겠다.

만성질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성미혜,2000 ;조인숙,2002 ;우재연,

2004 ;김지연,2007 ;Austin & Dunn,2000)에서 가족과의 상호작용과 지지가 질

병을 대처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

지와 대처를 낮게 인지한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환아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

경우 가족 특성에 대한 다양한 지지자원과 공식적인 의료진과의 파트너십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Mishel(1988)의 불확실성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의 사건에 대

한 해석을 직접적으로 도우며 자극구조를 간접적으로 강화시켜 불확실성을 감

소시키고, 이로 인한 대처 노력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은 낮

아지고, 대처 능력은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Mishel의 불확실성 이론

을 지지함을 알 수 있었다. 뇌전증을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을 낮

추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대처를 높일 수 있도록 간호학적 중재가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타 의료진과의 협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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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와 대처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설계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연

구 기간은 2016년 4월 7일에서 6월 4일까지 이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1개 대학병원에서 소아신경과 전문의에게 뇌전증을 진

단받고 치료중인 진단 받은 지 6개월 이하의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 였으며

총 67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목적과 변수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고,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피어슨 상관관계 방법

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뇌전증 환아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평균 33세였으며, 최종학력은 고등학

교 졸업 이하가 9명(13.4%), 대학교 졸업 이상이 58명(86.6%)이었고, 종

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51명(76.1%) 이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는 39명(58.2%) 이었고, 가족의 월수입의 경우 201-300만원이 31명

(46.2%)으로 가장 많았고, 뇌전증 아동에게 드는 월평균 의료비 지출의

경우 평균 75만원이었다. 뇌전증 아동 어머니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36명(5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뇌전증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49명(73.1%), 여아가 18명(26.9%)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생후 5개월로 이었으며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연령은

생후 4개월 이었다.

출생 순위의 경우 첫째인 경우가 53명(79.2%) 이었으며, 경련 빈도의

경우 매일 수회 이상 하는 경우가 49명(73.1%)이었으며, 간헐적으로 하

는 경우가 18명(26.9%)이었다. 뇌전증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1명 (9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MRI 상 비정상적 병변이 관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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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45명(68%)이었으며, 뇌전증 외에 선천성 기형을 동반하고 태어난

경우는 58명(86.6%)이었다.

3.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

정도는 불확실성은 124점 만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87.63(±5.07)

점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84점 만점에 62.34(±12.65), 대처는 144점 만점

에 93.32(±5.32) 이었다.

4.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를 살펴보면, 불확실성의 경우 어머니의 최종 학력

(t=2.141, p=.021), 가족의 월수입 (t=-2.92, p=.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가족의 월수입 (t=-3.22, p=.002)과, 뇌전증 아동에

게 드는 월평균 비용 (t=2.51, p=.0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 대처는 종교의 유무(t=-2.40, p=.017)와 뇌전증 아동에게 드는 월

평균 비용(t=2.51, p=.01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불확실성의 경우 환아의 경련 빈도

(t=6.18, p=.001), 입원 경험(t=2.91, p=.004), MRI상 비정상적인 병변 여

부(t=2.56, p=.011)와 뇌전증 외에 선천성 기형의 유무(t=6.13, 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뇌전증 아

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처는 경련의 빈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t=-2.42, p=.014).

6.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은 환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와 대처

의 상관관계는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 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 -.

530/ p< .01)를 보이고, 불확실성과 대처간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

-. 658/ p< .05)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와 대처는 (r= . 453/ p< .05)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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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뇌전증 환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과 불확실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연령과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414/ p<.05)를 보이고, 어머니의 연령과 대처간도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r=-.476/ p<.05)를 보였다. 월수입과 불확실성의 경

우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537/ p<.001)를 보였으며, 월수입과 사회적

지지(r=.443/ p<.05), 월수입과 대처 간(r=.439/ p<.05)은 유의한 양의 상

관 관계를 보였다. 월평균 의료비 지출은 불확실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r=.441/ p<.05)를 보였으며 월평균 의료비 지출과 사회적 지지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월평균 의료비 지출과 대처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418/ p<.05)를 보였다.

뇌전증 환아의 일반적 특성 중 환아의 연령(r=.-434/ p<.05), 과 진단

받은 연령(r=-.501/ p<.05)의 경우 모두 불확실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환아의 연령과 사회적지지 및 대처, 환아의

뇌전증을 진단받은 연령과 사회적 지지 및 대처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를 시행한 서울시 1개 대학병원의 경우 3차 의료원 이므로 이미 타

병원에서 처음 진단을 받은 뒤 정밀 검사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찾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병원으로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

하겠다.

2. 뇌전증 진단 후 외래 추적 조사의 시기가 대부분 3~6개월 이므로 진단 후

일정한 시기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겠다.

3. 뇌전증 환아의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지지 자원을 활성화 하

고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제

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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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among uncertainty, social support and coping

in mothers of children who are new on set with epilepsy

Ahn, Mi Seon

Child Health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omprehend the relationships among uncertainty, social

support and coping in mothers of children who are new onset epilepsy.

As a descriptive research,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pril 7 to June 4, 2016.

As research subjects, this study selected 67 mothers whose children had been

diagnosed as epilepsy for less then 6 months, by pediatric neurologists at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Korea.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ough SPSS 22.0 Program, by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below.

1. In the mothers who had children with epilepsy, 33 was their mean age. 58

of them (86.6%) had levels of education over college. 51 (76.1%) had

religions, and 39 (58.2%) were employed. The majority, 31 (46.2%), made

2.01 to 3 million won per month, and the monthly medical expenses they

spent on their children with epilepsy was 750,000 won on average.

2. The children with epilepsy were 5 months old on average A new onset of

epilepsy was diagnosed when they were 4 months old on average. 49 of

them (73.1%) were suffering from seizure over several times a day. 45

(68%) had abnormal lesion observed through MRI, and 58 (86.6%) were born

with congenital abnormalities beside epilepsy.

3. In the mothers having children with epilepsy, their uncertaint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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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heir highest level of education (t=2.141, p=.021)

and monthly family income (t=-2.92, p=.004). Their social suppor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heir monthly family income (t=-3.22, p=.002) and

monthly medical expenses on average (t=2.51, p=.013), while their cop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whether they were religious (t=-2.40, p=.017)

and their monthly medical expenses on average (t=2.51, p=.013).

4. In the children with epilepsy, their uncertain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heir frequency of seizure (t=6.18, p=.001), experience of being hospitalized

(t=2.91, p=.004), whether to have abnormal lesion observed through MRI

(t=2.56, p=.011) and whether to have congenital abnormalities beside epilepsy

when born (t=6.13, p=.002). Their copin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ir frequency of seizure (t=-2.42, p=.014).

5. In the mother having children with epilepsy, the higher their uncertainty was

the lower their social support became (r=-.530/ p< .01), and even the lower

their coping became r=-. 658/ p< .05). On the contrary, the higher their

social supprt was, the higher their coping became (r= . 453/ p< .05).

6. In the mother having children with epilepsy, the older they were, the lower

their social support (r=-.414/ p<.05) and coping (r=-.476/ p<.05) became.

The higher their monthly family income was, the lower their uncertainty

(r=-.537/ p<.001) became, but the higher their social support (r=.443/ p<.05)

and coping (r=.439/ p<.05) became. As their monthly medical expense on

average was higher, their uncertainty (r=.441/ p<.05) became higher, but their

coping (r=-.418/ p<.05) became lower. In the children with epilepsy, the

younger they were (r=.-434/ p<.05) and the earlier they were diagnosed with

epilepsy (r=-.501/ p<.05), the higher their uncertainty became.

To reduce uncertainty in mothers having children with a new onset of epilepsy,

therefore, this study found it necessary to increase the degrees of their social

support and coping, which requires a nursing intervention ultimately.

Key word : Epilepsy, Mothers of children who are new onset epilepsy, uncertainty, social

support, cop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