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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본 연구는 아동의 희귀·난치·만성질환 중 하나인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를 대

상으로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 정도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는 담도폐쇄증 아동 부모들의 자조모임인 담우회의 협조로 부모가 담우회

에 가입하였고 자녀가 담도폐쇄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 만 1~3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

상으로 시행되었다. 2017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

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59개의 설문이 최종분석 되었다. 어머니의 가족극복

력은 Sixbey(2005)가 Walsh(1998)의 가족극복력 이론에 맞게 개발한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FRAS)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Gross와 Rocissano(1988)

가 개발한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Toddler Care Questionnaire)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변수의 특성에 따라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은 가능점수 66 ~ 264점 중 192.44(±13.52)

로 높게 나타났고, 영역별로는 최대 점수 4점 중 의사소통과정이 3.01(±0.22)로 

가장 높았고 신념체계가 2.81(±0.25)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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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가능점수 37 ~185점에서 149.44(±10.94)

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최대 점수 5점 중 의사소통능력이  4.24(±0.37)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4.06(±0.39)으로 나타났다.

3.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특성 중 카사이 수술 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167, p<0.05)가 있었다. 

4.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r=.36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극복력 하위 영역 중에

서는 조직패턴(r=.391, p<0.01)과 의사소통과정(r=.353, p<0.01)이 양육효능감과 관

련성이 있었고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의사소통능력(r=.346, p<0.01)과 교육

(r=.333, p<0.05), 발달지원(r=.302, p<0.05)이 가족극복력과 상관성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

능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가족극복력과 양육

효능감을 강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학적 접근 방법과 중재 방안들의 모색이 요

구된다. 

핵심 되는 말 : 담도폐쇄증, 어머니, 가족극복력, 양육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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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１．연구의 필요성

담도폐쇄증(Biliary atresia)은 영아의 간내 및 간외 담도를 파괴하는 진행성, 

염증성, 폐쇄성 담관병증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간경화와 간부전이 초래되

어 대부분 2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Hartley, Davenport & Kelly, 2009). 일

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발생률이 서양 국가에서보다 높지만(Hsiao et 

al., 2008) 최근 한국의 발생률 또한 신생아 10,000 명 당 1.06명으로 조사되어(Lee, 

Kim, Moon, & Ko, 2017) 매우 희귀한 질환이라 할 수 있으며 아직 그 원인 또한 명확

히 밝혀지지 않았다(한석주 외, 2011). 1959년 Kasai 등에 의해 ‘hepatic 

portoenterostomy’ 라는 카사이 수술(Kasai operation)의 성공이 최초로 보고되면

서, 현재 카사이 수술은 담도폐쇄증 치료의 표준 수술법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홍

아름, 정은영, 강유나, 최순옥, & 박우현, 2010). 그러나 카사이 수술 후에도 약 3분

의 2의 환자에서는 반복적인 담즙 정체증과 문맥압 항진, 담도염 등의 합병증으로 잦

은 입원을 경험하게 되고, 3분의 1의 환자에서는 결국 말기 간질환으로 이행됨에 따

라 간이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오정탁 외, 2013).

담도폐쇄증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은 다양한 임상 증상과 긴 투병기간으로 환

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감과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최인

희 & 신현기, 2015).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신생아의 출생은 건강한 아기의 출생

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된다. 자녀의 

출생 시 부모는 새롭게 요구되는 부모역할의 수용 및 수행, 자녀와의 성공적인 애착 

형성 등의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데(김은혜, 이선희, 이운경, 김민주, & 도현심, 

2017) 담도폐쇄증은 진단과 수술 등 주요한 치료가 주로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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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적응과정에서 부모-자녀 애착 형성 및 부모역할 획득이 지연될 수 있고 이는 아

동의 정상 성장 및 발달을 저해하여 가족을 부적응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다. 또한 

수술 이후에도 평생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만성적인 질환의 특성은 아동의 가

족에게 지속적인 역할 과중 및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가족구성원 간 상호작용이나 개별 구성원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 기능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김동희 & 임여진, 2013; 최인희 & 신현기, 2015; 박은숙, 이기형, 오

원옥, 임여진 & 조은지, 2015).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모든 가족이 부적응 상황에 처하고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잘 극복해 나가면서 더 높은 가족기능

을 하는 가족도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이 가족극복력(Family 

resilience)이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어떻게 실패하는가보다는 어떻게 성공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McCubbin & McCubbin, 1988; Patterson, 1991; 

Walsh, 1996), 만성질환 아동 가족에서 가족극복력은 아동 어머니의 긍정적 심리 자

세에 영향을 주고(박진성, 201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문제해결 능력 

향상 시키며(이임정, 방요순, & 손보영, 2015), 나아가 아동의 극복력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백경원 & 최미혜, 2006) 가족의 성공적인 적응에 영향을 주는 핵

심요인으로 매우 강조되고 있다(심미경, 2004;  기화 & 정남운, 2004; 이선애, 2004; 

이은희 & 손정민, 2008).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만성질환 아동에서 

높은 가족극복력은 가족의 적응을 촉진시키고 자녀의 양육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이란 부모 역할의 성공적인 수행이나 유능감에 

대한 믿음으로(Coleman & Karraker, 2003)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

녀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동기를 제공한다

(Johnston ＆ Mash, 1989). 양육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모에게서 양육효능감

은 부모 역할에 적응을 돕고,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자녀 양육에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

며, 부모의 양육행동과 건강증진행위와 아동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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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재, 1997, 김미숙, 2005; 안지영 & 박성연, 2001; 정남옥, 2009). 만성질환 아

동의 가족은 일시에 회복될 수 없는 질환의 특성으로 인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아동의 어머니는 양육과 간호에 대한 일차적인 책

임을 담당하면서 과중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박은숙 외, 2015) 이는 아

동의 양육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바람직한 양육행위와 

질병관리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의 만성질환과 같은 가족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담도폐쇄증은 발병시기가 출생 전 혹은 출생 직후이므로 투병기간이 길고, 반드

시 중증도가 높은 수술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질병 경과에 대한 불확

실성으로 인해 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감이 매우 큰 만성 

질환이다. 그러나 질환 자체의 희소성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

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의학적 분야에서 이루어진 

수술방법, 질병예후 등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간호학적 관심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은 성공적인 자녀양육과 질환치

료를 위한 건강관리 행위를 포함한 가족의 적응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이나 현재

까지 이들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

효능감 정도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

복력 및 양육효능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이를 강화하고 증대시킬 수 있

는 간호학적 개입 방안 모색과 방향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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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 정도와 상

관관계를 규명하고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 향상을 위

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2) 담도폐쇄증 아동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3)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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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담도폐쇄증 아동

 (1) 이론적 정의 

    영아의 담도를 파괴하는 진행성, 염증성, 폐쇄성 담관병증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간섬유화, 간경화, 간기능 부전을 초래하는 만성질환(Hartley, Davenport & Kelly, 

2009)인 담도폐쇄증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아동이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담도폐쇄증 아동 부모들의 자조모임인 담우회에 가입하였

으며 담도폐쇄증을 진단받고 치료중인 만 1~3세 아동을 의미한다. 

 2) 가족극복력(Family resilience)

 (1) 이론적 정의 

    가족극복력은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서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대처와 적응의 과정

으로 역경에서 회복하는 능력이며 위기와 난관에서도 인내하고 자체적으로 복원하고 

성장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다(Walsh, 199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ixbey(2005)가 Walsh(1998)의 가족극복력 이론에 맞게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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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2007)가 한국어로 번안한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FRAS)을 이용

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1) 이론적 정의

 

    부모 역할의 성공적인 수행이나 유능감에 대한 믿음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

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

(Coleman & Karraker, 2003)을 의미한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Gross와 Rocissano(1988)가 개발하고 이경하(2009)가 한국어로 번

안한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Toddler Care Questionnaire)를 이

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7 -

Ⅱ. 문헌 고찰

 

1．담도폐쇄증 아동과 가족의 특성 

담도폐쇄증(biliary atresia)은 영아의 간내 및 간외 담도를 파괴하는 진행성, 

염증성, 폐쇄성 담관병증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간경화와 간부전이 초래되

어 대부분 2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Hartley et al., 2009). 유럽 등 서양의 

발생률은 12,000 ~ 18,000명당 1명이며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발생

률이 서양 국가에서보다 높지만(Hsiao et al., 2008) 최근 한국의 발생률 또한 신생

아 10,000 명 당 1.06명으로 조사되어(Lee et al., 2017) 매우 희귀한 질환이라 할 

수 있다. 형태 생성의 결함 및 유전적, 감염적, 면역학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원인

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어왔으나 아직 그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한석주 

외, 2011) 주산기 문제나 가족력 없이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1813년 최초의 담도폐쇄증 예가 보고된 이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시

도 되었으나 그 결과는 매우 불량하였다. 이후 1959년 Kasai 등에 의해 ‘hepatic 

portoenterostomy’ 라는 카사이 수술(Kasai operation)의 성공이 최초로 보고되면

서, 현재 카사이 수술은 담도폐쇄증 치료의 표준 수술법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홍

아름 외, 2010). 또한 1990년대에 생체간이식의 활성화로 카사이 수술 이후에도 해결

되지 않는 담도폐쇄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담도폐쇄증의 10년 생존율은 92.9%로 2001년에 보고된 72.6%보다 현저

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오정탁 외, 2013). 

그러나 카사이 수술 후 약 3분의 2의 환자에서는 반복적인 담즙 정체증과 문맥압 

항진, 담도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잦은 입원을 경험하게 되고, 3분의 1의 환자에서

는 말기 간질환으로 이행됨에 따라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데(오정탁 외, 2013) 이



- 8 -

러한 과정에서 아동과 가족은 매우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수술기법과 

면역억제제의 발전으로 소아 간이식의 성적이 높아졌으나 이식 후에도 다양한 감염, 

면역 억제제 합병증이나 이식 후 림프증식성 질환(post-transplant lymphoproliferative 

disease) 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S. Lee & Lee, 2013) 평생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

이다.

담도폐쇄증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은 다양한 임상 증상과 긴 투병기간으로 환

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만성질환으로 투병하는 아동은 질환 자체로 인한 신체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 및 각종 검사와 관련된 통증과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발생하

는 반복적인 입원 경험은 아동에게 가족이나 의미 있는 타인과의 분리, 사회적 고립, 

사생활의 결여, 의존성, 적응장애, 죽음에 대한 염려 등을 발생시킬 수 있고 환아 자

신의 내적 욕구가 좌절되는 데에서 야기되는 분노와 상실감, 무력감 등을 느끼게 한

다. 아울러 만성질환 아동의 가족들은 아동의 만성적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 다

양한 사회,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의 역할 변화 또는 역할 과

중이 야기될 수 있고 가족구성원 간 상호작용이나 개별 가족구성원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 기능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아동이 가지고 있는 질환의 특성상 완

쾌가 요원한 상태로 이로 인한 절망감과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 등을 

경험하게 된다(김동희 & 임여진, 2013; 최인희 & 신현기, 2015, 박은숙, 2015; 노자은 

& 김현주, 2017) 특히, 아동의 어머니는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다른 가족보다 스

트레스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김은희(2005)는 담도폐쇄증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

들은 치료와 관련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적, 정서적 부담감과 우울을 경

험한다고 하였다. 담도폐쇄증 아동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하

며 발병 시기가 출생 전 혹은 출생 직후이므로 다른 질환에 비해 투병 기간이 상당이 

길어 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인 부담감이 더욱 크다. 또한, 

영·유아기에 경험하게 되는 질환의 진단과 수술, 입원치료 등은 이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야 할 부모-자녀 애착 형성 및 부모역할 획득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아동

의 성장과 발달, 가족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김은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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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담도폐쇄증은 복잡한 치료 경과를 보이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동의 

대표적인 고위험 만성 질환임에도 질환 자체의 희소성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들로 인해 현재까지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연구 또한 의학적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담도폐쇄증의 성공적인 치료와 간호를 

위해서는 이들 아동과 가족의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아동의 치료와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간호학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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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만성질환 아동 가족의 극복력

레질리언스(Resilience)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 ‘되튐’, 

‘탄성’, ‘회복력’, ‘복원력’ 등이며, 이 말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Walsh, 

1998). 1980년대, 사회과학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었음에도 유능하게 기능하는 

아동들에게 주목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위험과 역경 상황에 맞서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Patterson, 2002) 

개인의 이러한 특성을 레질리언스 즉, 극복력이라고 정의하였다. Walsh(1998)는 

극복력이 ‘위기와 도전에 반응하여 인내하고, 스스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취약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맞서 잘 견뎌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혀 상처받지 않는 

것’ 과는 개념이 다르고, 단순히 승리하는 ‘결과’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 

투쟁하는‘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가족학자들은 이러한 개인 극복력 개념을 가족 차원으로 확대하여(Sixbey, 

2005) 고위험 상황에서도 적응적인 가족의 특성을 ‘가족극복력’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의 확대는 가족의 결핍 또는 병리보다는 가족 강점과 가족 자원을 더욱 

강조하는 가족학과 긍정적 정신건강과 효과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심리학의 경향을 

반영한다(박혜란 & 전귀연, 2012). 가족극복력은 어려움에 직면한 가족이 어떻게 

실패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위기나 역경의 

경험이 단지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회복의 잠재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McCubbin & McCubbin, 1988; Patterson, 1991; Walsh, 

1996).

가족극복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Hawley 와 DeHaan(1996)은 가족이 현재 및 

장기간에 걸친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해 따르는 경로라고 

하였고,　McCubbin 과 McCubbin(1996)은 가족극복력을 고난과 위기 상황을 통과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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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타협하고 대처하며, 나아가 성장하기 위한 행동유형들과 기능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역량으로 개념화했다. Walsh(1998)는 가족극복력을 역경으로부터 더욱 

강해지고 자원이 풍부해지도록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개념화하였으며 단순히 스트레스 

사건을 다루고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에서 머무는 것뿐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고 

관계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Patterson(2002)은 가족극복력을 중요한 역경 또는 위기에 노출됨에 따라 가족이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적응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자들에 따라 가족극복력의 하위 요인 또한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데, Hawley 와 DeHaan(1996)은 극복력 있는 가족은 맥락, 발달 단계,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의 상호작용의 조합, 그리고 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전망에 따라 이러한 

조건들에 맞게 독특한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하였고 McCubbin(1993)은 

가족쉐마, 가족형태, 가족자원, 가족기능, 문제해결과 대처, 사회적지지 등을 

가족극복력의 하위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Walsh(1998)는 위기를 맞는 모든 

가족이 자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가족의 극복력을 

세 가지 영역에서의 기능으로 귀착시켜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과정을 

가족극복력의 하위요인으로 규정하였다. 

가족극복력이 어떻게 조직되어지고, 가족체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Walsh의 극복력 하위 요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신념체계(belief system)는 모든 가족기능의 핵심이며, 극복력의 강력한 

힘으로 가족에게 응집력을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위기상황과 역경을 해석하며 

행동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Walsh, 1998). 이는 다시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making meaning of adversity), 긍정적 시각(positive outlook), 초월과 

영성(transcendence and spirituality)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신념체계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가족들이 

직면하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을 달라지게 한다. 불확실한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명확화 하는 능력과 긍정적 시각은 위기나 실패를 도전으로 보고 적극적 방법으로 

위기에 접근하도록 하고, 더 쉽게 인내 하게 하며,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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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종교와 영성은 역경에 직면할 때, 이해를 넘어서는 

의미와 평안함을 제공하며, 개인적 믿음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지한다. 

둘째로 조직패턴(organizational patterns)은 가족구성원이 기능적인 단위로의 

통합을 위해 조직화되는 것으로, Walsh(1998)는 가족의 조직패턴은 유연성,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 등의 요인에 의해 구성된다고 하였다. 유연성(flexibility)은 

변화하는 발달적 환경적 요구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족에게는 

기존의 규칙과 상호작용패턴을 유지하면서도 가족의 역할을 분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연결성(connectedness)이란 가족구성원이 상황에 

따라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연합, 협력하고 지지함과 동시에 각자를 존중하며 

명확한 경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자원(social and 

economic resources)은 가족이 가족 내·외부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것으로서 

극복력이 높은 가족은 확대가족 및 친지 등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적 지지를 동원하고 

지역사회 지지 망을 구축하며 가족 주변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적절히 

사용한다. 이는 가족의 위기 시 실제적 원조와 지역사회 연결, 정보, 구체적 서비스, 

지지, 교제와 휴식을 제공하며 안전감과 결속력을 증진시킨다.

셋째로 의사소통과정(communication)은 기능적인 가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가족극복력의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Walsh(1998)는 

의사소통과정을 명확성(clarity), 개방적인 감정표현(open emotional express), 

협력적인 문제해결(collaborative problem-solving)의 과정으로 분류하였다. 

명확성이란,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의미하며, 애매한 정보들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불명확한 의사소통은 불안과 혼돈을 증가시켜 이해와 충분한 

의사결정, 진정한 관계에 대한 장벽을 만든다. 개방적인 감정표현은 가족구성원이 

서로 기쁨과 고통뿐만 아니라 희망과 두려움 등의 정서를 함께 공유하고, 상호 

공감하며 한편으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되도록 상대방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을 삼간다. 마지막으로 협력적인 문제해결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가족이 공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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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문제와 갈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극복력은 가족을 위기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자원을 가진 체계로서, 삶의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성장을 

이루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이해한다. 즉, 건강한 가족이란 문제가 없는 가족이 

아니라 위기상황에 함께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이러한 대처와 노력의 과정들을 

통하여 가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은지, 2007).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급속한 정보 사회로의 변화와 외환 

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적 어려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족 부양 문제, 외국인 

노동자나 배우자의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가족극복력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래, 최근 10여 년간 가족학을 비롯하여 사회복지학, 

간호학, 교육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혜란 & 전귀연, 2012).

이인숙 등(2002)은 한국 만성질환아 가족의 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

하고 231 가족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 가족극복력이 높은 가족은 가

족 기능이 높았으며 가족 기능은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예후에 대한 긍정적 지

각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경원과 최미혜(2006)의 연구에

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의 가족극복력은 만성질환 아동 개인의 극복력과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극복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극복력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김미옥(2001)의 연구는 장애아동가족의 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한 것으로, 가족극복력은 가족 적응에 대한 주효과를 나타낸다고 하

였다.　또한 가족극복력은 아동 어머니의 긍정적 심리 자세에 영향을 미치며(박진성 

& Jin, 2010)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임

정 et al., 2015).

이와 같이 가족극복력은 담도폐쇄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아동의 가족에게 

가족 체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가족 기능에 위기가 되는 역경 상황에서 이들을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예방과 중재 개입의 목표로서 중요한 개념적 지도가 될 수 

있어(양옥경 & 김연수, 2003)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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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성질환 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이란 부모가 자녀의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과 판단으로(Coleman & 

Karraker, 2003; Hess, Teti, & Hussey-Gardner, 2004)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이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부모의 양육에 적용시킨 것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건강행위를 변화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아동의 건강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Bandura(1982)는 자기효능감을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믿음, 또는 당면한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기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그 역할이 중요시 되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졌다고 믿기 때문에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과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잠재적으로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줄이거나 포기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신이 양육에 있어 

성공적이고 풍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으므로 양육과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성과를 낳게 되고, 어려운 도전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잘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양육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큰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양육에 

있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Coleman & Karraker, 2003; Hess et al., 2004).

학자들이 정의한 양육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면 Teti 와 Gelfand(1991)은 

양육효능감이란 효율적으로 양육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였고, Coleman 과 Karrake(1998)는 부모가 자신에 대해 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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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orsey, Klein, Forehand와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은 

양육효능감을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양육효능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부모 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양육효능감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은 이를 측정하는 척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Allen(1993)은 만 3~10세 사이의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애정, 통제, 의사소통, 교육, 전반적인 효능감 5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Elder 등(1995)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만 11~15세 

사이의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부모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부모가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2가지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Gross와 Rocissano(1988)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만 1~3세 사이의 유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사소통능력, 교육,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발달지원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은 적절한 부모 역할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면서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주며,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Teti 

& Gelfand, 1991; 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et al., 1999).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육효능감은 부모 역할에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주고(김미숙, 2005; 

안지영 & 박성연, 2001),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매개 작용을 하며(김한나 & 서소정, 2012)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수용하고 애정표현이나 필요한 도움을 많이 제공하며(윤은미, 2004),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행위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남옥, 2009; 김혜진, 2015). 또한,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방은정 & 성지현, 2013; 안선희 & 김선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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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만성질환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만성질환이 있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하고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공적인 양육행위와 적절한 건강증진행위를 하면서 가족의 위기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담도폐쇄증은 질환의 진단과 

주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생애 초 중요한 발달 시기인 영·유아기로 이 

시기에 모아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되는 발달 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위는 아동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김한나 & 서소정, 2012), 이 시기에 제공되는 

건강증진행위 또한 아동기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므로(정남옥, 2009), 만성질환을 가진 자녀의 성공적인 양육과 가족의 적응을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더욱 강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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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성질환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은 만성질환 아동 가족에게 있어 

적절한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족의 성공적인 적응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만

성질환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 가족극복력

은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에 직·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오순선, 2014)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손재익 & 김세곤, 2010; 조미경, 2011)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려

운 상황이라고 해고 가족극복력이 높다면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족극복력 개념에 기반한 극복력 강화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진

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연구들도 있다. 양옥경과 김연수(2003)는 가족의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을 촉진시켜 가족탄력성 증진시키는 부모역할 프로그램이 부

모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을 발견하였고, 안주선(2007)은 장애아동 어머

니를 대상으로 가족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가족탄력성이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 감소와 양육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왕영선과 김정

민(2013)은 발달장애 아동 가족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적용한 결과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부정적인 사고와 역기능적인 태도를 감소

시키고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아동의 장애나 만성질환과 같은 가족의 역경상황

에서 가족극복력은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켜 성공적인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가족 전체의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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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 정도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

복력 및 양육효능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이를 강화하고 증대시킬 수 있

는 간호학적 개입 방안 모색과 방향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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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１．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간의 상관관계 분석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２．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담도폐쇄증을 진단 받고 치료 중인 만 1~3세 아동의 어머니 

   2) 담도폐쇄증 아동 부모들의 자조모임인 담우회(www.ikasai.com)에 가입한 자   

   3)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

며 의사소통 및 국문해독, 설문지 응답이 가능한 자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 3.1.9.2 프로그램으로 상

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에 대한 효과크기 0.35, 검정력 0.8, 유의수준 

0.05로 산출한 결과, 필요한 대상자수는 59명이었고, 최소표본크기와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65명으로 산출하였으며 최종 연구 대상자는 5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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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구조화된 자가보고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지는 총 125문항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머니 관련 10문항, 아동 관련 12문

항, 가족극복력 66문항, 양육효능감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종교, 거주

지역,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 가구 평균 월수입,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 질

병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 자조모임 참여 정도의 10가지 항목으로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형제순위, 진단 시기, 수술 종류 및 시기, 치료의료기관, 

유지중인 치료방법, 담도폐쇄 이외 건강문제, 담도폐쇄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총 입

원 횟수, 총 입원 기간, 입원 원인 등 12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２）가족극복력

가족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ixbey(2005)가 Walsh(1998)의 가족극복력 이론에 

맞게 개발하고 김은지(2007)가 한국어로 번안한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FRAS)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신념체계, 조직패턴, 의사소통과정의 하위요인들을 각각 측정하고 있으며 

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가족의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4점 Likert식 평정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는 66점에서 264점까지 분포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극복력이 

높은 것이다. 문항 중 20, 24, 57, 62번은 역코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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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bey(2005)의 도구 개발 당시 원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0.95 였으며, 하위요인 중 신념체계는 Cronbach's α=0.82, 조직패턴은 

Cronbach's α=0.90, 의사소통은 Cronbach's α=0.99 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0이었으며, 

신념체계는 Cronbach's α=0.72, 조직패턴은 Cronbach's α=0.83, 의사소통은 

Cronbach's α=0.81 이었다.

３）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ross와 Rocissano(1988)의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Toddler Care Questionnaire)를 이경하(200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만 1~3세 사이의 유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의사소통능력, 교육,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발달지원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이어지는 5점 Likert식 평정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 범위는 37에서 

185점까지 분포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이다. 

도구 개발 당시 원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0.92이었으며,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능력은 Cronbach's α=0.86, 교육은 Cronbach's α=0.81,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Cronbach's α=0.75, 발달지원은 Cronbach's α=0.72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도구의 Cronbach's α=0.89,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능력의 

Cronbach's α=0.86, 교육은 Cronbach's α=0.78,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Cronbach's α=0.75, 발달지원은 Cronbach's α=0.7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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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의 수집은 담도폐쇄증 환아 부모들의 인터넷 자조모임인 담우회

(www.ikasai.com/)의 협조를 얻어 네이버 온라인 설문 조사로 진행하였다. 담우회 단

체장 1인의 협조를 얻어 담우회 홈페이지에 연구참여자모집문건과 온라인 설문지 링

크를 게시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참여 후에는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거부 의사가 있어 환우회에 200,000원의 기

부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사례를 대신하였으며 이는 담도폐쇄증 아동을 위한 특수분유 

지원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５．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였다.

1) 담도폐쇄증 아동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로 산출하였다.

2)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 정도는 총점과 평점의 평  

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t-test 와    

one-way ANOVA로 검정하였다.

4)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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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윤리적 고려

본 연구 수행에 앞서 세브란스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e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4-2017-0161) 담도폐쇄증 아동 부모들의 인터넷 

자조모임인 담우회의 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무기명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 포기 가능,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 개인 정보에 대한 비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명문을 제공하고 연구참여동의를 받았다. 이외 설문지 작성과 

자료보관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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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 59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19세에서 42세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34.12(±4.53)세였다.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45명(76.3%)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

었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57명(96.6%)으로 대부분을 차치하였다. 종교는 있는 경우

보다 없는 경우가 31명(52.5%)으로 약간 많았고, 거주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이 33명(55.9%)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따로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가 33명(55.9%)으로 

과반수이상이었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남편뿐인 경우가 44명(74.6%)으

로 어머니의 대부분이 가사와 아동의 주 양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

의 월평균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37명으로 62.7%, 300만원 미만이 22명으로 37.3%였

다.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자조모임 까페나 다른 담도폐쇄증 아동 부모

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34명(57.6%)으로 주치의나 전담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얻는 경

우의 25명(42.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자조모임 참여정도는 월 1회 미만이 30명

(50.8%), 월 1회 이상이 29명(49.2%)으로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경우와 자주 참여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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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59)

 특 성 구 분 실수(n) 백분율(%)

 연령(세) 35세 미만 32 54.2
35세 이상 27 45.8

 교육정도 고졸 이하 14 23.7
대졸 이상 45 76.3

 결혼상태 기혼 57 96.6
기타† 2 3.4

 종교 유 28 47.5
무 31 52.5

 직업 유 26 41.3
무 33 55.9

 거주지역 서울,인천,경기 33 55.9
그 외  지역 26 44.1

 가구평균월수입 300만원 미만 22 37.3
 (만원) 300만원 이상 37 62.7

 자녀양육에 남편 44 74.6
 도움을 주는 사람 남편 이외 다른 도움자 있음‡ 15 25.4

 질병치료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문의 25 42.4

 정보를 얻는 방법 비의료인에게 문의§ 34 57.6

 자조모임 월 1회 미만 30 50.8

 참여정도 월 1회 이상 29 49.2

† 미혼,이혼,별거,사별

‡ 조부모, 도움교사 등

§ 자조모임 까페나 다른 담도폐쇄증 아동 부모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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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담도폐쇄증 아동의 일반적 특성

    담도폐쇄증 아동 59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아동의 평균연령은 26.43(±8.40)개월이었으며, 성별은 여아가 39명으로 66.1%를 

차지하였다. 형제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39명(66.1%), 둘째 이상인 경우가 20명(33.9%)

으로 나타났다. 담도폐쇄증 진단 시기는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가 28명으로 가

장 많은 47.5%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1개월 미만인 경우가 12명(20.3%)으로 나타났

다. 또한 카사이 수술 시기는 질병 진단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여 3개월 미만이 

52명(88.1%), 3개월 이상이 7명(11.9%)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받은 수술은 카사이 수

술만 받은 경우가 42명(71.2%), 카사이 수술 이후에 간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가 16명

(25.4%)으로 나타났으며 간이식 수술의 시기는 12개월 미만이 81.25%를 차지하였다. 

치료 의료기관은 2명(3.4%)을 제외한 57명(96.6%)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유지중인 치료방법은 3개월 이상 간격으로 외래통원 

치료가 33명(55.6%)으로 가장 많았지만 3개월 미만 간격으로 외래통원 치료를 받는 

그룹도 22명(39.3%)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담도폐쇄증 이외 건강문제는 따로 

없다고 답한 경우가 49명(83.1%)으로 많았고, 담도폐쇄 합병증 또한 없다고 답한 경

우가 34명으로 57.6%였으나 42.4%의 아동에서는 간경화, 간부전, 정맥류 출혈, 재발

성 담도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있다고 답하였다. 대상자 59명 모두가 수술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었으며 수술 이외 사유로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도 52명으로 88.1%에 

달하였다. 총입원 횟수는 3회 이하가 23명(39.0%), 4회 이상이 36명(61.0%)이었으며 

총입원 기간은 3개월 미만인 경우가 29명(49.2%), 3개월 이상인 경우가 30명(50.8%)

으로 나타났다. 입원사유로는 카사이 수술 후 가장 흔한 합병증인 담도염이 32명

(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감기, 장염 등 담도폐쇄 관련 질환이 아닌 경우

도 32명(61.5%)으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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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담도폐쇄증 아동의 일반적 특성                                           (n=59)

 특 성  구 분 실 수(n) 백분율(%)  Mean±SD 범 위

 연령(개월)  12개월 이상 ~ 24개월 이하 25 42.4 26.43±8.40 12~36

 25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34 57.6

 성별  남 20 33.9

 여 39 66.1

 형제순위  첫째 39 66.1

 둘째 이상 20 33.9

 진단시기  1개월 미만 12 20.3 1.89±0.82

 (개월)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11 18.7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8 47.5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5 8.5

 4개월 이상 3 5

 수술 종류  카사이 수술만 받음 42 71.2

 카사이 수술 후 간이식 받음 16 25.4

 기타† 1 1.6

 카사이수술시기  3개월 미만 52 88.1 1.96±0.91

 (개월)  3개월 이상 7 11.9

 간이식수술시기  12개월 미만 13(16명중) 81.25 11.19±7.03 6~36

 (개월)  12개월 이상 3(16명중) 18.75

 담도폐쇄   유 25 42.4

 합병증  무 34 57.6

 담도폐쇄 이외  유 10 16.9

 건강문제  무 49 83.1

 † 카사이 재수술 2회 후 간이식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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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담도폐쇄증 아동의 일반적 특성(계속)                                     (n=59)

 특 성  구 분 실 수(n) 백분율(%)  Mean±SD 범 위
  

 유지중인  3개월 미만 간격으로 외래통원 22 37.3

 치료방법  3개월 이상 간격으로 외래통원 33 55.6

 기타‡ 4 6.8

 치료의료기관  서울,인천,경기 57 96.6

 지역  그 외 지역 2 3.4

 수술 이외  유 52 88.1

 입원 유무  무 7 11.9

 총입원 횟수  3회 이하 23 39.0

 (회)  4회 이상 36 61.0

 총입원 기간  3개월 미만 29 49.2

 (개월)  3개월 이상 30 50.8

 수술이외  담도염 32 61.5

 입원사유§  정맥류 4 7.7

 복수 4 7.7

 기타(감기,장염,시술 등) 32 61.5

 ‡ 합병증으로 입원치료 중, 가정에서 정맥주입 항생제 치료 중, 이식대기 중 등 
 § 중복응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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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 점수는 <표 3>과 같다.

    가족극복력 총점의 평균은 가능점수 66 ~ 264점에서 192.44(±13.52)로 나타났으

며 이는 항목별 평점 최대 4점 중 평균 2.92(±0.21)이었다. 이를 영역별로 분석하면 

의사소통과정이 3.01(±0.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조직패턴(2.92±0.24), 신념체계 

(2.81±0.25)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과정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명확화와 상호협력

적 문제해결이 3.10(±0.26), 3.10(±0.33)로 개방적 감정표현(2.83±0.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직패턴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연결성이 3.23(±0.28)로 가장 높은 반면 

사회·경제적 자원은 2.81(±0.26)로 낮게 나타났다. 신념체계의 하위 영역에서는 긍

정적 시각(3.11±0.28)이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2.88±0.26)와 초월과 영성(2.12±0.7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                                         (n=59) 

영  역 (문항수) 평점평균(±표준편차) 총점평균(±표준편차)
               

    신념체계(19)         2.81(±0.25)        53.34(±4.75)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8)         2.88(±0.26)        23.05(±2.07)

      긍정적 시각(7)         3.11(±0.28)        21.80(±1.99)

      초월과 영성(4)         2.12(±0.70)         8.49(±2.80)

    조직패턴(27)         2.92(±0.24)        78.92(±6.35)

      유연성(5)         2.94(±0.34)        14.69(±1.72)

      연결성(6)         3.23(±0.28)        19.37(±1.67)

      사회경제적 자원(16)         2.81(±0.26)        44.85(±4.14)
  

    의사소통과정(20)         3.01(±0.22)        60.36(±4.43)

      명확화(7)         3.10(±0.26)        21.72(±1.85)

      개방적 감정표현(6)         2.83(±0.22)        16.97(±1.33)

      상호협력적 문제해결(7)            3.10(±0.33)        21.68(±2.34)

    가족극복력 총계(66)         2.92(±0.21)      192.4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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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점수는 <표 4>와 같다.

    양육효능감 총점의 평균은 가능점수 37~185점에서 149.44(±10.94)로 나타났으며 

이는 항목별 평점 최대 5점 중 평균 4.04(±0.30)였다.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는 의사

소통능력이 4.24(±0.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4.06±0.39), 

발달지원(4.00±0.38), 교육에 관한 영역(3.72±0.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n=59)

영  역 (문항수) 평점평균(±표준편차) 총점평균(±표준편차) 
             

    의사소통능력(12)        4.24(±0.37)       　50.85(±4.48)

    교육(8)        3.72(±0.41)      　 26.05(±2.84)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9)        4.06(±0.39)      　 36.53(±3.60)

    발달지원(8)        4.00(±0.38)     　  32.03(±3.01)

    양육효능감 총계(37)        4.04(±0.30)      149.44(±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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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가족극복력(t=-.251, p=.803)과 양육효능감(t=.140, p=.889)

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에 따른 가족극복력(t=-.748, p=.458)

과 양육효능감(t=-.366, p=.716)은 고졸 이하에서보다 대졸 이상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

고 결혼상태에 따른 가족극복력(t=.522, p=.603)과 양육효능감(t=1.661, p=.102)은 기

혼인 경우가 그 외의 경우에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평균 월수입에 따른 가족극복

력(t=-.728, p=.470)과 양육효능감(t=-1.152, p=.254)은 3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300

만원 이상이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 외 종교 유무, 직업 유무, 거주지역, 배우자 외 자녀양육 도움자 유무, 질병과 관련

된 정보를 얻는 방법, 자조모임 참여 정도 등에서도 변수들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 32 -

† 미혼, 이혼, 기타

<표 5>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극복력, 양육효능감   (n=59)

특 성   구 분 실수(n)
가족극복력　 양육효능감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연령  35세 미만   32    192.03(±13.30)      -.251(.803)    149.63(±11.39)      .140(.889)

(세)  35세 이상   27 192.93(±14.02) 149.22(±10.61)

교육정도  고졸이하   14 190.07(±10.62)   -.748(.458)  148.50(±11.69)   -.366(.716)

 대졸이상   45 193.18(±14.41)  149.73(±10.82)

결혼상태  기혼   57 192.61(±13.72)     .522(.603)  149.88(±10.85)    1.661(.102)

 기타†    2 187.50(± 3.54)  137.00(± 5.66)

종교  유   28 193.89(±13.89)     .781(.438)  148.54(±10.65)   -.601(.551)

 무   31 191.13(±13.27)  150.26(±11.30)

직업  유   26 192.65(±14.30)     .107(.916)  148.42(± 9.90)   -.631(.531)

 무   33 192.27(±13.15)  150.24(±11.96)

거주지역  서울,인천,경기   33 190.97(±14.01)  -.940(.351)  148.79(±11.28)   -.513(.610)

 그 외 지역   26 194.31(±12.91)  150.27(±10.66)

가구평균월수입  300만원 미만   22 190.77(±11.44)  -.728(.470)  147.32(±11.22)   -1.152(.254)

(만원)  300만원 이상   37 193.43(±14.68)  150.70(±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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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도움교사 

§ 자조모임 까페나 다른 담도폐쇄증 아동 부모에게 문의

<표 5>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극복력, 양육효능감(계속)   (n=59)

특 성   구 분 실수(n)
가족극복력　 양육효능감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

 남편   44 192.57(±12.74)   .123(.903) 149.82(±11.07)     .451(.654)

 남편 이외 다른 도움자 있음‡   15 192.07(±16.09) 148.33(±10.84)

질병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

 의료인에게 문의   25   193.20(±14.14)     .367(.715)   149.24(±12.62)     -.120(.905)

 비의료인에게 문의§   34   191.88(±13.24) 149.59(± 9.72)

자조모임 참여정도  월 1 회 미만   30 192.30(±15.52)  -.081(.936)   148.10(± 9.15)   -.957(.343)

 월 1 회 이상   29 192.59(±11.38)   150.8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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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도폐쇄증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극복력, 양육효

능감

    담도폐쇄증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가족극복력(t=1.394, p=.169)과 양육효능감(t=-.096, p=.924)

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가족극복력(t=.774, p=.442)과 

양육효능감(t=.479, p=.634) 또한 차이가 없었다. 그 외 형제순위, 치료 중인 의료

기관의 지역, 유지중인 치료방법 등에서도 변수들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변수 중 유일하게 카사이 수술 시기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t= 2.167, 

p=.034)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

았더라도 진단 시기에 따른 가족극복력(t=.942, p=.350)과 양육효능감(t=1.678,  

p=.099)은 진단시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높았고 수술종류는 카사이 수술만 받은 

경우가 카사이 수술 후 간이식을 받은 경우보다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총 입원 횟수는 3회 이하인 경우가 4회 이상인 경우보다 가족극복력

(t=.095,  p=.924)과 양육효능감(t=.603,  p=.549)이 높게 났으며, 총 입원기간 또

한 3개월 미만으로 기간이 짧은 경우에서 가족극복력(t=.598,  p=.552)과 양육효능

감(t=.100,  p=.921)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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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이 재수술 2회 후 간이식 기 ,  *　p＜0.05

<표 6> 담도폐쇄증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극복력, 양육효능감   (n=59)

특 성   구 분 실수(n)
가족극복력　 양육효능감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연령  12개월 이상 ~ 24개월 이하     25  195.28(±13.01)       1.394(.169)  149.28(± 8.90)      -.096(.924)

(개월)  25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34  190.35(±13.70)  149.82(±12.36)

성별  남     20  194.35(±12.13)      .774(.442)  150.40(±10.11)     .479(.634)

 여     39  191.46(±14.24)  148.95(±11.44)

형제순위  첫째     39  192.82(±14.59)      .299(.766)  150.13(±11.96)     .671(.766)

 둘째 이상     20  191.70(±11.46)  148.10(± 8.74)

진단시기  3 개월 미만     51  193.10(±13.20)      .942(.350)  150.37(±10.50)    1.678(.099)

(개월)  3 개월 이상      8  188.25(±15.74)  143.50(±12.55)

수술종류  카사이 수술만 받음     42  193.19(±14.29)     1.871(.164)  149.40(± 8.500)     .479(.622)

 카사이 수술 후 간이식 받음     16  189.13(±10.23)  148.88(±16.045)

 기타†      1  214.00  160.00

카사이 수술시기  3 개월 미만     52  192.88(±13.16)      .684(.497)  150.54(±10.47)    2.167*(.034)

(개월)  3 개월 이상      7  189.14(±16.78)  141.29(±11.74)

간이식 수술시기  12개월 미만 13(16명중)  189.38(±11.39)      .204(.841)  149.08(±15.92)      .101(.921)

(개월)  12개월 이상  3(16명중)  188.00(± 2.00)  148.0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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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증으로 입원치료 , 가정에서 정맥주입 항생제 치료 , 이식 기  등

<표 6> 담도폐쇄증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극복력, 양육효능감(계속)   (n=59)

특 성   구 분 실수(n)
가족극복력　 양육효능감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담도폐쇄  유   25   194.48(±13.94)       .993(.325)   150.60(±11.51)       .695(.490)

합병증  무   34   190.94(±13.22)   148.59(±10.60)

담도폐쇄 이외  유   10   187.90(±12.83)  -1.169(.247)   146.60(± 8.60)    -.900(.372)

건강문제  무   49   193.37(±13.60)   150.02(±11.35)

유지중인  3개월 미만 간격으로 외래통원   22   190.05(±11.69)      1.137(.328)   149.27(±13.51)       .015(.986)

치료방법  3개월 이상 간격으로 외래통원   33   193.03(±14.51)   149.64(± 9.22)

 기타‡    4   200.75(±14.01)   148.75(±11.35)

치료의료기관  서울, 인천, 경기   57   191.98(±13.48)   -1.401(.167)   149.21(±11.00)    -.861(.393)

지역  그 외 지역    2   205.50(± 9.19)   156.00(± 8.49)

수술 이외   유   52   192.63(±14.09)     .298(.767)   149.48(±11.29)     .076(.940)

입원 유무  무    7   191.00(± 8.87)   149.14(± 8.51)

총입원 횟수  3회 이하   23   192.65(±11.81)     .095(.924)   150.52(± 8.20)     .603(.549)

(회)  4회 이상   36   192.31(±14.68)   148.75(±12.44)

총입원 기간  3개월 미만   29   193.52(±13.55)     .598(.552)   149.59(± 8.38)     .100(.921)

(개월)  3개월 이상   30   191.40(±13.89)   149.3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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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의 상관

관계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r=.36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극복력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조직패턴(r=.391, p<0.01)과 의사소통과정

(r=.353, p<0.01)이 양육효능감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의사소통능력(r=.346, p<0.01)과 교육(r=.333, p<0.05), 발달

지원(r=.302, p<0.05)이 가족극복력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에는 가족극복력 하위영역 중 조

직패턴이 양육효능감의 의사소통능력(r=.367, p<0.01)과 발달지원(r=.357, p<0.01), 

교육(r=.350, p<0.01) 영역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가족극복력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과정 또한 양육효능감의 의사소통능력(r=.341, p<0.01)과 교육(r=.272, 

p<0.05) 영역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어 두 변수들의 하위 영역들 또한 서로 유의미

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8 -

 <표 7>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                                                (n=59) 

   V1. V1-1 V1-2 V1-3    V2. V2-1 V2-2 V2-3 V2-4

r(p) r(p) r(p) r(p) r(p) r(p) r(p) r(p) r(p)

V1. 가족 극복력 1

  V1-1. 신념체계 .835**(.000) 1

  V1-2. 조직패턴 .920**(.000) .642**(.000) 1

  V1-3. 의사소통과정 .860**(.000) .585**(.000) .715**(.000) 1

V2. 양육 효능감 .368**(.004) .216(.100) .391**(.002) .353**(.006) 1

  V2-1. 의사소통능력 .346**(.007) .210(.110) .367**(.004) .341**(.008) .825**(.000) 1

  V2-2. 교육 .333**(.010) .236(.072) .350**(.007) .272*(.037) .780**(.000) .494**(.000) 1

  V2-3.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141(.288) .079(.551) .108(.414) .195(.138) .678**(.000) .304*(.019) .524**(.000) 1

  V2-4. 발달지원 .302*(.020) .153(.246) .357**(.005) .254(.052) .720**(.000) .562**(.000) .423*(.001) .240(.067) 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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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담도폐쇄증 아동 부모들의 자조모임인 담우회(www.ikasai.com)에 

가입한 만 1~3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

력과 양육효능감 정도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담도폐쇄증 아동 어

머니의 가족극복력 및 양육효능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이를 강화하

고 향상시킬 수 중재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서 결과를 중심

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은 

192.44(±13.52)로 측정도구의 점수 범위가 66 ~ 264점인 것으로 보아 본 연구 대

상자의 가족극복력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발달

장애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을 측정한(오순선, 2014) 179.5(±26.5)와 정신분열

병 환자 가족의 극복력을 측정한 김은지(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180.63(±18.2), 

치매노인 부양 가족의 가족극복력을 측정한(장혜영 & 이명선, 2013) 

183.63(±24.5), 이혼여성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가족극복력을 측정한(김경순, 

2010) 189.02(±25.3)보다도 높은 것이었다. 이는 담도폐쇄증의 질병 특성이 겉으

로 드러나는 장애나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 손상 등은 없어 비교적 건강한 아동과 

같은 성장, 발달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들이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족이 역경상황에 대처하고 극

복하는 과정을 통해 이미 높은 극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가족극복력 세 가지 하위영역 중에서는 의사소통과정이 가능점수 1~4점 중 평

점평균 3.01(±0.22)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다음이 조직패턴, 신념체계 

순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가족기능에 필수적(양옥경, 최명민, 2001)

으로 담도폐쇄증 아동 가족들은 원활한 의사소통은 가족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과정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명확화와 상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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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 문제해결이 동등하게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개방적 감정표현은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을 측정한 오순선(2014)의 연구

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이들 가족들이 의사소통 할 

때,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추구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 비하여 구성원 서로의 정서를 함께 

공유하고, 상호 공감하는 것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패턴의 하위 영

역 중에서는 연결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김경

순, 2010; 오순선, 2014)과도 동일한 결과로 가족구성원들이 상호협력하고 지지하

면서 구성원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기능적인 단위로의 통합 과정에서 중

요한 부분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신념체계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긍정적 

시각과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는 높은 반면, 초월과 영성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낮게 측정되었는데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중 종교가 없는 경우가 52.5%인 것

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담도폐쇄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가능점수 37 ~ 

185점에서 149.44(±10.94)으로 나타나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다문화가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측정한(민성혜, 김경은, & 김리진, 2011) 125.8(±20.72)보

다는 높았고, 건강한 유아기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들(이경하, 

2009; 손수민, 2010; 김금숙, 2011)과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질환이 없는 유

아기 아동 어머니와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이 발달지원과 교육 영역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건강한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경하, 2009; 김금숙,2011)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기가 언어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로 어휘

의 습득과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신체적 성장이 영아기처럼 급

속도로 일어나지는 않으나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발달하는 시기(조복희, 2006)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

면서 이와 관련된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한 것으로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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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중 교육정도에 따른 가족극복

력과 양육효능감은 고졸 이하에서보다 대졸 이상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고 결혼상

태에 따른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은 기혼인 경우가 그 외의 경우에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평균 월수입에 따른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은 3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300만원 이상이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가구의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여러 연구(안선희, 

김선영, 2004;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이임정, 방요순, & 손보영, 2015)

들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은 담도폐쇄증의 희소성으로 인해 연구의 대상자 수가 적은 것 때문으로 사료

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를 자조모임에 가입한 자 중 편의 추출한 점을 감안

하였을 때 자조모임 참여가 대상자에게 정서적지지, 정보공유를 통하여 문제를 해

결하고 극복하는 역량을 강화하고(김예리, 2009)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낮추어 자

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을 향상(강민정, 2010)시켜 그룹 간 가족극복력과 양육효

능감의 차이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동의 일반적 특성으로 담도폐쇄증 진단 시기는 2

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가 47.5%를 차지하였고, 카사이 수술 시기 또한 질병 

진단시기와 거의 비슷하여 진단과 동시에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는데 이는 국내 연구결과(오정탁 외, 2013)에서 나타난 평균 입원 나이 60.1일

(±31.4), 카사이 수술 시기 66.2일(±28.7)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치료 의료기

관은 96.6%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

였는데 이는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인 55.9%와 큰 차이가 있었으며, 유지중인 

치료방법은 3개월 이상 간격으로 외래통원 치료가 가장 많았지만 3개월 미만 간

격으로 외래통원 치료를 받는 그룹도 높은 빈도를 나타내어 많은 수의 아동과 가

족들이 치료를 위하여 잦은 원거리 이동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였다.

    담도폐쇄증 아동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일하게 카사이 수술 시기에 따른 양육

효능감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

미하지 않았더라도 카사이 수술 시기에 따른 가족극복력 또한 수술 시기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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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고, 진단 시기에 따른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 역시 

진단시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높았으며, 수술종류는 카사이 수술만 받은 경우

가 카사이 수술 후 간이식을 받은 경우보다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총 입원 횟수는 3회 이하인 경우가 4회 이상인 경우보다 가족극복

력과 양육효능감이 높게 났으며, 총 입원기간 또한 3개월 미만으로 기간이 짧은 

경우에서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의 진

단과 수술 시기가 빠르고 카사이 수술만으로 유지가 잘 되면서 입원이 덜 필요한 

아동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질환에 대한 예후를 좋게 기대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이는 아동의 장애정도나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의 질병전망이 좋을수록 어머

니의 가족극복력이 높다는 연구(정은하, 2014; 이선애, 2004)와 뇌전증 아동 어

머니가 인지한 아동의 중증도 정도가 낮은 경우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이새봄

(201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질병의 진단과 수술 시기

가 늦거나 질환 치료의 경과가 좋지 않은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극

복력과 양육효능감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

로 가족극복력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오순선(2014)의 연구 

결과와 학령전기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미경(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

치하는 것으로 가족극복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또한 높아 스스로 자

녀 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으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녀 양육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족이 높은 극복력을 가지게 되면서 질병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가족극복력

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조직패턴과 의사소통과정이 양육효능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에서도 의사소통능력과 교육, 발

달지원이 가족극복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들의 하위 영역들 또

한 서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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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질환 아동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담도폐쇄증 아동 부모들의 자조모임인 담우회에 가입하였고 자녀

가 담도폐쇄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 만 1~3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대상자 추출 과정에서 자조모임 참여에 적극

적이고 온라인 접근이 용이한 대상자 위주로 자료수집이 되었을 연구의 제한점이 

있지만 희귀·난치·만성 질환인 담도폐쇄증 어머니의 긍정적 측면인 가족극복력

과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첫 

시도임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담도폐쇄증 아동의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의 선행변인인 대상자의 특성과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

함으로써 추후 이들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 개

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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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희귀·난치·만성 질환 중 하나인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

를 대상으로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의 차이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담도폐쇄증 아동 부모들의 자조모임인 담우회의 협조로 부모가 담우회에 가

입하였고 자녀가 담도폐쇄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 만 1~3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

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총 59개의 설문이 최종분석 되었다. 가족극복력 측정을 위해 Sixbey(2005)가 

Walsh(1998)의 가족극복력 이론에 맞게 개발한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FRAS)을 사용하였고 양육효능감은 Gross와 Rocissano(1988; 1998)가 개발

한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Toddler Care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의사소통과정이 가장 높은 점수를, 신념체계 영역이 가

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대상자 가족들이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명확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잘 하지만 역경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해 

명확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종교와 영성의 도움을 받아 평안함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얻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양육효능감은 중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의사소통능

력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발달지원과 교육에 관한 영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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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 연구가 1~3세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유아기의 특성을 반영되었으며,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들 

역시 건강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아동과의 의사소통

에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특성 중 카사이 수술 시기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나타나 아동의 질병 관련 특성 중 수술 

시기가 상대적으로 빨라 어머니가 아동의 질병 예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양육

효능감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상대적으로 질병의 진단과 수술 시기가 늦거나 

치료의 경과가 좋지 않은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

감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극복력 하위 영역 중에서

는 조직패턴과 의사소통과정이 양육효능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구

성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적인 단위로 잘 조직되고 가족 내·외의 자원을 잘 

활용하며 가족들 간에 효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높은 가족극복력을 

가지는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육효능감의 하

위 영역 중에서도 의사소통능력과 교육, 발달지원이 가족극복력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나 자신이 자녀의 생각이나 요구를 이해하고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전달

하는 능력이 있으며 양육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을 

지도할 수 있으며 자녀의 발달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지각하는 어머

니는 가족극복력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의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첫 연구로서, 

향후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을 강화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모색과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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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간호연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한다.

    첫째, 본 연구가 담도폐쇄증 아동 부모들의 자조모임을 통하여 만 1~3세 자

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법으로 이루어져 대상자가 제한

적인 것과 관련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담도폐쇄증 아동의 가족구성원 모두를 포함

하는 가족극복력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담도폐쇄증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의 극복력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아동의 다양한 만성질환과 발달단계에 따라 광범위한 대상자를 포함하

여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담도폐쇄증 아동 어머니의 가족극복력과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

는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다섯째, 자조모임에 대한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요

구된다.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인 담도폐쇄증 아동 부모들이 질병과 관련된 정

보를 자조모임에서 얻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질병에 대한 전문지식

을 갖춘 전문간호사 등 의료진이 자조모임에 개입하여 상담, 교육, 정서적 지지

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 및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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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relation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Parenting 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Biliary atresia

Lee, Dong Eun

Child Health Nursing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parenting 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biliary atresia, a rare, incurable, and 

chronic disease found in children.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cooperation of “Damwoohoe”, a parents' 

self-help group of children with biliary atresia.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mothers of 1- to 3-year-old children whose parents were admitted to the “Damwoohoe” 

and whose children were treated for biliary atresia. From May to December of 2017,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 total of 59 

questionnaires were finally analyzed. Mothers' family resilience was measured using the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Sixbey, 2005), and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was measured using the Toddler Care Questionnaire(Gross & Rocissano, 198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using the SPSS/WIN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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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ean score was 192.44 (± 13.52) out of possible score of 66 ~ 264 in family 

resilience in mothers of children with biliary atresia. In sub-domains of family 

resilience, the highest score was communication (3.01 ± 0.22), and the lowest was 

belief system (2.81 ± 0.25).

2. The mean score was 149.44 (± 10.94) out of possible score of 37 ~ 185 in 

parental 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biliary atresia. In sub-domains of 

parental efficacy, the highest score was communication ability (4.24 ± 0.37), and 

the score of ability to parent healthily was 4.06 (± 0.39).

3.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of children with biliary atresia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 = 2.167, p < 0.05) according to the time of Kasai operation 

among child characteristics.

4.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istical correlation (r = .368, p < 0.01)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parenting 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biliary atresia. 

Among the sub-domains of family resilience, organizational pattern (r = .391, p < 

0.01) and communication (r = .353, p < 0.01) were related to parenting efficacy (r 

= .346, p < 0.01). Among the sub-domains of parenting efficacy, education (r = 

.333, p < 0.05) and development support (r = .302, p < 0.05) were correlated with 

family resilience.

  In conclusion, family resilience and parenting 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biliary atresia are statistically correlated. Therefore,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endeavor toward a nursing approach and intervention plans that can 

strengthen and improve family resilience and parent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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