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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성인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가 인식하는 돌봄 평가

  기능적 상태와 인지적 상태, 신경 정신과적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뇌종양은 가족

에 대한 환자의 의존도를 높여 돌봄 제공자가 큰 어려움을 겪게 한다. 특히, 뇌종양 

환자는 종양 환자의 특성과 신경정신과적 환자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 돌봄 제공

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돌봄 평가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이론에 근거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결과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경험을 이해하기위해 Sherwood 등(2004)이 제시한 개념적 틀을 

기초로 하여 돌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경로분석 연

구이다. 

  자료 수집은 서울시내 S 병원의 신경외과에서 입원 치료 또는 외래를 방문한 뇌종

양 환자의 돌봄 제공자 210명에 대하여 면대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200명의 

설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7월 3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

지이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론적 모형의 구축은 먼저 문헌고찰, 선행연구와 Sherwood 등(2004)의 개념적 

틀에 근거하여 돌봄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와 신경 정신과적 상태, 돌봄 제공자

의 스트레스와 대한 인지평가의 선행변인에 해당하는 대처와 극복력, 가족지지 등 총 

5개의 외생변인을 포함하는 가설적 모형을 만들었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은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고, 카이제곱 통계량(χ2), GFI, AGFI, CFI, TLI, RMSEA를 기

준으로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돌봄 제공자의 대처, 극복력, 가족지지 및 돌봄 평가

  돌봄 제공자의 대처는 평균 84.09±14.58점, 극복력은 평균 120.51±22.77, 가족지

지는 102.03±12.93점, 돌봄 평가는 70.85±11.19점으로 나타났다. 돌봄 평가의 하부 

영역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은 21.11±7.14점, 돌봄 만족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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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3.65점, 돌봄 숙련도는 21.15±3.38점, 돌봄 요구는 8.72±1.78점, 돌봄 영향

감은 6.88±2.88점으로 나타났다.

2.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통계량은 2.83, 자유도 2, GFI .995, AGFI 

.951, TLI .971, CFI .996, RMSEA .046로 나타나 모델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적합

하였다.

3. 본 연구의 모형에서 제시한 총 16개의 경로 중 6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돌봄 평가는 문제행동이 많을수록(β=.23, p〈.001), 신체 기능적 상태가 좋지 않

을수록(β=-.19, p=.01), 가족지지가 좋지 않을수록(β=-.26, p〈.001), 극복력이 좋지 

않을수록(β=-.16, p=.03) 높게 나타났으며 2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2) 극복력은 가족지지가 좋을수록(β=.21, p=.000), 대처가 다양할수록(β=.50, 

p〈.001) 높았으며 3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극복력에 대한 가족지지와 대처의 직접적인 긍정적 효과 확인은 간호학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극복력이 돌봄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가족지지와 대처의 

향상으로 극복력이 함양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극복력의 향상은 돌봄 평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긍정적 평가가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이나 건강 상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돌봄 제공자의 가족지지와 대처, 극복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간호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의 진행을 제언한다.

핵심되는 말: 돌봄 평가, 돌봄 제공자, 뇌종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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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뇌종양은 다양한 신경학적 손상과 기능의 저하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중추신경계 질

환으로 진단 방법의 발달과 다양한 치료법의 개발로 유병율의 증가와 함께 대상자의 

수명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악성 뇌종양인 신경교종의 여명기간은 

평균 14개월로(Nicholas, Mathios, Ruzevick, Jackson, Yang & Lim, 2013) 뇌종양 

진단은 돌봄 제공자인 가족에게 큰 충격을 갖게 한다(Schmer, Ward-Smith, Latham 

& Salscz, 2008). 뇌종양 환자의 질환과 관련한 특징은 뇌종양 세포의 종류와 단계,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기능적 상태와 인지적 상태, 신경 정신과적 

상태의 변화와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된다(Sherwood, Given, Given, Schiffman, 

Muraman, & Lovely, 2004). 기능적 장애로 인한 신체적 마비, 외관상의 변화나 인

지기능 혹은 기억력의 저하, 인성의 변화, 언어적 장애 등의 인지적 장애는 환자의 정

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고 가족에 대한 의존도를 다른 질환에 비하여 높게 만든

다. 또한 뇌종양 환자는 암환자의 질병적 특징과 신경과적 문제를 가진 환자의 질병

적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어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한다

(Sherwood, Given, Given, Schiffman, Muraman, Lovely, Eye, Rogers & Remer, 

2006). 또한 뇌종양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은 치료를 해도 없어지지 않으며 환자의 신

체 기능적 상태를 악화시킨다. 신체 기능적 상태의 악화는 돌봄 제공자에 대한 의존

도와 돌봄 요구와 돌봄 제공자의 업무량을 증가시켜 부담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

다(Given, Wyatt, Given, Gift, Sherwood, DeVoss & Rahbar, 2004). 

  Rabow, Goodman, Chang, Berger와 Folkman(2010)은 미국 California 대학에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학생들에게 뇌종양 환자 가족이 치료에 참여하는 내

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교육하였다.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의료진들은 환자 

치료에서 가족 돌봄 제공자의 중요성과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자신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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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공식적인 도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로 90년대부터 환자뿐 아니라 간호를 제공하는 가족에 대한 연구가 노

인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Casado & Sacco, 2011; Ekwall & Hallberg, 2007), 치매 

환자 돌봄 제공자(Scott, 2013; Yu, Wang, He, Liang & Zhou, 2015)나 뇌졸중 환자

의 돌봄 제공자(Lee, Yoo & Jung, 2010), 뇌손상 환자의 돌봄 제공자(Chronister, 

Chan, Sasson-Gelman & Chiu, 2010; Hanks, Rapport & Vangel, 2007)를 대상으

로 돌봄 제공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부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뇌종양 환자의 돌봄 제공자에 대한 연구는 돌봄 제공자의 돌봄 경험

(Sherwood, Given, Doorenbos & Given, 2004; Schubart, Kinzie & Farace, 2008; 

Schmer et.al., 2008; Whisensnt, 2011), 부담감에 대한 영향 요인(Sherwood et 

al., 2006; Keir, Farland, Lipp & Friedman, 2009; Ownsworth, Henderson & 

Chamber, 2010; Newberry, Choi, Donovan, Schulz, Bender, Given & Sherwood, 

2013), 돌봄 제공자의 요구(Madsen & Poulsen, 2011; Parvataneni, Polley, Freeman,

Lamborn, Prados, Butowski, et.al., 2011)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뇌종양 환자 가족의 경험(김명아, 2012)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돌봄 경험을 부담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많았으나 돌봄 경험

의 긍정적인 면을 새롭게 해석하는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Lawton, Kleban, Moss, 

Rovine과 Glicksman(1989)은 돌봄 경험이 다차원적인 개념임을 강조하면서 부정적

인 면과 긍정적인 면, 중립적인 면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돌봄 평가(caregiving 

appraisal) 개념을 도입하였다. Lazarus와 Folkman(Lazarus & Folkman, 1984)의 

스트레스-대처 모델에서 출발한 돌봄 평가는 잠재적인 스트레스원에 대한 평가

(primary appraisal)와 외부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재평가

(secondary appraisal), 이를 통합하는 인지적 재평가의 과정을 갖고 있다. 인지적 재

평가란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Gross 

& John, 2003). 인지적 재평가는 돌봄 제공자의 돌봄 역할 적응에 중요한 예측 인자

이며(Fitzell & Pakenham, 2010; Lambert, Yoon, Ellis & Northouse, 2015), 긍정

적, 부정적인 감정상태와 우울, 불안과 같은 신체적 증상의 예측변수로서 특히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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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대한 영향이 좋고 삶의 질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ndreotti, 

Thigpen, Dunn, Watson, Potts, Reising, Robinson, Rodriguez, Roubinov, Luecken 

& Compas, 2013; Kier et.al., 2007). 뇌종양 환자의 돌봄 제공자에게 있어 돌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뇌종양 진단 4개월 후에도 똑같이 유지되었으며(Newberry 

et.al., 2012),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는 변화가 없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는 향상되었다(Toohey, Muralidharan, Medoff, Lucksted & Dixon, 

2016). 

  대처는 스트레스와 다양성을 조절하기 위한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Lazarus & 

Folkman, 1984)으로 대처와 돌봄 평가의 연관성을 주장한 연구는 다수 있다

(Chronister et.al,, 2010; Hanks et. al., 2007; Toohey et. al., 2016). 그러나,  돌

봄 제공자의 돌봄 경험 속에서 회피의 대처전략과 돌봄 부담감만이 여러 연구에서 일

관되게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Del-Pino-Casado, Osuna, Moral과 

Hidalgo, 2011) 돌봄 평가에 있어 대처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환자의 뇌종양 세포 상태와 신경학적 상태에 따라 환자를 돌봄으로 인한 일의 양에 

차이가 생기는데(Sherwood et.al., 2004; Sherwood et.al., 2008; Schubart, et.al., 

2008; Kier et.al., 2009; Ownsworth, Henderson & Chambers, 2010; Aoun, 

Deas, Howting & Lee, 2015)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돌봄 제공자

는 자신의 외적자원과 내적자원을 이용한다. 외적 자원에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지지

적 자원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육적 자원, 인적자원, 재정적 자원 등이 있다. 또한 

돌봄 제공자의 정서적, 신체적 기질과 숙련도, 자기효능감 같은 건강한 감정 등의 내

적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돌봄 제공자가 인지하는 스트레스와 대처반응, 그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Sherwood, Given, Donovan, 

Baum, Given, Bender & Schulz, 2008).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등 여러 질환의 돌봄 제공자들의 돌봄 경험을 이해하

기 위한 연구에서 극복력은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제공자 요인으로 제시

되고 있다(Harmell, Chattillion, Roepke & Mausbach, 2011; Masry, Psych, 

Mullan & Hackett, 2013; Scott, 2013). 극복력은 충격이나 그로 인한 부정적 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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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의 감소, 자기 효능감의 증진, 긍정적 기회에의 노출 증가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

에 개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긍정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

는 돌봄 평가에 대해 극복력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에게 심리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제기되었다(Schubart et.al., 2008; Ownsworth et.al., 2010; Petruzzi,

Finocchiaro, Lamperti & Salmaggi, 2013; Aoun, Deas, Howting & Lee, 2015; 

이영선, 2009; 오인옥, 2013). 또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지지는 돌봄 제공자가 건

강한 감정적 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Sherwood, Hricik, Donovan, Bradley, 

Given, Bender, Newberry, Hamilton & Given, 2011). 따라서 심리사회적지지 중 

특히 가족지지를 확인하는 것은 뇌종양의 진단과 돌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차원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평가는  

돌봄에 대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인지적 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경험을 이해하고 긍정

적 평가를 증진시켜 대상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의 스트레스 대처이론에서 출발한 돌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돌봄 제공자의 대처, 극복력, 가족지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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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뇌종양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인 뇌종양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를 확인한다.

2) 성인 뇌종양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대처, 극복력, 가족지지 및 돌봄 평가의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성인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

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돌봄 평가를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4) 성인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에 형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직접효

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파악한다.

C. 용어 정의

1) 돌봄 평가(caregiving appraisal): 돌봄 경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중립적

인 면을 포함하여 평가하고자 도입된 개념이다(Lawton 등, 1989). 돌봄 평가는 돌봄 

대상자를 돌보는 동안의 잠재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적응을 위한 노력의 효율성에 대

한 모든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평가와 재평가로 정의된다. 부정적 개념인 돌봄 부담감, 

긍정적 개념의 돌봄 만족감과 돌봄 숙련도, 중립적 개념인 돌봄 영향감과 돌봄 요구

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awton 등(1989)이 개발 후 개정한 도구

(Lawton, Moss, Hoffman와 Perkinson, 2000)를 이주희(2005)가 번역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던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Lawton이 개발한 도구

에서는 대상자의 느낌을 묻는 문항과 돌봄 경험에 대한 대상자의 동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문제를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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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련 특성: 종양과 종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이루어진 변

수로 돌봄 요구의 중증도와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양의 치료 과정에서 발

생하는 특성들을 의미한다(Sherwood et.al., 2004). 본 연구에서는 뇌종양을 진단받

은 환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와 신경학적 증상을 측정한다. 

① 신체 기능적 상태: 운동기능과 감각의 상실, 보행능력의 장애, 연하곤란, 두통 등

은 기능적 상태 변화로 나타나는 뇌종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뇌종양 환자 가족의 돌

봄 부담과 연관되어 있다(Sherwood et.al., 2008). 본 연구에서는 뇌종양 환자의 일

상생활 가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ADL)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을 통해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② 신경 정신과적 상태: 뇌종양 환자의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정신과적 상태의 

변화로 나타나는 증상은 불안정감, 무감동, 기억력 감소, 환청 등이 있다(Armstrong, 

Marlene, Eriksen, Cleeland, 2005). 본 연구에서는 지남력 장애 행동, 불안․ 초조 행

동, 적대행동, 우울행동, 폭력행동, 배회행동,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정의하

며, Edwards(1997)의 문제행동 척도(Problem Behavior Scale)을 김주희, 이창은

(1999)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대처: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개인이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감

정을 조절하려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모든 행위이다(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Lazarus & Folkman(1984)이 개발한 도구를 한정석과 오가실

(1990)이 번역하고 수정한 도구로서 문제중심 대처, 희망적 관점, 무관심, 사회적지지 

대처, 긍정적 관점, 긴장해소의 6개 영역에 대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극복력: 극복력은 개인이 역경으로부터 회복하여 긍정적 적응 결과를 가져오게 하

는 심리사회적 능력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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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할 수 있는 개인적인 특징을 의미한다(김동희, 2002). 본 연구에서는 Wagnild와 

Young(1993)이 개발한 도구를 송양숙(2004)이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

수를 의미한다. 25점에서 175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가족지지: 환자에게 의미 있는 가족 구성원이 환자를 돌봐주고 사랑하며 존중하고 

가치감을 갖도록 해주어 환자가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에 속한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

는 것이다(Cobb, 1976).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9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도구를 

원정숙과 조희(1998)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가족지지 척도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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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개념 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

였다. 먼저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경험 및  돌봄 평가 영향 요인, 대처, 극

복력, 가족지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A.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경험 및 돌봄 평가 영향 요인

1.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경험

  Sherwood 등(2004)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모델에 기초해 

악성뇌종양 환자 가족이 돌봄 제공자로서 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

였다. 이 틀에 의하면, 환자가 악성뇌종양을 진단받게 되면 돌봄 제공자들은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돌봄 요구와 자신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평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종양세포의 상태이다. 뇌종양의 경우 뇌종양 

세포의 종류와 단계뿐만 아니라 종양의 위치가 환자의 예후에 매우 중요하며  치료법

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종양세포의 상태는 환자의 기능적, 인지적, 신경 

정신과적 상태를 포함하는 신경학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는 외부적 스

트레스 원이 된다. 돌봄 제공자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위해 자신의 내적, 외적자

원에 대한 평가를 한다. 외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자원, 의료전문직과 가

족, 친구, 이웃이나 동료 등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인적자원, 재정적 자원, 변화된 역할 

적응에 도움을 받거나 정서적 지지나 사회적지지 같은 지지적 자원이 외적자원에 포

함된다. 내적 자원에는 돌봄 제공자의 정서적, 신체적 기질과 감정적 건강 등이 포함

된다. 이러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대상자가 인지하는 스트

레스의 정도가 다르며 그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후 Sherwood 등(2008)은 Pittsburg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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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model에서 스트레스원은 한 사람의 가족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이 전

체의 단위로서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가족원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악성뇌종양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 43명의 돌봄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돌봄 

제공자들은 돌봄으로 인한 일의 증가와 돌봄과 관련한 정보의 부족, 환자의 증상을 

다루는 방법, 죽음을 위한 준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

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Sherwood, Given, Doorenbos & Given, 2004). Schmer 등

(2008)도 환자의 진단은 돌봄 제공자에게 충격과 급작스런 역할 변화로 인한 많은 부

담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말기 뇌종양 환자 가족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도 돌봄 제공자들은 재발의 두려움과 장애에 대한 부담감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였다(김명아, 2012). 

  그러나, 돌봄 제공자들은 환자의 의식이나 행동수준이 나빠지는 것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 극복하고 있었다. 환자나 돌봄 제공자 스스로가 환자의 옛날의 모습보다는 질병

이 발생한 현재의 상태를 새로운 정상의 상태로 받아들이고 예후에 대한 기대치를 조

절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역할을 대신하기 보다는 새롭게 주어진 역할을 조절하고 자

기 스스로를 열심히 돌보는 과정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으

며,  질병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돌봄의 과정을 견뎌내고 있었다(Whisenant, 2011).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경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돌봄 제공자들은 환자의 역할을 대신

하고, 환자의 질병과 생사에 대한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했으며, 제

공해야 하는 간호에 대한 지식, 환자에게 생기는 신경정신과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실제로 뇌종양 환자의 매

일의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은 돌봄 제공자의 요구를 표현하

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다(Madsen과 Poulsen, 2010).

  Sabo(2014)는 질환으로 인해 인성이나 기능,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가족을 이해하

고 돌봐야하는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을 확인하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돌봄 제공자나 그들의 가족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관심을 표현하는 과

정 속에서 얻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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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종양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뇌종양을 진단

받은 가족의 경험(Megan, 2011; Schmer et.al., 2008; Sherwood 등, 2006),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Keir et.al., 2009; Sherwood 

et.al., 2004), 돌봄과 관련한 신체적 변화(Sherwood et.al., 2008: Pawl, Lee, Patricia

와 Sherwood, 2013)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뇌종양 환자

의 우울과 가족지지에 대한 연구(박주희, 2010)와 말기 뇌종양 환자의 가족 돌봄 제

공자의 경험(김명아, 2012)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정도이며 돌봄 경험을 평가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찾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를 확인하고 돌봄 평

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돌봄 평가 영향 요인 

  돌봄 평가(Caregiving appraisal)의 개념은 Lazarus와 Folkman(Lazarus & 

Folkman, 1984)의 스트레스 대처 모델로부터 출발하였다. 외부적인 상황에서 발생하

는 스트레스원은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한다. 잠재적인 

스트레스원에 대한 평가(primary appraisal)와, 외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재평가(secondary appraisal), 이를 통합하는 인지적 재평가(cognitive 

reappraisal)를 통해 외부의 위협적인 상황은 스트레스 원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스

트레스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인지적 재평가는 재평가의 과정에 포함되

어 질 수 있다(Lazarus와 Folkman, 1984). 즉, 위협과 대처, 결과와 그에 대한 인식

이 지속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발생하며 쌍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재해석

의 과정이라고 제시하였다. 

  Lawton(1989)는 부담감이 돌봄 스트레스와 관련한 모든 평가를 대표할 수 없으며 

잠재적인 스트레스 원과 대처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인지하고 느끼는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와 재평가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돌봄 평가를 통해 돌

봄 제공자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제시하였다. 즉, 부정적인 돌봄 경험뿐만 아니라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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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중립적인 면의 경험을 함께 평가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부정적 개념의 돌봄 

부담감, 긍정적 개념의 돌봄 만족감과 돌봄 숙련도, 중립적 개념인 돌봄 영향감과 돌

봄 요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돌봄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제안하였다. 돌봄 부담

감은 돌봄과 관련된 걱정, 불안, 좌절, 우울, 피로 등을 의미하며, 돌봄 만족감은 돌봄 

경험을 자신의 만족의 근원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 숙련도(mastery)는 돌

봄 제공자가 돌봄의 경험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돌봄 영향감은 돌봄 제공자가 자신의 사회생활, 활동, 일 자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돌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 돌봄 요구는 돌봄과 

돌봄 행위에 대해 돌봄 제공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인지적 재해석이다. 

  돌봄의 긍정적인 면을 함께 측정해야 하는 필요성은 이후 많은 학자들을 통하여 제

시되었다(Strucheon, Atchison, Roebuch, 2001; Keefe, Ahles, Porter, Sutton, 

McBride & Pope, 2003; Hanks et.al., 2007). 우리나라에서는 뇌졸중 환자 가족 147

명을 대상으로 Lawton 등(2000)이 개정한 도구(Korean version Revised Caregiving 

Appraisal Scale)를 사용하여  돌봄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돌봄 

부담감, 돌봄 만족감, 돌봄 영향감은 신뢰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Fridmann,

Picot, Thomas & Kim, 2007).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돌봄 제공자의 돌봄에 대해 정신질환자 가족(오인옥, 2013), 

치매환자 가족(이정은, 2014; 성미라, 이명선, 이동영, 장혜영, 2013; 김근면, 박은영, 

이영신, 이종남, 2012; 조윤영, 2008), 암환자 가족(이영선, 2009; 최은숙, 김금순, 

2012), 뇌졸중 환자 가족(유은광, 전상희, 양정은, 2007; Lee, Yoo & Jung, 2010), 

뇌종양 환자 가족(김명아, 2012)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돌봄 대상자의 질병 관련 상태는 돌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돌봄 대상자의 문제행동이나 신경 정신과적 상태는 돌봄 부담감과 관계

가 있으며(최영순, 김현리, 2004; 조윤영, 2008; Sherwood et.al., 2006; Ownsworth 

et.al., 2010; Scott, 2013), 반복질문, 반복행동, 화냄/욕함, 무관심(최영순, 김현리, 

2004), 환자의 인성의 변화와 공격적인 행동이 돌봄 제공자들이 가장 힘들게 느끼는 

부분이었다(Wasner, Paal과 Borasio, 2013; Yu, Wang, He, Liang & Zhou,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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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재가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돌봄 제공자가 며

느리인 경우에 공격적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영실, 

2000).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환자에 대한 돌봄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책임감

이 돌봄 제공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보상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Wasner et.al., 2013). 돌봄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 중 ADL은 돌봄 부담감과 

관련이 있으며(Sherwood et.al., 2006; Kier et.al, 2009) 돌봄 대상자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Fujino & Okamura,2009). 악성뇌종양 환자의 돌봄 제공자들은 환자의 

일상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매우 힘들고 때로는 환자에게 

인내심을 잃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였다(Sherwood 등, 2004). 

그러나, 인지적 상태나 IADL은 돌봄 부담감과 관계가 없으며(Sherwood et.al., 

2006) 신경학적 장애가 많은 환자의 돌봄 제공자들이 돌봄을 더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지하고, 긍정적인 평가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Newberry, 

Kuo, Donovan, Given, Given, Schulz and Sherwood, 2012).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질병에 대한 지식과 돌봄 숙련도가 제시

되고 있다(Hanks et.al., 2007; Pioli, 2010; Scott, 2013). 즉, 돌봄 상황을 잘 이해

하고 스스로 통제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돌봄 숙련도는 돌봄 부담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Pioli(2010)는 돌봄 숙련도는 돌봄으로 인한 요구

감을 중재하는 요인이며 돌봄 숙련도의 향상은 돌봄 부담감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요

인임을 강조하였다. 뇌손상 환자 돌봄 제공자 대상의 연구에서 돌봄 부담감이 돌봄 만

족감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Hamks et.al., 2007; Chronister 

et.al., 2010) 대상자의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돌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돌봄 제공자와 대상자의 나이

와 성별, 돌봄 대상자와의 관계, 하루 평균 돌봄 시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돌봄 제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돌봄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Kier et.al, 2009) 돌봄 제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담감을 많이 느

끼며(조윤영, 2008; Lee et.al., 2010), 젊은 나이의 돌봄 제공자가 일반적인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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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더 높게 인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Lambert et.al., 2015). 반면 돌봄 제공

자의 나이가 젊은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Huang, 

Musil, Zauszniewski & Wykle, 2006). 돌봄 평가는 돌봄 대상자와의 관계와 돌봄 

대상자 군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였는데, 뇌졸중 노인 환자나 노인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는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이 높았으며(Lee et.al., 2010; Casado et.al., 2011), 

딸인 경우 만족감을 높게 보고하였다(조윤영, 2008). 그러나, 치매환자의 돌봄 제공자

는 관계가 아들인 경우 돌봄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정은, 2014). 이는 

돌봄 대상자가 신경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며, 노인 돌봄 제공자중 배우자의 돌봄 부담감이 높은 이유는 배우자가 돌봄 대상자

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고,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게 인식되어서 일 수 있

다. 또한 돌봄 제공 시간도 돌봄 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Lee et.al, 

2010; Yu et.al., 2015; 조윤영, 2008). Sherwood 등(2006)은 돌봄 대상자에게 일상

생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돌봄 제공자의 생활 스케줄에 영향을 미쳐 부담감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돌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대처(Ekawall, 

2007; Fitzell et.al., 2010; Hanks, et.al., 2007; Chronister et.al., 2010)와 심리사

회적 지지(Shirai et.al., 2009; Casado et.al, 2012; Yu et.al., 2015), 극복력

(Chappel & Dujela, 2008; O'Rourke, Kupferschmidt, Claxton, Smith, Chappel & 

Beattie, 2010; Scott, 2013; Weisset et.al, 2015)등이 있다. 그 밖에 돌봄 효능감

(오인옥, 2013), 효도하는 마음(Lee et.al., 2010;), 영성(Newberry et.al., 2013), 돌

봄 숙련도(Pioli, 2010; Shirai, Korner & Kenyon, 2009)등이 연구되어 지고 있다. 

정신질환자 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돌봄 효능감

이 돌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돌봄 효능감이 가족의 사회

적 지지를 매개하여 돌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오인옥, 2013). 

또한, 자식으로서의 의무감으로 부모를 돌보는 것이 부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

어(Lee et.al., 2010), 돌봄의 과정 속에서는 가족 기능이나 가족 지지가 중요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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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문헌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질환의 특성을 갖고 있는 뇌종양 환자를 돌

보는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에 대하여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학적으로 중재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B. 돌봄 제공자의 대처

  Lazarus와 Folkman(1984)은 도전이나 위협, 잠재적인 위해요인이나 이득요인으로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인지하는 과정을 매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대처를 제시하였다. 

대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려는 반응으로 개인이 스트레스에 적응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 개념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행하는 의식적· 무의식

적 행위 모두를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대처는 대처 전략, 대처 방식, 

대처 행위, 대처 노력 등의 용어로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개인이나 환경 등 어

느 한 차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통합적인 개념이다(김정희, 2001). 

  많은 학자들이 대처를 적극적인 대처(active coping)와 소극적인 대처(passive 

coping), 그리고 문제 지향적 대처(problem focused coping)와 정서 지향적 대처

(emotion focused coping)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김득희(2008)는 자기조절/

문제해결, 종교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정서적 표출, 하향비교, 자기비관, 수동적 수용, 

인내/고집, 기억회피의 9가지 다양한 대처방식으로 구분하였다. 

  Mausbach, Patterson, Kanel, Mills, Dimsdale, Ancoli-Israel과 Grant(2007)는 

알쯔하이머 환자 돌봄 제공자 130명의 돌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돌봄 숙련도

가 높을수록 돌봄으로 인한 과부하를 적게 인식한다고 보고하면서 돌봄 숙련도를 돌

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역할 과부하, 건강상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전제 조건으

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돌봄 숙련도가 낮은 군에서만 돌봄으로 인한 역할 과부

하와 우울이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돌봄 숙련도가 높은 군에서는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더 빨리 시작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Shirai, Korner와 Kenyon(2009)도 돌봄 숙련도는 돌봄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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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돌봄으로 인한 이득을 경험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돌봄 숙련도

는 극복력의 결과지표로 사용되고 있다(Zauszniewski와 Bekhet, 2010).

  뇌손상 환자 돌봄 제공자 1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 지향적 대처는 돌봄 

만족감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는 돌봄 부담감과 부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ronister 등, 2010). 그러나, 60명의 뇌손상 환자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돌봄 만족감이 양적 상관관계

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Hanks et.al., 2007). 484명의 진행성 암환자 돌봄 제

공자 대상의 연구에서 부정적 평가는 회피의 대처기전과 부담감과 관계가 있으며, 긍

정적 평가는 적극적 대처와 관계가 있었다(Lambert et.al., 2015). 문제 중심적 대처

는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 추구의 증가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Rankin, 2011) 문제 중심적 대처의 사용이 돌봄 부담감과 돌봄 제공자가 일 년 동안 

돌봄을 경험한 후 느끼는 불안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문제 중심적 대처나 적

극적 사회적 지지의 추구가 돌봄의 전 기간 동안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

였다(Cooper, Katona, Orrell & Livingston, 2008). Fitzell과 Pakenham(2010)이 대

장항문암 환자 돌봄 제공자 62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와 회피, 

물질적 도움과 종교적지지, 사회적 지지의 추구 등이 돌봄 제공자의 긍정적인 마음 

상태의 예측인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Newberry, Choi, Donovan, Schulz, Bender, 

Given과 Sherwood(2013)는 악성뇌종양 환자의 인지적 기능이 악화되는 것은 돌봄 

제공자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만 영성(sprituality)이 이

러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대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돌봄 제공자들의 불안을 낮

춰주고 이러한 영성은 질병의 진행과 무관하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Del-Pino-Casado, Frias-Osuna, Palomino-Moral과 Pancorbo-Hidalgo(2011)은 노

인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가 느끼는 부담감과 효과적인 대처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

찰을 실시하였다. 문제 중심적 대처는 돌봄 제공자의 주관적 부담감과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정서 중심적 대처는 유효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보고

하였다. 부정적 대처인 회피만이 노인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주관적 부담감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회피가 주관적 부담감과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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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의 중개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대처와 부담감과의 

상관성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해 대처가 돌봄 경험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

인되었으나,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에 대한 대처의 영향력을 본 연구

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C. 돌봄 제공자의 극복력

  개인이 역경으로부터 회복하여 긍정적인 적응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심리사회적 능

력을 표현하는 개념인 극복력은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개인적인 특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김동희, 유일영, 2002). 극복력에 대한 연구는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시작되어 교육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간호학에 도입되었고(홍성경, 2009),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소아 

암환자 및 소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임소정, 2013).

  홍성경(2009)이 우리나라 암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극복력의 개념은 개인의 자질

이나 성향으로 독립성, 낙천적이며 긍정적인 마음, 강한 의지, 자기가치 존중감, 관계

지향성, (가족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 및 신앙(믿음)의 7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재정의된 극복력의 개념은“삶을 위협하거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위기와 역경

을 맞아 이를 견디고 이겨내는 심리사회, 관계, 상황, 신념(철학)특성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역경을 수용하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감사와 나눔의 생활을 통해 기

쁨을 느끼게 하는 인간의 자질(특성/능력)로서, 이러한 극복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가족지지가 기여요인으로 작용한다.”로 위기상황에서의 가족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극복력을 조사한 연구(김근

면, 박은영, 이영신, 이종남, 2012)에서 가족 극복력의 본질은 돌봄의 책임을 가족들

이 함께 나누고 돌봄 대상자를 간호하기 위한 정보나 교육을 찾아서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극복력의 유형을 긍정적 의미 추구형, 

합리적 상호 협력형, 수동적 현실 수용형, 외적자원 의존형으로 구분하면서 극복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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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현재까지 극복력은 주로 환자군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극복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가족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가족 단위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극복력을 가

족단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가족 극복력 모델이 제시되었다. 현재까지 진

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치매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김근면 등, 2012; 장혜영, 이명선, 

2013; 최선희, 2014), 만성조현병 환자 가족(백수연, 2013; 임희수, 한금선, 2013), 

Alzheimer 환자 가족(Scott, 2013)를 대상으로 극복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Weisser, Bristowe와 Jackson(2015)은 근육위축 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환자 가족을 심층 면담하여 환자를 돌봄으로써 가족들이 받은 영향과 보상

적인 측면을 조사하였다. 돌봄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가족들은 부정

적 개념인 부담감의 감소와 긍정적 개념인 극복력의 향상을 경험한다. 또한 수동적 

적응을 통해 보상 받는 느낌과 요구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돌봄 제공자들의 돌봄 경

험은 단순히 일직선상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돌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적인 측면, 적극적인 상태와 수동적인 상태를 진자 운동을 하듯이 오가면서 돌봄 과

정에 적응하게 된다. 그러나, 적극적인 활동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인 극복력의 

함양을 통해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적절한 보상 체계를 제공하여 부정적인 경

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극복력과 돌봄 부담감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Pipatananond,  

Boontong & Hanucharurnkul, 2006; Scott, 2013). Scott(2013)은 극복력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성격적 특징으로 정의하였다. 110명의 Alzheimer 환자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극복력이 돌봄 스트레스로 인한 돌봄 부담감을 중재하는 변인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극복력이 증가할수록 돌봄 

부담감이 감소하므로 극복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지적 중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에서도 극복력은 돌봄 부담감의 감소

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ipatananond, Boontong & Hanucharurnkul,

2006). Limardi, Stievano, Rocco, Vellone와 Alvaro(2015)도 극복력이 돌봄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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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울에 상호 영향을 미치며 돌봄 부담감과 우울 사이의 매개변수로서 극복력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Zauszniewski, Bekhet, Suresky(2009)는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환자의 돌봄 제공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극복력이 긍정적 인지를 매개하여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극복력은 돌봄 제공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극복력의 측정 지표로 사용되는 

숙련도나 자기효율성이 높고 긍정적인 대처 기전을 많이 사용할수록 돌봄 제공자의 

건강 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armell, Chattillion, Roepke & Mausbach, 

2011). 대만의 말기 암환자 돌봄 제공자 19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돌봄 평가

나 돌봄에 대한 자신감, 극복력이 돌봄 대상자의 우울과 연관이 있는 반면 객관적인 

돌봄 업무량은 우울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증가시키고 

의미를 찾게 함으로써 돌봄 제공자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Tang, 2007) 돌봄

을 제공하는 기간에 따른 돌봄 제공자의 우울 증상을 예측하는 인자로 돌봄 제공자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주장하였다(O' Rourke, Kupferschmidt, Claxton, Smith,

Chappell & Beattie, 2010).

  Zauszniewski와 Bekhet(2010)은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환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연

구를 분석하였는데, 돌봄 부담감이 극복력의 위험요인과 결과지표로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용, 대담함(hardiness), 희

망, 숙련도, 자기효율성, 응집력(sense of coherence), 자원의 풍부함(resourcefulness)

의 등을 결과지표로 사용하였다. 이 중 숙련도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의 가족 적응

을 돕는 자원이 되며 숙련도가 높은 사람은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낮고 돌봄 역할에 적응

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장혜영, 이명선(2013)은 우리나라 치매노인 가족 돌봄 

제공자 대상의 연구에서 돌봄 부담보다는 가족의 극복력이 가족의 적응을 더 많이 설명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대상자들을 간호할 때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보다는 

극복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재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해 극복력이 대상자의 적응과 돌봄 부담을 비롯한 돌봄 평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종양 환자 돌

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의 예측 요인으로서의 극복력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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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족지지

  가족지지란 환자에게 의미 있는 가족 구성원이 환자를 돌보아 주며 사랑하고 존중

하며, 가치관을 갖게 해주고, 환자가 의사소통과 상호 책임의 조직망에 속한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정보이다(Cobb, 1976).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4가지 속성을 

가진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존경, 애정, 관심, 신뢰, 경험 등의 행위가 포함된 정서적 

지지, 개인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적지지, 실제적인 일을 

대신해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의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물질적 지지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박선영(2004)은 스트레스 혹은 위기상황에서 적응에 성공하는 것

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인 불안, 우울, 좌절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이며 일차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가족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말기 암환자 가족은 암 진단의 고통과 돌봄의 책임감으로 돌봄을 견디고 있으며 충

격기와 혼란기, 분투기와 수용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돌봄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사회

적 지지는 이러한 돌봄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최은숙 등, 2012) 206명의 

암환자 가족의 돌봄 관련 연구에서(홍민주, 태영숙, 2013)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가 

인지하는 스트레스에 직접효과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뇌종양 환자의 돌봄 제공자들은 진단과 치료로 인해 생긴 환자의 신체적인 후유증

을 돌보고, 현재의 환자 상태를 새로운 정상상태로 받아들이게 된다. 가족 내에서 새

로운 역할에 적응하거나 환자와 돌봄 제공자가 발병 이전보다 급속도로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돌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돌봄 제공자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서 환자와의 관계도 예전만큼 친밀하게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 대상자가 원하는 지지의 형태

에 변화가 생긴다. 진단 초기에는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있어주고, 조금 더 실제적인 

도움 예를 들면,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다거나 집안일을 도와준다거나 하는등의 도

움을 주기 원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이나 친구보다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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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원하였으며 의료진과도 조금 쉽

게 의사소통 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Sherwood, Hricik, Donovan, Bradley, Given, 

Bender, Newberry, Hamiliton and Given, 2011). Wasner 등(2013)은 독일의 악성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 27명의 돌봄 경험을 조사한 연구에서 44%의 대상자가 제

공된 정보나 도움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고되었다. 진단을 받은 후 정보를 얻

는 과정에서 환자와 돌봄 제공자가 함께 의사와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였으며 사실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의료진이 함께 공감해주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또한 

많은 돌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악성뇌종양 환자의 치료 현실을 감안했을 때 환자

와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실제로 뇌종양 환자의 돌봄 제공자들은 의학적 치료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재

정적인 도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악성뇌종양 환자 돌봄제

공자 43명의 돌봄 경험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친구나 가족의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가 

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지지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 좌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Sherwood 등, 2004). 

  Madsen 등(2010)은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

찰을 통해 돌봄 제공자들은 의료진들과 환자의 기대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원하

며, 의료진중에서도 특히 전문 간호사의 도움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자조그룹(support 

group)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뇌졸중 노인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

공자들의 돌봄 평가를 조사한 연구에서 돌봄과 관련한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지지

나 실제적인 도움을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의 돌봄 평가가 

조금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자식으로서의 의무감이 큰 군의 돌봄 평

가가 부정적이었는데(Lee et.al., 2010), 이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의무감으로 돌봄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치매 환자의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38편

의 가족 지지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 가족지지 프로그램은 는 돌봄 

제공자의 부양부담감과 우울,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세연, 박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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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는 돌봄 제공자들에게 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결과 변수인 우

울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tzell과 Pakenham(2010)은 대장항문암 환자 돌봄 제공자 62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이용가능성과 만족감이 돌봄 제공자의 긍정적 마음의 상태나 

긍정적 감정의 예측인자이며 돌봄 역할 적응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가족지지는 극복력과 긍정정인 상관관계가 있으며(김지연, 2010; 이은경, 2007),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다양한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간접적으로 돌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김향숙, 소혜영, 2012). 또한 사회적 지지는 돌봄 부담(이영선, 2009), 돌봄 

만족(Newberry, Kuo, Donovan, Given, Given, Schulz and Sherwood, 2012; 오인

옥, 2013)에 영향을 미쳐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hirai 등(2009)은 가족으로부터의 사회경제적 지지는 돌봄 대상자의 숙련도에 영향

을 미치고 돌봄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돌봄으로 인한 이득을 경험하게 한

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지지 자원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개인이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과정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돌봄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와 신경 정신과적 상태, 대처와 극복력, 사회적 지

지로서의 가족지지가 뇌종양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영향요인에 대한 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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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기틀

A.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모델에 기초하여  

Sherwood 등(2004)이 제시한 악성 뇌종양 환자의 돌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

적 틀에 의거하여 돌봄 제공자의 대처, 극복력, 가족 지지가 성인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Figure1). 

  이 모델은 자극을 일으키는 사건과 일차 평가(primary appraisal), 이차 평가

(secondary appraisal)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계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돌봄 제공자는 가족이 뇌종양을 진단받는 

스트레스 사건을 통해 가족의 뇌종양과 관련한 증상정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Sherwood 등(2004)은 돌봄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와 신경정신과적 상태를 주요

한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에 대하여 

ADL과 IADL을 평가함으로써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며, 문제행동에 대한 측정

을 통해 돌봄 대상자의 신경정신과적 상태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돌봄 대상자의 cell 

type은 임상적으로 악성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WHO Grade II 이상으로 동

일화를 시도하였다.  

  돌봄 대상자의 뇌종양 진단은 돌봄 제공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돌봄과 이러한 요구

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한다. 돌봄 제공자는 자신의 내적, 

외적자원을 평가하고 이러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대상자가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르며 그에 따른 신

체적, 정서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외적 자원 중 가족지지와 같은 정서

적 지지가 돌봄 대상자의 감정적 상태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Sherwood et. 

al., 2004; 김향숙, 소혜영, 2012; Fitzell et.al., 2010; Lee et.al., 2010) 극복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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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김지연, 2010; 이은경, 2007; 홍성경, 2006)에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가족지지가 극복력과 돌봄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극복력

을 측정하는 개념으로서 돌봄 숙련도와 대처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Chronister et.al, 2010; Mausbach et.al, 2007) 대처가 극복력과 돌봄 평가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Hanks et.al., 2007; Chronister et.al, 2010). 극복력이 

돌봄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에(Pipatananond, Boontong & Hanucharurnkul, 2006; 

Scott, 2013)을 근거로 하여 극복력이 돌봄 평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Figure 2). 

  돌봄 평가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모델에서 재평가에 해당

하는 개념으로 Lawton(1989)등은 이러한 돌봄 평가는 돌봄 부담감을 스트레스-대처 

모델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하고 돌봄 제공자의 개인적 차이와 내적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재평가는 돌봄 제공자의 정서적, 신체적 

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종양 환자 돌

봄 제공자가 인식하는 돌봄 평가에 대처, 극복력, 가족지지의 직접 간접적 영향을 확

인하고자 한다.

                    



- 24 -



- 25 -

Figure 2. 연구의 가설적 모형



- 26 -

B. 연구 가설

1. 가족지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신체 기능적 상태가 나쁠수록 가족지지가 좋을 것이다.     

가설 2.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가족지지가 좋을 것이다.    

2. 극복력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3. 신체 기능적 상태가 나쁠수록 극복력이 좋을 것이다.     

가설 4.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극복력이 좋을 것이다.   

가설 5. 가족지지가 좋을수록 극복력이 좋을 것이다.    

가설 6. 대처가 좋을수록 극복력이 좋을 것이다.

          

3. 대처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신체 기능적 상태가 나쁠수록 다양한 대처를 사용할 것이다.

    

4. 돌봄 평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8. 신체 기능적 상태가 나쁠수록 돌봄 평가가 높을 것이다.     

가설 9.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돌봄 평가가 높을 것이다.     

가설 10. 가족지지가 좋을수록 돌봄 평가가 낮을 것이다.     

가설 11. 극복력이 좋을수록 돌봄 평가가 낮을 것이다.  

가설 12. 대처가 좋을수록 돌봄 평가가 낮을 것이다.

가설 13. 가족지지는 신체 기능적 상태와 돌봄 평가 간에 간접 효과를 나타낼 것이

다.

가설 14. 극복력은 신체적 증상과 돌봄 평가 간에 간접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5. 극복력은 문제행동과 돌봄 평가 간에 간접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6. 대처는 신체 기능적 상태와 돌봄 평가 간에 간접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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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뇌종양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돌봄 평가 모형을 구축한 후 요인간의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확인하기 위

한 경로분석 연구이다. 

B. 연구 대상

1.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1개 대학병원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고 입원 또

는 외래 치료중인 환자의 돌봄 제공자로 연구자에 의해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

명 받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이다. 연구대상자는 만 19세 이

상의 성인으로 국문해독이 가능하며,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의 가족간호자이다.

1) 선정기준

① 악성뇌종양(Astrocytoma와 Gliblastoma multiform을 포함한 WHO Grade II 이

상)을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돌봄 제공자이다.

②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만 19세 이상의 악성뇌종양 환자의 돌봄 제공자

2) 제외 기준: 뇌종양 중 양성 종양으로 판단되는 뇌수막종이나 뇌하수체 종양을 진

단받은 환자의 가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재발 가능성이 낮고 5년 생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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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악성 뇌종양과는 돌봄의 경험이 많이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이성 뇌종

양의 경우 이전 종양으로 인한 돌봄의 경험이 대상자들의 돌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 

응답이 불완전한 10명을 제외한 200명이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대상이였다. 연구 표

본의 크기는 AMOS를 이용한 자료 분석 시 최소 200건 이상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는 조건(조선배, 1996) 등에 기초하였다. 

C. 자료 수집 방법

  

  설문의 이해와 해석을 돕고 탈락율을 줄이기 위해 연구자 혹은 연구자에게 훈련받

은 연구원이 면대면 설문을 통한 자료수집 방법을 시도하였다. 입원 중인 환자의 돌

봄제공자는 연구자 혹은 연구원이 병실로 방문하였으며 외래를 방문한 대상 환자의 

돌봄제공자는 외래에서 면담한 후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후 연구에 대하여 설

명한 후 동의한 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7월 3일부터 2016

년 5월 30일까지 시행되었다. 

D.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의 승인을 얻었으며(과제승인번호:4-2014-0477),

설문지 작성 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는 본 연구

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환자의 

치료과정 또는 결과와는 무관함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연구 참

여의 철회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연구 대상

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에 대한 소정의 답례품

으로 5,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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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연구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의 구성은 돌봄평가(27문항), ADL(6문항), IADL(8문항), 문제행동

(39문항), 대처(25문항), 극복력(25문항), 가족지지(25문항) 외 환자와의 관계, 환자를 

돌보는 시간, 교육정도, 유병기간, 입원 횟수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한 1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평균 30분정도 이다. 2015년 4월 28일부터 5월 28

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1. 돌봄 평가

  Revised Caregiving Apprasial Score: Lawton 등(1989)이 개발한 도구로서 돌봄

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 긍정적, 중립적 요소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며 돌봄 만족감, 

돌봄 부담감, 돌봄 숙련도, 돌봄 영향, 돌봄 요구에 대한 하위영역을 갖고 있다. 돌봄 

제공자의 느낌을 묻는 5 문항과 돌봄 경험에 대한 돌봄 제공자의 동의 정도를 묻는 

22문항으로 구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문제를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5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있으며 개발 당시 치매노인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s ɑ는 .78- .89였다. 우리나라에서 뇌졸중 환자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s ɑ는 .85였다(Lee et.al., 2007) 

뇌종양 환자가 신체적 증상과 신경정신과적 문제를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Sherwood et.al., 2007) 본 도구로 뇌종양 환자의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79였다. 

2. 질병관련 특성

1) 돌봄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 돌봄 제공자가 인지하는 돌봄 대상자의 신체 기

능적 상태에 대한 질문지로 Katz와 Akpom(1976)이 개발한 Involvement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과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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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손석한(199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혼자서 할 수 있다”

는 3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2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1점을 주고 ADL

은 총 6문항, IADL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개발당시 Cronbach’s ɑ는 

ADL이 .79, IADL이 .89였다. 손석한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ɑ는 ADL이 .88, 

IADL이 0.89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ADL이 .96, IADL이 .97였다.

2) 문제행동: 뇌종양 환자가 보이는 문제행동은 Edwards(1997)의 문제행동척도

(Problem Behavior Scale)를 김주희, 이창은(1999)이 치매노인의 증상정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문항의 항목은 지남력 장애 행동 5문항, 불안 

초조행동 13문항, 적대행동 7문항, 우울행동 4문항, 폭력행동 5문항, 배회행동 3문항, 

부적절한 성적 행동 2문항으로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 까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환자의 

문제행동이 심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Cronbach's ɑ는 .90 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96이였다. 

3. 대처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한 도구를 한정석, 오가실(1990)이 번역하여 수

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Lazarus와 Folkman(1984)의 Way of coping 측정도

구는 총 67문항이었으나 한정석, 오가실(1990)이 33문항으로 축소한 것을 사용하였

다. 문제 중심 대처 8개 문항, 희망적 관점 영역 5개 문항, 무관심 영역 6개 문항, 사

회적지지 탐색 영역 7개 문항, 긍정적 관점 영역 4개 문항, 긴장해소 영역 3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까

지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수 범위는 33점에서 13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대

처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도구의Cronbach's ɑ 는 한정석, 오가실(1990)

에서 .79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93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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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복력  

  Wagnild와 Young(1993)이 개발한 도구를 송양숙(2004)이 번역한 척도로 개인의 

유능성에 대한 17문항과 자신의 삶과 수용에 대한 8문항으로 구성된 총 25문항이며,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동의한다’ 7점까지 7점의 Likert 척도로 최저 25점에서 

최고 1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ɑ는 .85이었으며, 송양숙(2004)의 연구에서

는 Cronbach's ɑ 는 .85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94였다. 

5. 가족지지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측정도구(social support inventory)중 원정숙

과 조희(1998)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가족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긍정문항 12개, 부정문항 13대

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대상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도에 대한 

질문으로서‘ 절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

다. 부정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주었으며 점수가 최소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ɑ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는 .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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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였다.

1. 돌봄 제공자 및 돌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 돌봄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와 문제행동, 돌봄 제공자의 대처, 극복력, 가족지

지, 돌봄 평가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3. 돌봄 대상자 및 돌봄제공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환적 특성, 돌봄제공자의 대처, 극복

력, 가족지지, 돌봄 평가 간의 관계는 t-test, ANOVA, 사후검정에 대해서는  scheffe's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ɑ로 분석하였고, 측정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표본의 정규성은 일변량 정규성 검증을 통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구하

였다. 

5. 뇌종양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 모형의 적합도는 χ2, GFI, AGFI, 

CFI, NFI, RMSEA의 적합도 지수로 확인하였고, 연구모형의  비 표준화 추정치, 표

준화 추정치, 직접, 간접 및 총 효과는 최대우도법(Maxium Likelihood Method)을 사

용하여 경로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스트랩(Boo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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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00명이며 인구학적 특성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돌봄 제공자는 여자가 141명, 70.5%로 더 많았으며, 연령은 40세까지 34.5%로 가

장 많았으며 41세에서 50세 미만도 31.5%로 많은 편이었다. 돌봄 제공자의 평균 연

령은 45.32±12.08세 이었다. 79%가 기혼으로 미혼이나 이혼, 기타를 포함한 군보다 

많았으며 환자와의 관계는 배우자인 경우가 52.0%로 부모나 자식, 형제․자매를 포함

한 경우(48.0%)보다 많았다.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49.0%로 절반정도를 차지하였

다. 돌봄 제공자의 종교는 기타와 불교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29.5%, 천

주교 12.0%의 순으로 많았다. 경제적 상태는 “중”이 70.5%로 많았으며, “하”라고 응

답한 대상자도 22.0% 이었다.

  돌봄 대상자인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자가 56.5%로 

많았으며, 나이는 41-50세까지가 28%로 많았으며 다른 나이군도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50.87±13.28세 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83.5%인 

167명으로 미혼이나 이혼, 기타를 합한 경우보다 많았다. 돌봄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대졸이상이 53.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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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N=200

Characteristics N(%) M±SD

Caregiver's gender
male

female

59(29.5)

141(70.5)

Caregiver's age

(year)

19~40

41~50

51~60

61~79  

69(34.5)

63(31.5)

44(22.0)

24(12.0)

45.32 ±12.08

Caregiver's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single, divorce, etc)

158(79.0)

42(21.0)

Relationship to

patient

spouse

parent, children,

brothers & sisters

104(52.0)

96(48.0)

Caregiv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3(6.5)

76(38.0)

98(49.0)

Caregiver's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

Buddhism

etc

59(29.5)

24(12.0)

40(38.5)

77(38.5)

Caregiver's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15(7.5)

141(70.5)

4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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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are recipients

                                                                    N=200

Characteristics N(%) M±SD

Care recipient's 

gender

male

female

113(56.5)

87(43.5)

Care recipient's age

(year)

19~40

41~50

51~60

61~79  

49(24.5)

56(28.0)

46(23.0)

49(24.5)

50.87±13.28

Care recipient's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single, divorce, etc)

167(83.5)

33(16.5)

Care recipient'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33(16.5)

60(30.0)

107(53.5)

2. 돌봄 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

  돌봄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Table 3⟩과 같다. 하루 8시간 이상 돌봄을 제

공하는 돌봄 제공자가 104명으로 52.0%였으며 전체의 절반 이상 이었다. 돌봄 시간

이 하루 2시간 이내인 돌봄 제공자도 61명으로 30.5%의 비율을 보였다. 유병기간은 

진단을 받은 후 4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가 65명(32.5%)였으며 25개월 이상도 59

명(29.5%)으로 나타났다. 유병기간은 평균 26.27±35.69 였다. 진단 후 입원 횟수는 

1회가 103명(51.5%)으로 가장 많았다. 돌봄 대상자의 진단명은 glioblastoma가 

51.0%로 가장 많았으며 Anaplastic oligodendroglioma가 33명(16.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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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related to Disease

                                                                   N=200

Characteristics N(%) M±SD

Caregiving 

hours per 

day(hours)

≤2

2~6

≥8

61(30.5)

35(17.5)

104(52.0)

Duration of 

illness

(months)

≤4 

5~12

13~24

≥25

65(32.5)

37(18.5)

39(19.5)

59(29.5)

26.27±35.69

Admission

times

1 

2~4

≥5

103(51.5)

73(36.5)

24(12.0)

Types of 

tumor

Glioblastoma 

Anaplastic oligodendroglioma

Anaplastic oligoastrocytoma

Anaplastic astrocytoma

Diffuse astrocytoma

etc.

102(51.0)

33(16.5)

22(11.0)

19(9.5)

8(4.0)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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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돌봄 제공자의 대처, 극복력, 가족지지, 돌봄 평가

  돌봄 제공자의 대처, 극복력, 가족지지, 돌봄 평가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돌봄 제공자의 대처는 평균 84.09±14.58점으로 나타났다. 돌봄 제공자의 극복력은 

평균 120.51±22.77점이였으며 가족지지는 102.03±12.93점, 돌봄 평가는 70.85±

11.19점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에 대한 평균을 분석한 결과 돌봄 평가의 평균만 

70.85로 중앙값에 근접하며 다른 변수들은 중앙값에서 많이 분산되어 있었다. 표본의 

정규성을 검정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에 대한 일변량 정규성 검정에서 왜도의 절대값

이 3 이상이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큰 경우는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

로 판단하나(배병렬, 201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이 기준에 

부합하여 정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ping, Resilience, Family support, Caregiving appraisal of 

         Caregivers

                                                                    N=200

M±SD Median Minimum Maximum Skewness Kurtosis

Coping 84.09±14.58 87 35 116 -1.13 2.00

Resilience 120.51±22.77 122.5 32 170 -.75 1.47

Family

support
102.03±12.93 104.5 67 122 -.57 -.37

Caregiving

appraisal
70.85±11.19 71.5 44 99 -.01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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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평가의 하부 영역별 점수는 ⟨Table 5⟩와 같다.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은 

21.11±7.14점, 돌봄 만족감은 14.66±3.65점, 돌봄 숙련도는 21.15±3.38점, 돌봄 요

구는 8.72±1.78점, 돌봄 영향감은 6.88±2.88점으로 나타났다.

Table 5. Subscale of Caregiver's Caregiving appraisal 

                                                                    N=200 

                                          

M±SD Median Minimum Maximum

Burden 21.11±7.14 21 9 41

Satisfaction 14.66±3.65 15 6 26

Mastery 21.15±3.38 21 8 30

Demand 8.72±1.78 9 3 14

Impact 6.88±2.88 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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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돌봄 제공자 및 돌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측정변수의 차이

  돌봄 제공자 및 돌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돌봄 제공자의 결혼상태에 따라 가족지지(t=2.02, p=.05)의 차이를 보였으며, 환자

와의 관계에 따라 ADL(t= 2.42, p=.04), 문제행동(t= -2.09, p=.04)과 가족지지

(t=2.54, p=.01)의 차이를 보였다. 즉 배우자인 군이 환자의 문제행동을 낮게 인지하

고 가족지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돌봄 제공자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IADL(F=4.805, p=.01), 문제행동(F=3.39, 

p=.04), 가족지지(F=7.98, p⟨.001)의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돌봄 

제공자의 경제적 상태가 ‘상’인 군이 ‘하’인 군보다 가족지지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돌봄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돌봄 평가(t=2.45, p=.02)의 차이를 보였으며, 돌봄 대

상자의 나이에 따라 ADL(F=17.78, p⟨.001), IADL(F=19.88, p⟨.001), 문제행동

(F=5.40, p=.00), 돌봄 평가(F=4.66, p=.004)에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에서 돌봄 

대상자의 나이가 19에서 40세 미만인 군의 IADL이  61세 이상인 군보다 좋았으며, 

문제행동이 적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돌봄 대상자의 나이가 19에

서 40세 미만의 군이 61세 이상인 군의 돌봄 제공자가 돌봄 평가를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돌봄 대상자의 교육정도에 따라 ADL(F=3.40, p=.04), IADL(F=6.60, p=.00), 문제

행동(F=4.38, p=.03)에 차이가 있었다. 돌봄 대상자의 교육정도가 중졸 이하인 군이 

대졸 이상인 군보다 IADL이 높았으며, 문제행동이 많았고, 다양한 대처기전을 사용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자를 돌보는 시간에 따라 ADL(F=8.53, p⟨.001)과 IADL(F=11.44, p⟨.001), 문

제행동(F=4.19, p=.02)에 차이가 있었다. 하루에 2시간 이하로 돌봄을 제공받는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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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ADL과 IADL이 8시간 이상 돌봄을 받는 군에 비하여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진단 시기에 따라 IADL(F=3.11, p=.03)의 차이를 보였으며, 입원 횟수에 따라 

ADL(F=12.06, p⟨.001), IADL(F=14.06, p⟨.001), 문제행동(F=5.16, p=.01), 돌봄 

평가(F=6.83, p=.001)의 차이를 보였다. 1회 입원한 군이 5회 이상 입원한 군보다 

ADL과 IADL이 높았으며 문제행동이나 돌봄 평가를 높게 평가하였다. 사후 검정에서 

5회 이상 입원한 군의 대처와 돌봄 평가가 1회 입원한 군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돌봄 대상자가 입원 경험이 많을수록 돌봄 제공자가 다양

한 대처기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돌봄을 더 부정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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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of Variables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 Disease Characteristics

                                                                                                   N=200

Characteristics N

ADL IADL Problem behavior Coping

M(SD)
F/t

(p)
M(SD)

F/t

(p)
M(SD)

F/t

(p)
M(SD)

F/t

(p)

Caregiver's 

gender

male

female

59

141

14.36(4.02)

14.89(4.13)

-.84

(.41)

17.08(5.86)

17.36(5.96)

-.30

(.76)

52.00(12.03)

54.54(17.77)

-1.01

(.31)

86.07(12.88)

83.26(15.53)

1.389

(.17)

Caregiver's age

(year)

19~40

41~50

51~60

61~79 

69

63

44

24

15.03(3.95)

15.27(4.22)

14.50(3.80)

12.88(4.10)

2.21

(.09)

17.28(5.61)

18.35(5.95)

16.77(6.11)

15.42(6.12)

1.60

(.19)

55.12(17.36)

51.90(15.74)

51.30(14.70)

59.50(16.58)

1.78

(.15)

86.81(9.21)

84.41(14.91)

81.02(17.53)

81.00(19.06)

1.84

(.14)

Caregiver's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158

42

14.95(4.04)

13.90(4.34)

1.47

(.14)

17.54(5.98)

16.29(5.61)

1.23

(.22)

53.14(16.50)

56.24(15.46)

-1.10

(.27)

84.08(14.76)

84.12(14.05)

-.02

(.99)

Relationship to

patient

spouse

parent, 

children,

brothers & 

sisters

104

96

15.39(3.74)

14.01(4.36)

2.42

(.04)*

17.94(5.83)

16.56(5.96)

1.65

(.10)

51.50(15.27)

56.27(17.07)

-2.09

(.04)*

85.13(13.85)

82.95(15.31)

1.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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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ADL IADL Problem behavior Coping

M(SD) F/t(p) M(SD) F/t(p) M(SD) F/t(p) M(SD) F/t(p)

Caregv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3

76

111

12.31(3.96)

14.97(3.82)

14.84(4.24)

2.49(.09)

14.00(6.40)

17.63(5.56)

17.42(6.03)

2.19(.12)

57.92(18.66)

51.96(15.25)

54.56(17)

1.02(.36)

79.38(17.92)

82.42(16.81)

85.77(12.22)

1.94(.15)

Caregiver's 

economic 

ststus

high 

middle

low

15

141

44

13.73(5.17)

15.13(3.90)

13.77(4.19)

2.37(.10)

16.00(6.41)

18.09(5.79)

15.11(5.65)

4.805(.01)**

52.67(13.34)

52.17(15.99)

59.36(17.28)

3.39(.04)*

83.53(13.40)

84.61(14.84)

82.93(14.29)

.31(.73)

Care recipient's 

gender

male

female

113

87

14.83(4.08)

14.60(4.14)
.40(.69)

17.21(5.96)

17.37(5.90)
-.18(.85)

55.42(18.42)

51.67(12.82)
1.70(.09)

82.82(16.52)

85.72(11.46)
-1.46(.145)

Care recipient's 

age

(year)

19~40

41~50

51~60

61~79 

49

56

46

49

16.12(3.24)

16.41(3.19)

14.46(3.61)

11.67(4.50)

17.78(〈.001)
***

19.88(5.24)

19.84(5.11)

15.76(5.30)

13.18(5.26)

19.88(〈.001)
****

a〉d+

48.67(12.41)

51.30(17.98)

54.89(15.00)

60.71(16.78)

5.40(.001)**

a〈d

83.41(15.61)

84.98(13.04)

86.74(14.00)

81.24(15.90)

1.24(.297)

Care recipient's 

marital status

married 167 14.53(4.21) -1.79(.08) 17.04(5.86) -1.32(.19) 53.60(16.14) -.37(.71) 84.60(13.49) .89(.380)

unmarried

(single, 

divorce, etc)

33 15.73(3.34) 18.52(6.14) 54.76(17.25) 81.4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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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ADL IADL Problem behavior Coping

M(SD)
F/t

(p)
M(SD)

F/t

(p)
M(SD)

F/t

(p)
M(SD)

F/t

(p)

Care recipient'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33

60

107

13.52(4.12)

14.22(4.16)

15.39(3.96)

3.402

(.04)*

15.18(5.64)

16.02(5.91)

18.64(5.71)

6.60

(〈.01)**

a〈c+

59.91(15.23)

54.75(16.59)

51.36(16.04)

3.72

(.03)*

a〉c+

78.21(16.13)

84.23(17.05)

85.81(12.03)

3.52

(.03)

a〈c+

Caregiving 

hours per day

≤2

2~6

≥8

61

35

104

16.20(3.61)

15.37(4.01)

13.65(4.10)

8.53

(〈.001)***

a〈c+

19.98(5.64)

17.43(5.66)

15.64(5.61)

11.44

(〈.001)***

a〈c+

48.95(15.40)

54.16(14.58)

56.40(16.85)

4.19

(.02)*

82.92(14.56)

87.17(11.58)

83.73(15.44)

1.01

(.366)

Duration of 

illness

(months)

≤4 

5~12

13~24

≥25

65

37

39

59

14.02(3.80)

14.89(4.10)

15.00(4.34)

15.24(4.24)

1.037

(.38)

15.86(5.36)

16.84(6.10)

17.44(5.79)

19.02(6.16)

3.11

(.03)*

56.12(15.37)

53.41(15.61)

53.90(18.47)

51.39(16.23)

.88

(.45)

84.11(13.78)

86.62(15.11)

86.62(14.32)

80.80(14.96)

1.79

(.151)

Admission

times

1 

2~4

≥5

103

73

24

15.90(3.28)

14.03(4.27)

11.83(4.90)

12.06

(〈.001)***

19.17(5.41)

15.90(5.73)

13.38(5.70)

14.06

(.〈.001)***

50.27(12.95)

57.59(18.19)

57.33(20.10)

5.16

(.01)**

83.76(14.17)

83.99(15.62)

85.79(13.43)

6.83

(.001)**

a〈c+

p<.05 **p<.01, ***p⟨.001, + Scheff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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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of Variables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 Disease Characteristics  

                                                                                                     N=200

Characteristics N

Resilience Family support Caregiving appraisal

M(SD) F/t(p) M(SD)
F/t(p)

scheffe
M(SD) F/t(p)

Caregiver's 

gender

male

female

59

141

119.81(20.75)

120.80(23.63)
-.279(.780)

99.37(13.99)

103.14(12.34)
-1.89(.60)

69.34(10.76)

71.48(11.32)
-1.23(.219)

Caregiver's

age

(year)

19~40

41~50

51~60

61~79 

69

63

44

24

123.55(17.52)

120.617(19.08)

118.64(27.69)

114.79(33.09)

1.02

(.387)

101.99(12.66)

102.16(12.58)

103.00(13.96)

100.04(13.22)

.27

(.846)

72.68(11.51)

70.40(10.26)

68.11(11.34)

71.83(11.92)

1.58

(.195)

Caregiver's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158

42

120.89(22.23)

119.13(24.94)
.45(.652)

102.97(12.40)

98.48(13.66)
2.02(.045)*

70.33(11.32)

71.41(11.07)
-.53(.594)

Relationship to

patient

spouse

parent, children,

brothers & sisters

104

96

122.77(21.94)

118.06(23.51)

1.47(.145)

104.23(11.86)

99.65(13.65)

2.54(.012)*

69.60(11.13)

70.89(11.53)

-.681(.497)

Caregv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3

76

111

120.31(32.47)

116.57(24.11)

123.23(20.22)

1.95

(.145)

103.00(13.93)

99.72(13.02)

103.50(13.64)

1.98

(.141)

70.54(12.92)

68.99(10.61)

72.15(11.29)

1.83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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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

cs
N

Resilience Family support Caregiving appraisal

M(SD) F/t(p)     M(SD) F/t(p) M(SD) F/t(p)

Caregiver's 

economic 

ststus

high 

middle

low

15

141

44

121.73(26.01)

121.52(22.23)

116.86(23.52)

.72(.487)

107.20(11.92)

103.48(11.70)

95.64(14.95)

7.98(.000)**

a〉c

71.27(11.27)

69.78(11.33)

74.11(10.28)

2.57(.079)

Care 

recipient's 

gender

male

female

113

87

119.58(24.19)

121.71(20.87)
-.65(.514)

103.04(13.20)

100.72(12.52)
1.26(.211)

72.52(11.15)

68.67(10.92)
2.45(.015)*

Care 

recipient's 

age

(year)

19~40

41~50

51~60

61~79 

49

56

46

49

120.78(20.90)

117.61(21.31)

123.09(20.80)

121.14(29.77)

.51(.675)

103.47(12.36)

103.70(12.29)

99.15(13.05))

101.39(13.92)

1.32(.269)

67.61(11.53)

68.61(11.00)

73.39(10.73)

74.24(10.25)

4.66(.004)**

a〈d+

Care 

recipient's 

marital 

status

married 167 121.56(22.16) 1.48(.142) 102.02(13.19) -.015(.988) 71.25(11.11) 1.16(.249)

unmarried

(single, 

divorce, etc)

33 115.18(25.33) 102.06(11.71) 68.79(11.54)

Care 

recipient'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33

60

107

113.30(28.02)

122.17(24.56)

121.80(19.53)

2.01(.138)

99.00(12.78)

103.27(13.24)

102.27(12.77)

1.20(.303)

73.36(11.05)

70.02(10.36)

70.53(11.67)

1.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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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Resilience Family support Caregiving appraisal

M(SD) F/t(p)     M(SD) F/t(p) M(SD) F/t(p)

Caregiving hours 

per day

≤2

2~6

≥8

61

35

104

118.84(18.59)

122.86(18.90)

120.70(26.01)

.35(.704)

103.85(11.43)

99.74(13.70)

101.73(13.45)

1.18(.308)

68.89(11.17)

73.03(10.45)

71.26(11.36)

1.69(.188)

Duration of 

illness

(months)

≤4 

5~12

13~24

≥25

65

37

39

59

121.88(23.51)

122.73(25.20)

118.03(24.40)

119.25(20.62)

.405(.749)

100.63(14.35)

106.70(11.64)

100.00(11.36)

101.98(12.60)

2.23(.086)

70.51(11.54)

71.49(9.12)

74.00(10.63)

68.73(12.06)

1.82(.145)

Admission

times

1 

2~4

≥5

103

73

24

122.59(12.32)

116.82(25.68)

122.79(18.39)

1.52(.222)

103.28(13.44)

100.89(12.68)

100.13(11.27)

  1.03(.360)

68.57(11.49)

71.93(10.31)

77.29(10.09)

6.83(.001)**

a〈c

*p<.05 **p<.01, ***p⟨.001

+ Scheff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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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측정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분석

  측정 변수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돌봄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는 문제행동(r=-.55,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돌봄 제공자의 극복력은 대처(r=.53,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돌봄 제공자의 가족지지는 돌봄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r=.18, p=.01)와 극

복력(r=.27, p<.001)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문제행동(r=-.15, p=.04)과는 음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는 신체 기능적 상태(r=-.36, p=.000), 극

복력(r=-.20, p=.00), 가족지지(r=-.36, p<.001)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증

상정도(r=.39, p<.01)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돌봄 평가의 하부영역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을 때, 돌봄 부담감은 돌봄 대상

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r=-.43, p<.001), 가족지지(r=-.34, p<.001)와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으며, 문제행동(r=.43, p〈.001), 돌봄 평가(r=.90, p<.001)와는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돌봄 만족감은 돌봄 제공자의 극복력(r=-.17, p=.02), 가족지지

(r=-.24, p<.001)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돌봄 평가(r=.27, p<.001)와는 양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돌봄 숙련도는 가족 지지(r=.24, p<.01), 돌봄 만족감(r=-.43, p<.01)

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돌봄 요구는 돌봄 평가(r=.44, p<.01), 돌봄 숙련도

(r=.16, p=.03)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돌봄 만족감(r=-.23, p<.01)과는 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돌봄 영향감은 돌봄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r=-.16, p=.03), 극복

력(r=-.19, p<.01), 가족지지(r=-.28, p<.001)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문제행동(r=.20, 

p<.01), 돌봄 평가(r=.75, p<.01), 돌봄 부담감(r=.61, p<.01), 돌봄 요구(r=.31, 

p<.01)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공차한계가 작거나(〈.1), VIF가 크면(〉10) 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서의

훈, 2010). 본 연구에서는 신체 기능적 상태(공차: .682, VIF:1.47), 문제행동(공차: 

.69, VIF:1.45), 가족지지(공차: .90, VIF:1.11, 극복력(공차: .68, VIF:1.48), 대처(공

차: .6=72, VIF:1.39)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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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1

2 -.55(<.001)*** 1

3 .11(.11) -.11(.12) 1

4 .06(.42) -.14(.06) .53(<.001)*** 1

5 .18(.01)** -.15(.04)* .13(.08) .27(.<.001)*** 1

6 -.36(.<.001)*** .39(<.001)*** -.03(.68) -.20(.00)** -.36(<.001)*** 1

7 -.43(<.001)*** .43(<.001)*** .01(.92) -.11(.13) -.34(<.001)*** .90(<.001)*** 1

8 .04(.55) .05(.80) -.03(.63) -.17(.02)* -.24(.00)** .27(<.001)*** .08(.25) 1

9 -.09(.20) .02(.74) .04(.63) .05(.49) .24(.00)** .03(.68) -.11(.14) -.43(<.001)*** 1

10 -.14(.05) .09(.22) -.06(.43) -.10(.18) -.13(.07) .41(.000)** .32(.000)** -.23(.00)** .16(.03)* 1

11 -.16(.03)* .20(.01)** -.01(.86) -.19(.01)** -.28(.000)** .75(.00)** .61(.00)** .10(.15) -.09(.19) .31(.00)**

Table 7. Correlations of Variables

                                                                                                                         N=200

*p<.05 **p<.01, ***p<.001

1. Physical Functional Status 2. Problem Behavior 3. Coping 4. Resilience 5. Family Support 6. Caregiving Appraisal

7. Caregiving Burden 8. Caregiving Satisfaction 9.Caregiving Mastery 10. Caregiving Demand 11. Caregiving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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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N
GFI AGFI

TLI

(NNFI)
CFI RMSEA

χ2 dF p

Acceptance 

criteria
≥.05 ≥.90 ≥.90 ≥.90 ≥.90 ≤.05

Hypothetical 

model
2.83 2 .244 .995 .951 .971 .996 .046

E. 가설 모형의 검증

1. 가설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가설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χ2 통계량, GFI(Goodness of Fit Index, 

적합 지수),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조정 적합 지수), CFI

(Comparative Fit Index, 비교적합지수), TLI(Tucker-Lewis Index=NNFI, Non 

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근사오

차평균 제곱의 제곱근)을 통해 평가하였다⟨Table 8⟩. 

  적합도 평가의 기준은 χ2 통계량 p값이 .05보다 클 때,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영가설이 채택되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GFI, CFI, TLI 값은 0에서 1 사

이의 값을 갖는데 0일 때 완벽한 적합도를 나타내고 .9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

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RMSEA는 .05 이하이면 적당한 모형으로 판단한다(홍세희, 

2010). 적합도 확인 결과 χ2 통계량은 2.83, 자유도 2, GFI .995, AGFI .951, TLI 

.971, CFI .996, RMSEA .046로 나타났다. 이상의 기준들에 근거해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Table 8. Comparison of Hypothetical Model Fit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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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Estimate(B)

Standardized 

estimate(β)
C.R. p SMC+

Family support

Physical 

functional 

status

.20 .15 1.75 .08 .04

Problem 

behavior
-.06 -.07 -.83 .04

Resilience

Physical 

functional 

status

-.21 -.09 -1.28 .20 .31

Problem 

behavior
-.14 -.10 -1.42 .16

Family 

support
.36 .21 3.45 〈.001***

Coping .78 .50 8.48 〈.001***

Coping

Physical 

functional 

status

.17 .11 1.61 .11 .01

Caregiving 

appraisal

Physical 

functional 

status

-.23 -.19 -2.66 .01* .29

Problem 

behavior
.16 .23 3.25 .00**

Family 

support
-.23 -.16 -4.14 〈.001***

Resilience -.07 -.26 -2.19 .03*

Coping .10 .14 1.92 .06

2. 가설적 모형의 모수 추정

   가설적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추정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9⟩, ⟨Figure 3⟩과 같다.

Table 9 Standardized estimate of Model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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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최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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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적 모형의 직접, 간접 및 총 효과

  내생변수를 중심으로 가설적 모형의 변수 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를 살펴

보면 ⟨Table 10⟩과 같다. 

  극복력은 가족지지(β=.21, p〈.001), 대처(β=.50, p〈.001)에 대하여 각각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직접 효과를 나타냈다.

  돌봄 평가는 신체 기능적 상태(β=-.19, p=.01), 문제행동(β=.23, p〈.001), 가족지

지(β=-.26, p〈.001), 극복력(β=-.16, p=.03)에 대하여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직

접 효과를 나타내었다. 

  가족지지와 대처, 극복력에 대한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오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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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Standardized 

total effect

Standardized 

direct effect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p SMC

Family 

support

Physical 

functional 

status

.15 .15 .08

.04

Problem 

behavior
-.07 -.07 .04

Resilience

Physical 

functional 

status

-.09 -.09 .09 .20

.31

Problem 

behavior
-.10 -.10 -.01 .16

Family 

support
.21 .21 〈.001***

Coping .50 .50 〈.001***

Coping

Physical 

functional 

status

.11 .11 .11 .01

Caregiving 

appraisal

Physical 

functional 

status

-.19 -.19 -.02 .01*

.29

Problem 

behavior
.23 .23 .04 .00**

Family 

support
-.26 -.26 -.03 〈.001***

Resilience -.16 -.16 .03*

Coping .14 .14 -.08 .06

Table 10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for the Model

Note.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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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정

1. 가족지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신체 기능적 상태가 나쁠수록 가족지지가 좋을 것이다.

     신체 기능적 상태가 가족지지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은 기각되었다(β=.15, p=.08)

가설 2.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가족지지가 좋을 것이다.

     문제 행동이 가족지지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2

는 기각되었다(β=-.07, p=.41)

2. 극복력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3.신체 기능적 상태가 나쁠수록 극복력이 좋을 것이다.

     신체 기능적 상태가 극복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가

설 3는 기각되었다(β=-.09, p=.41).

가설 4.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극복력이 좋을 것이다.

     문제 행동이 극복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4는

기각되었다(β=.21, p〈.001).

가설 5. 가족 지지가 좋을수록 극복력이 좋을 것이다.

     가족지지가 극복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5는 지지되

었다(β=.21, p〈.001).

가설 6. 대처가 좋을수록 극복력이 좋을 것이다.

     대처가 극복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6는 지지되었다

(β=.50, p〈.001).

3. 대처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신체 기능적 상태가 나쁠수록 다양한 대처를 사용할 것이다.

     신체 기능적 상태가 대처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7은 기각되었다(β=.1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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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봄 평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8. 신체 기능적 상태가 나쁠수록 돌봄 평가가 높을 것이다.

     신체 기능적 상태가 돌봄 평가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8는 지지되었다(β=-.19, p=.01)

가설 9.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돌봄 평가가 높을 것이다.

     문제 행동이 돌봄 평가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7은 지

지되었다(β=.23, p=.001).

가설 10. 가족 지지가 좋을수록 돌봄 평가가 낮을 것이다.

     가족지지가 돌봄 평가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10은  

지지되었다(β=-.26, p〈.001).

가설 11. 극복력이 좋을수록 돌봄 평가가 낮을 것이다.

     극복력이 돌봄 평가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11은 지

지되었다(β=-.16, p〈.03).

가설 12. 대처가 좋을수록 돌봄 평가가 낮을 것이다.

     대처가  돌봄 평가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1은 

기각되었다(β=.14, p=.06).

  변수들 간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고자 Bootstrap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신뢰도

가 산출되지 않아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가설 13. 가족지지는 신체 기능적 상태와 돌봄 평가 간에 간접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신체 기능적 상태와 돌봄 평가간의 가족지지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가설 14. 극복력은 신체적 증상과 돌봄 평가 간에 간접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신체적 증상과 돌봄 평가 간에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4 

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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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5. 극복력은 문제행동과 돌봄 평가 간에 간접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문제행동과 돌봄 평가 간의 극복력의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

설 15는 기각되었다.

가설 16. 대처는 신체 기능적 상태와 돌봄 평가 간에 간접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신체 기능적 상태와 돌봄 평가 간의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

설 16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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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근거한 돌봄 평가의 

개념을 토대로 뇌종양 환자의 돌봄 제공자가 인식하는 돌봄 평가와 그에 영향을 미치

는 영향 요인의 효과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족이 뇌종양을 진단받는 스트레

스 상황에 가족인 돌봄 제공자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 (Sherwood et.al., 

2004)에서 본 연구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를 확

인하고 이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제공자의 대처, 극복력, 가족지지의 영향과 

경로를 확인하고 돌봄 평가의 하부영역인 돌봄 부담감과 돌봄 만족감 등과의  상관성

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과 변인들이 돌봄 평가에 미치는 직접, 간접효과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 모형 검정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기존의 문헌과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외생변수는 돌봄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 문제행동과 돌

봄 제공자의 대처, 극복력, 가족지지였으며, 내생변수는 돌봄 평가이었다. 

  가설적 모형에 대하여 χ2 통계량, GFI, AGFI, CFI, TLI(NNFI), RMSEA 지수를 이

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기준에 적합하여 기존의 

모델을 수용하였으며 의미 있는 6개의 경로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에 대한 가족지지, 극복력, 대처의 설명력은 

29%였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돌봄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와 문

제행동이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 및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가 있듯이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가능할수록 돌봄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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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었으며 문제행동이 적을수록 돌봄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중재를 하는 것은 어려우나 이러한 돌봄을 지원할 수 있

는 지지체계의 확립을 통해 돌봄 제공자들이 인식하는 돌봄 평가를 긍정적으로 전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돌봄 제공자들이 원하는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대상자들을 돌보는 방법에(Sherwood et.al., 2004; Madsen et.al., 

2011)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특히, 건강에 좋은 음식과 에너지가 낮은 환자를 간호하

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전화를 통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신속하게 하기를 원했다

(Parvataneni et.al., 2011). 본 연구에서도 가족지지가 좋을수록 돌봄 평가를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정서적 지지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재 우리나라 사회가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가족 지지는 의료진

에 의한 전문적인 지지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뇌종

양 환자의 가족들이 의료진에 의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

며 특히 전문 간호사의 도움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Wasner et.al, 2013). 이는 신체 

기능적, 신경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는 뇌종양 환자의 돌봄은 의료기관에서의 돌봄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돌봄 제공자의 가족지지와 대처가 극복력에 직접 효과를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극복력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가족지지가 중요함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극복력의 개념을 개발하면서부터 주장되었다(홍성경, 2006). 적극적인 

활동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인 극복력이 좋은 경우 돌봄 제공자들이 적극적인 대

처 방법을 찾는다는 Weisser 등(2015)의 주장처럼 돌봄 제공자들이 상황에 적절한 

다양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극복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극복력이 돌봄 평가에 직접효과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돌봄 제공자가 극복력이 좋을수록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

고 자신과 돌봄 대상자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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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Zausziewski et.al., 2010; Scott, 2013). 이러한 결과는 극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 중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극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

재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돌봄 평가, 돌봄 제공자의 건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확인하는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B.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가족지지, 극복력, 대처, 돌봄 평가

  본 연구는 성인 뇌종양 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가 인식하는 돌봄 평가를 확인하

고 돌봄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와 문제행동, 돌봄 제공자의 대처, 극복력, 가족지

지가 돌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돌봄 평가는 70.85±11.19였다. 치매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조윤영, 2008)가 72.43±9.21, 뇌졸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 (Lee et 

al., 2010)가 82.74±12.92에 비하여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는 더 긍

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돌봄 부담감이 21.11±7.34, 돌봄 만족감 14.66±3.65, 돌

봄 숙련도 21.15±3.38, 돌봄 요구 8.72±1.78, 돌봄 영향감 6.88±2.88로 보고되었

다. 돌봄 부담감은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가 26.59±6.09(이정은, 2014), 뇌졸중 환자 

돌봄 제공자는 26.79±6.58(Lee et al., 2010)을 보고하였으며 이와 비교하여 낮게 

보고되었다. 또한 돌봄 만족감도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가 18.50±3.28(이정은, 2014), 

뇌졸중 환자 돌봄 제공자는 18.89±5.65(Lee et.al., 2010)를 보고하여 돌봄 만족감도 

낮게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돌봄 부담감과 돌봄 만족감이 낮은 이유는 돌봄 대상

자의 돌봄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가 32.5%이고, 진단 후 입원 경험이 1회인 경우

도 많아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돌봄 대상

자의 ADL은 14.73±4.1로 이정은(2014)의 연구에서 치매 환자의 ADL이 11.0±3.63

에 비하여 신체 기능적 상태가 훨씬 좋은 편이다. 또한, 돌봄 대상자의 종양 세포의 

형태가 WHO Grade II에서 IV까지 다양하여 임상적으로 악성 뇌종양으로 구분되나 

예후나 치료의 차이가 대상자마다 크고 이러한 점이 돌봄 제공자가 인식하는 돌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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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유병기간이 평균

26.27±35.69이며 유병기간이 60개월 이상인 돌봄 대상자도 29명(14.5%)으로 확인

되었다. 70명의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를 조사한 연구에서 돌봄 제공

자들은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평가와 낮은 수준의 돌봄 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뇌종

양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돌봄 부담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는 보고하였다(Kier et.al., 2009). 또한 높은 돌봄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돌봄 

대상자를 잘 돌봐야겠다는 책임감이 돌봄 상황을 돌봄 제공자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

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만족이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asner et.al, 2013). 실제로 돌봄 부담감과 돌봄 만족감은 서로 양립하는 관계가 

아니며 돌봄 제공자들은 돌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담감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

으며(Liew, Luo, Ng, Chionh & Goh, 2010) 돌봄 부담감과 돌봄 만족감의 상관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Chronister et.al., 2010). 259명의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환자의 

돌봄 제공자에게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나 정보, 대처 등에 대한 훈련 프로그

램을 3개월간 실시한 결과 돌봄으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는 변화가 없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는 상승하였다(Toothy et.al., 2016). Nowaln, Wuthrich와 Rapee(2015)는 스트

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는 대상자의 긍정적 감정상태와 지속적으로 연관성을 가

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돌봄 만족감이 돌봄 부담감에 비하여 돌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지만, 돌봄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돌봄 제공자들이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갖도록 하는 것은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간호 중재이다. 

  본 연구에서 돌봄 숙련도는 21.15±3.38로 이정은(2014)의 연구에서 돌봄 대상자

가 19.26±2.77, Lee 등(2010)의 연구에서 19.73±3.88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돌봄 숙련도는 가족 지지와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돌봄 숙

련도와 가족지지의 관계를 확인한 Shirai 등(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는 63

명의 노인 환자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이나 친구, 혹은 다른 집단

으로부터의 심리적 지지가 모두 돌봄을 통해 갖게 되는 이득을 크게 느끼게 하지만 

가족에 의한 심리적 지지가 더 효과적이며 이는 돌봄 숙련도를 통해 매개된다고 주장



- 61 -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 부담감과 돌봄 숙련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돌봄 숙련도가 높은 사람은 돌봄으로 인한 역할 과부하를 적게 느

끼고 그로 인한 신체적인 증상도 적다는(Mausbach et.al., 2007; Piloi, 2010)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돌봄 숙련도는 돌봄 제공자가 돌봄 경험을 얼마나 조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뇌종양 진단이 돌봄 제공자에게 충격적

인 경험(Schmer et.al, 2008)임을 고려한다면 돌봄 제공자들이 돌봄 숙련도를 인지하

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돌봄 대상자의 유병기간이 

5~12개월인 군의 돌봄 숙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개월 이상인 군의 돌봄 숙

련도가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또한, 돌봄 대상자의 유병기간은 돌봄 제공자의 돌봄 

제공 기간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로 생각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

려움이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신체 기능적 상태와 문제행동이 돌봄 부담감이나 돌봄 평가, 돌봄 영향감과 모두 

역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고되었다.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활

동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돌봄 시간을 증가시켜 신체적 부담감을 주고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부담감을 갖게 하고(Sherwood et.al., 2006), 돌봄 

시간의 증가가 돌봄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Ekwall와 Hallberg, 2007; Lee et al. 

2010; 이정은, 2014)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Kier 둥(2009)도 돌봄 대상

자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돌봄 제공자의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문제

행동은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과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Sherwood 

et.al., 2006; Ownsworth et.al., 2010)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Madsen 등(2011)은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들은 돌봄 대상자의 일상적인 삶을 

돌보고 환자의 질병과 생사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갖는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험이 

돌봄 제공자들을 극도로 지치게 만든다고 하였다. 돌봄 제공자들은 돌봄과 관련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갖는 것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Schubart et.al., 2007). 따라서, 뇌종양 환자의 돌봄 제공자가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

는 일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

보와 대처법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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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돌봄 제공자의 대처와 돌봄 평가, 돌봄 부담감, 돌봄 만족감 사이의 상

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돌봄 만족감과 

관계가 있었으며(Ekwall et.al, 2007), 정서 중심적 대처 방식의 사용이 돌봄 부담감

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Chronister et.al., 2010) 결과와는 차이가 있

다. 대처와 돌봄 평가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회피를 제외한 다른 대처방식은 

돌봄 평가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Pancorbo-Hidalgo(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 제공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였으므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대처와 돌봄 평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돌봄 제공자의 극복력은 가족지지, 대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돌봄 평가와

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긍정적 대처나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군의 

극복력이 좋으며 적응이 좋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지연, 2010; 홍성실, 박호란, 

2015; Weisser et, al., 2015)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극복력이 돌봄 만족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돌봄 부담감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기존의 연구에

서는 극복력이 좋은 군에서 돌봄으로 인한 역할의 과부하와 우울을 덜 경험하고

(Mausbach et.al., 2007), 높은 수준의 극복력과 다양한 대처 방식의 사용이 돌봄 제

공자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Harmell et.al., 2011). 또

한, 가족지지가 좋을수록 극복력이 높으며(김지연, 2010; 이은경, 2007) 사회적 지지

도 대상자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임소정, 

2013). 돌봄 평가에 직접 효과를 미치는 요인인 극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돌봄 제

공자에게 의료진이나 자조 그룹에 의한 돌봄 제공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인 사

회적 지지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대처 방식과 함께 돌봄과 관련한 정보를 효과적

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돌봄 제공자의 극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돌봄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는 돌봄 제공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 향상과 보다 좋은 삶의 질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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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 실무 측면

  본 연구는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대처, 극복력, 가족지지와 돌봄 평가 간의 관

계를 규명하고, 돌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가족지지

와 대처가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극복력의 돌봄 평가에 대한 직접적

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돌봄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와 문제행동은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에 직접효과가 있으므로, 대상자들의 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학

적인 정보와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확인하였

다. 돌봄 제공자들의 신체적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정기적인 방

문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원 후 환자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

제적인 간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에 전화방문 서비스 등은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돌봄 평가를 통해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간호 이론 측면

  본 연구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모델에서 확장된 Lawton 

등(1989)의 돌봄 평가와 Sherwood 등(2004)의 악성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

봄 경험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수정하여, 돌봄 제공자의 내적요인으로서 극복력이 돌

봄 평가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 

현상을 설명하였다. 기존의 돌봄 관련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돌봄 평가에 대한 

극복력의 직접 효과를 확인한 것은 극복력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실무에의 적용 가능

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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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 연구 측면

  본 연구는 종양 환자의 특성과 신경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환자의 특성을 모두 가지

고 있어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를 확인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돌봄 현상이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

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 간호중재를 계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또한 돌봄 제공자의 내적요인으로서 극복력이 돌봄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간호학적으로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중재를 개발하

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D.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의 S 병원의 신경외과에 등록된 입원 또는 외

래 환자의 돌봄 제공자를 편의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돌봄 대상자의 뇌종양 세포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유병기간이나 증상 발현  

정도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모든 악성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로 일반화

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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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뇌종양 환자의 돌봄 제공자가 인식하는 돌봄 평가를 확인하고, 돌봄 대

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와 문제행동, 돌봄 제공자의 대처, 극복력, 가족지지 간의 관

계를 규명하고, 돌봄 평가에 대한 각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하여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 이는 긍정적인 돌

봄 평가를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의 S병원 신경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외래를 방문

한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 200명으로, 2015년 7월 3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Sherwood 등(2004)의 악성 뇌종양 환자의 돌봄을 이해

하기 위한 개념적 모델을 수정하여 돌봄 대상자의 신체 기능적 상태, 문제행동과 돌

봄 제공자의 대처, 극복력, 가족지지와 돌봄 평가의 총 6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지는 SPSS WIN 21.0 program과 AMOS 21.0 program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에 대해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계는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s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인 적합지수인 카

이제곱 통계량(χ2), GFI, AGFI, CFI, NFI, RMSEA를 기준으로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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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봄 제공자의 대처는 평균 84.09±14.58점, 극복력은 평균 120.51±22.77, 가족

지지는 102.03±12.93점, 돌봄 평가는 70.85±11.19점으로 나타났다. 돌봄 평가의 하

부 영역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은 21.11±7.14점, 돌봄 만족감

은 14.66±3.65점, 돌봄 숙련도는 21.15±3.38점, 돌봄 요구는 8.72±1.78점, 돌봄 영

향감은 6.88±2.88점으로 나타났다.

2.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통계량은 2.83, 자유도 2, GFI .995, AGFI 

.951, TLI .971, CFI .996, RMSEA .046로 나타나 모델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적합

하였다.

3. 돌봄 평가는 문제행동이 많을수록(β=.23, p〈.001), 신체 기능적 상태가 좋지 않을

수록(β=-.19, p=.01),  가족지지가 좋지 않을수록(β=-.26, p〈.001), 극복력이 좋지 

않을수록(β=-.16, p=.03) 높게 나타났으며 2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4. 극복력은 가족지지가 좋을수록(β=.21, p=.000), 대처가 다양할수록(β=.50, 

p〈.001) 높았으며 3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서는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가족지지와 대처의 향상을 통해 극복력의 

함양을 도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극복력의 향상이 돌봄 평가에 대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긍정적 평가를 통한 긍정적 감정은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돌봄 제공자의 가족지지와 대처, 극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에 대한 추후 반복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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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뇌종양 환자 돌봄 제공자의 돌봄 경험 평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돌봄 대

상자의 질환적 특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영한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돌봄 

대상자는 임상적으로 악성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질병의 진행과정에 차이가 커서 악

성 뇌종양 환자의 돌봄 제공자의 돌봄 평가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단일한 질병 특성을 가진 뇌종양 환자의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

행되기를 기대한다.

2. 돌봄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긍정적인 

평가가 돌봄 제공자의 건강, 심리적 상태,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돌봄 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족감이나 극복력을 향상시키는 중재의 개

발과 그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언한다. 

3. 돌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변수로서 확인된 극복력이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상태나 심리적 상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확

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극복력과 대처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고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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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related to Perceived Caregiving Appraisal of Caregivers with Adult 

Brain Tumor Patients

                                                          Kim, Tae Hee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dentified the caregiving experiences and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aregiving appraisal among caregivers of patients with brain 

tumors.

  This hypothetical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previous studies. Family care of persons with a brain tumors was used a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sele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In this 

hypothetical model, exogenous variables had two kinds of characteristics. The 

care-recipient factors were patient's physical functional and neuropsychiatric 

status. The caregiver factors were coping, resilience and family support. The 

endogenous variable was caregiving appraisal.

  Data were collected from 200 caregivers of patients with brain tumors. The 

data were analysed by SPSS Version 21.0 and AMOS 21.0. The goodness of 

fitness of the hypothetical model was demonstrated by fit indices such as χ2, 

GFI, AGFI, CFI, NFI and RMSEA. 

The finding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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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oping was 84.09±14.58, resilience score was 120.51±22.77, family 

support score was 102.03±12.93 and caregiving appraisal score was 

70.85±11.19. The scores of the caregiving appraisal subgroup were as 

follows. Caregiving burden score was 21.11±7.14, caregiving satisfaction  

score was 14.66±3.65, caregiving mastery score was 21.15±3.38, caregiving 

demand score was 8.72±1.78, caregiving impact score was 6.88±2.88.

2. Results of testing the goodness of fit with the hypothetical model was χ

2(CMIN)=2.83, CFI=.995, AGFI=.951,  TLI=.971, CFI=.996 and

RMSEA=.046. Overall fit indices were approximate with participants.

3.  Six hypothesis out of 16 hypothesis were supported.

1) The predictors of caregiving appraisal

  Problem behavior(β=.23, p〈.001), physical functional status(β=-.19, p=.01), 

family support(β=-.26, p〈.001), resilience(β=-.16, p=.03)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caregiving appraisal. These variables  explained 

29% of the total variance of caregiving appraisal among caregivers of patients 

with brain tumors .

2) The predictors of resilience 

  Family support(β=.21, p〈.001) and coping(β=.50, p〈.001)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caregiving appraisal. These variables  explained 

31% of the total variance of caregiving appraisal of caregivers of patients 

with brain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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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of coping and family 

support with resilience in influencing on caregiving appraisal. Improving coping 

and family support can make the caregiver more resilient.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resilience improving 

program influencing positive caregiving appraisal.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to improve family support, coping and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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