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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환자의 생존 기간과 투병 기간은 길어지는 반

면, 의료기관의 입원 기간 단축 경향 및 외래 기반의 진료가 증가하면

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1]. 특히 암은 

‘임종 박두’ 혹은 ‘죽음’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깊어서 암 진단과 치료가 

가족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부담은 그 어느 질병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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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difficulties of families with cancer patients, so little is known about the factors involved in the 

positive adaptation of family caregivers. We explored how caring characteristics, information satisfaction, and family function affect the positive adapta-

tion of caregivers. Methods: Cross-sectional survey within a university cancer hospital in South Korea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from 170 family 

caregiver with cancer patien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There were differences in scores for positive adaptation according to caregiver’s marital status, caring duration and patient’s treatment status, 

after diagnosis period. Positive adapt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formation satisfaction (r = 0.36, p< 0.001), decision-making engagement 

(r = 0.25, p= 0.001), and family function (r = 0.37, p< 0.001). In the final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period after cancer diagnosis (β= 1.77, p= 0.033), 

information satisfaction (β= 0.37, p= 0.005), and family function (β= 0.40, p< 0.001)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ore positive adaptation 

accounting for 25.9% for the variability. Conclusions: Period after cancer diagnosis, information satisfaction, family function was found to be a signifi-

cant predictors of positive adaptation to family caregiver for cancer patient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positive adaptation of family caregivers for 

cancer patients, a systematic strategy for improving the function of these families will be needed. In addition, with quality information guarantee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care based on positive adaptation of family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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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 이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암을 ‘가족 질환’이라고 지칭하고, 가

족 돌봄제공자들을 ‘숨겨진 환자’ 또는 ‘이차적 환자’로 비유한다[3]. 암

환자와 이들을 볼보는 가족은 암진단 직후부터 암치료 전 과정 동안, 

진단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증상에 대한 두려움, 치료의 부작용, 재

발, 전이의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매일의 삶을 적응”해 나가야 한다[4]. 

따라서, 암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대상자를 환자

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가족 돌봄제공자 역시 중요한 대상자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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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의 암 치료라는 상황이 가족 구성원에게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

을 주지는 않는다[5].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의 스트레스, 

부담감, 소진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돌봄 제공의 

긍정적 측면은 가려져 있었으나, 가족 돌봄제공자가 환자의 암 진단과 

투병과정을 함께 하면서 긍정적 적응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6,7]. 역경을 겪는 개인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인

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 중 하나로써, 구체적인 예로는 삶에 대한 성

숙, 감사, 삶의 의미, 우선순위의 변화 등이 있다[8]. 돌봄제공자의 긍정

적 적응을 다룬 연구는 돌봄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돌봄 제

공에 대한 사항을 질병 중심으로 보는 경향을 방지하여 돌봄제공자

들에게 이러한 역할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알릴 수 있다[9].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 적응 정도를 파

악하고 이와 관련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최근 개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양질

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졌다. 정보는 질병과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와 진단의 불확실성에 준비할 

수 있게 한다[10]. 치료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환자의 권리 중 하

나로, 환자들에게 잘 알고 내린 선택을 하도록 돕는 추세에 따라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치료의 전제조건이 되었고[11], 입원 중심의 

치료에서 외래 중심의 치료로 변화하면서 암환자 가족의 정보 요구도 

더욱 중요해졌다[12]. 환자와 가족들이 암의 진단과 치료, 치료 후 관리

라는 긴 여정을 거치는 동안, 각 상황에 맞는 질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다면 이들의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암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학적 의사결정은 모든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에는 의학적 의사결정이 주로 전문직 지식과 치료 기술을 가진 의료진

을 중심으로 내려졌으나, 현대는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욱 중

요해졌다. 암 치료와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족 돌봄제공자는 환

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

을 결정할 때 중요한 위치에 있다[13].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방식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

게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의학적 의사결정에서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4]. 이는 한국인들이 암환자의 의학적 결정 모델로서 환자

와 가족이 치료 결정을 공유하는 가족 결정 모델을 선호하는 것에도 

반영되어있다[14]. 가족은 가정이라는 범주 내에서 암 치료과정에 있

는 환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환자의 관점에서 치료관련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족 돌봄제공자의 의사결정 참

여는 암 치료 과정에서의 적응을 돕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로 가족은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중

요한 관계망이며, 개인들에게도 가장 유력한 지지체계이다. 한국 사회

에서는 가족의 유대관계가 더욱 밀접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이 환자를 돌보는 것을 당연시해왔다[15]. 비록 

과거에 비해 가족 중심적 관점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서구사회에 비

해서는 이러한 가족 중심의 암환자 돌봄방식은 지배적인 편이다. 개인

은 가족을 통해 내, 외적 긴장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갖게 되며 이런 완

충작용을 통해 건강과 안녕을 유지해나간다. 기능적인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지지적 관계와 원만한 상호작용, 유대감이 특징이며, 가

족체계의 변화와 위기상황에 잘 대처하여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되찾

고 균형을 유지하는 힘을 가진 가족을 의미한다[16]. 암과 같은 위중한 

질병은 가족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고 가족이 제공하는 지지 정도

가 환자의 치료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17], 

암환자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가족 돌봄제공자

의 적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를 간병하는 가족 돌봄제공자들의 돌봄 

경험을 부정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 긍정적 적응에 초점

을 두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암환자의 가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며 또한,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인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효

과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 적응수준을 

파악하고, 정보 만족도와 의사결정 참여도, 가족 기능과의 관련성 및 

긍정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일개 암병원의 외래와 입원 병동에서 암환

자를 돌보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하였

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가족의 암 진단 이후, 간병에 참여하고 있는 가

족을 대상으로 하였고, 현재 암 치료 여정 및 가족관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일개 암병원의 외래 혹은 입원 병동에서 연구보조원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자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표

출 방법으로 선정되었다. 표본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을 근거로 하

였으며,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0, 효과크기는 다중회귀분석에서 중

간 수준인 0.15, 설명 변수를 13개로 하였을 때 162명으로 산출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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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설문조사에 있어 10%의 탈락율을 고려하여 총 180부 회수를 목표

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총 179명이 연구참여에 동의하여 설문지를 작

성하였고, 설문 항목에 대해 충실히 답하지 않은 9명을 제외한 170명

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 적응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 적응은 암환자 간병가족의 삶의 질 측정 

도구인 Caregiver Quality of Life in Cancer [18]를 Rhee et al. [19]이 한

국어로 번안한 후 그 타당도를 검증한 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긍정적 적응수준은 이 도구의 하부영역 중 하나인 긍정적 

적응 영역에 해당하는 7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암환자 가족 돌봄제공자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삶에 대한 

관망, 영적인 감각, 친구와 이웃으로부터의 지원, 가족과의 관계, 질병 

회복에 대한 기대, 가족 간의 대화, 가족 간 지지에 대해 각각 답변하며 

이를 점수화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총점은 0-28점의 분포이다. 점수가 높

을수록 긍정적 적응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 긍정적 적응의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개발 당시 0.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72이었다. 

정보만족도와 의사결정 참여도 

가족 돌봄제공자들이 암 치료 과정에서 제공받은 정보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이용하였다. ‘매우 부족하다’ 0점에서부

터 ‘매우 충분하다’ 10점까지 척도화하여 측정하였다. 의사결정 참여

도 역시 ‘암 치료 과정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라

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0점에서 ‘전적으로 

참여한다’ 10점까지 답변하도록 하였다.

가족 기능

암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가족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Family AP-

GAR 도구[20]를 Kang et al. [21]이 한국어로 번안한 후 타당화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적응성, 협력성, 발전성, 애정성, 해결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아니다’ 0점, ‘대체로 그렇다’ 1점, ‘항상 그렇

다’ 2점으로 측정한다. 총점은 0-10점으로, 이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 

기능이 좋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0.86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0.82이었다.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

(IRB No. H-1205-098-410)을 받아 진행되었다. 심의 기관의 권고에 따

라 성명, 진료번호와 같은 개인식별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어떠한 이

유에서든 설문작성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린 이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해당 답변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명시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

여 설문지가 제공되었고, 어떠한 시점에서든지 연구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음을 알렸다. 대상자 스스로 설문지를 읽고 답변할 수 있는 조용

한 시간이 제공되었고, 평균 답변시간은 5-10분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IBM Corp., Armonk, NY, USA)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긍정적 적응, 정보만족도와 의사결정 참여도, 

가족 기능 정도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적응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 간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상관계수로, 암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 돌봄제공자와 암환자의 특성

가족 돌봄제공자의 61.8%는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46.12세이었다. 

기혼자가 75.9%이었고, 가족관계로는 암환자의 배우자가 44.1%로 가

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67.1%이었다. 암환자 가족을 돌

본 기간은 1년 미만이 58.2%로 답변하였으며, 매일 암환자를 돌보는 경

우가 34.7%를 차지하였고 주당 평균 간병일은 3.85일이었다. 이들 가족

이 돌보고 있는 암환자는 유방암이 54.7%로 가장 많았고, 현재 암 치

료를 받고 있는 비율은 76.5%이었으며 암 진단 후 경과 기간은 평균 

30.36개월이었다(Table 1).

정보만족도, 의사결정 참여도, 가족 기능 및 긍정적 적응수준 

가족 돌봄제공자의 정보만족도와 의사결정 참여도, 가족 기능은  

10점 만점에 각각 5.92점, 7.15점, 6.86점으로 의사결정 참여도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긍정적 적응은 28점 만점에 평균 16.51점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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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의 긍정적 적응이 유의하게 높았다. 

정보만족도, 의사결정 참여도, 가족 기능 및 긍정적 적응의 관계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 적응은 정보만족도, 의사결정 참여도, 가

족 기능과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항목은 가족 기능(r= 0.37, p< 0.001)이었고, 정보만족도(r= 0.36, p< 0.001), 

의사결정 참여도(r= 0.25, p= 0.001) 역시 긍정적 적응과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Table 3).

인구학적 특성 및 질병 특성에 따른 긍정적 적응 비교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돌봄

제공자의 결혼 유무 및 총 간병 기간, 암환자의 치료종료 여부 및 진단 

이후 기간이었다(Table 1). 기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적 

적응에 유의하게 높았다(t=2.09, p = 0.038). 간병 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 1년 이상인 가족보다 긍정적 적응이 유의하게 높았다(t =2.51, p =  

0.013). 현재 암치료 중(t=3.58, p< 0.001)인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에서, 

그리고 암 진단 후 30개월 미만(t =3.91, p< 0.001)인 가족에서 그 돌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differences of positive adapt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ositive adaptation

Mean±SD t or F       p

Family caregivers
   Gender Female 105 (61.8) 16.31±4.64 0.77 0.445

Male 65 (38.2) 16.83±4.03
   Age (y) ≤39 57 (33.5) 15.51±4.26 2.15 0.096
      (M±SD=46.12±14.10) 40-49 34 (20.0) 17.26±4.02

50-59 48 (28.2) 16.10±4.74
≥60 31 (18.2) 16.51±4.41

   Marital status Married 129 (75.9) 16.91±4.25 2.09 0.038
Non-married/Divorced 41 (24.1) 15.27±4.71

   Family relation Spouse 75 (44.1) 16.64±4.20 2.57 0.088
Children 66 (38.8) 15.76±4.20
Parents/Sibling 29 (17.1) 17.90±5.18

   Education ≤High school 56 (32.9) 16.45±4.48 0.14 0.893
≥College 114 (67.1) 16.54±4.39

   Caring duration (y) <1 99 (58.2) 17.21±4.26 2.51 0.013
≥1 71 (41.8) 15.51±4.46

   Caring day (/wk) Everyday 59 (34.7) 16.85±4.31 0.72 0.471
      (M±SD=3.85±2.59) Non-everyday 111 (65.3) 16.33±4.47
Cancer patients 
   Cancer site Breast 93 (54.7) 16.90±4.41 1.27 0.204

Others (gastric, lung etc.) 77 (45.3) 16.04±4.39
   Treatment status On going 130 (76.5) 17.16±4.20 3.58 <0.001

Finished 40 (23.5) 14.40±4.45
   After diagnosis (mon) <30 117 (68.8) 17.37±4.09 3.91 <0.001
      (M±SD=30.36±43.71) ≥30 53 (31.2) 14.62±4.55

M±SD,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information satisfaction, decision-making 
engagement, family function, and positive adaptation (n=170)

Variables Score range Mean±SD Min Max

Information satisfaction 0-10 5.92±2.47 0 10
Decision-making engagement 0-10 7.15±2.75 0 10
Family function 0-10 6.86±2.85 0 10
Positive adaptation 0-28 16.51±4.41 6 26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information satisfaction, decision-making 
engagement, family function, and positive adaptation (n=170)

Variables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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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formation satisfaction 0.30 (<0.001) 0.20 (0.009) 0.36 (<0.001)
2.  Decision-making  

    engagement
0.21 (0.007) 0.25 (0.001)

3. Family function 0.37 (<0.001)
4. Positive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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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최종확인된 모형에서 공

차 한계범위 0.58-0.98, 분산팽창인자 1.10-1.73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고, Durbin-Watson이 2.04로 확인

되어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1단계에서는 가족 돌봄제공자의 인

구학적 특성과 암환자의 질병 관련 특성 중, 집단 간 차이를 보였던 결

혼상태, 간병 기간, 현재 치료 진행 여부, 암 진단 후 기간을 더미(dum-

my) 변수로 투입하였다. 이때의 설명력은 11.0%이었고, 유의한 변수로

는 현재 치료 진행 중(β =1.72, p = 0.044)인 경우와 암 진단 후 기간이 

30개월 미만(β =2.04, p = 0.025)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정보만족

도와 의사결정 참여도를 추가하여 투입하였는데, 그 결과 설명력이 

20.0%로 증가하였다. 유의한 변수로는 암 진단 후 기간(β =1.79, 

p = 0.033), 정보만족도(β = 0.42, p = 0.002), 의사결정 참여도(β = 0.26, 

p = 0.029)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가족 기능까지 투입한 최종모형은 

25.9%의 설명력(F = 9.43, p< 0.001)을 보였고, 암 진단 후 기간(β =1.77, 

p = 0.033), 정보만족도(β = 0.37, p = 0.005), 가족 기능(β = 0.40, p< 0.001)

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고  찰

돌봄제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할 때,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

봄제공자의 긍정적 적응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는 작업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 가족 돌봄

제공자의 긍정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만족도, 의사결

정 참여도, 가족 기능을 조사하고 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 적응은 16.51점으로 같

은 도구로 2009년 터키에서 보고된 결과인 14.82점[22]과 2005년에 국

내에서 보고된 14.4 ± 5.2점[19]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었다. 가족들은 암

환자를 위한 돌봄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긍정적 변화들을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나의 삶에 대한 성숙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재고,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변화를 포함하

고 있다[8]. 암 외에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 질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

서도 돌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느끼고 삶에 대한 이해와 개

인적 성장과 같은 긍정적 변화들이 보고된 바 있다[23,24]. 따라서 암환

자를 돌보는 가족의 삶을 부정적인 차원에 편중하여 접근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적응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긍정적 적응과 관련 있는 돌봄제공자의 특성에는 결혼상태, 간병 기

간이 있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가 적응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며, 돌봄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상태인 경우 수술과 

치료에 대한 대처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긍정적 적응이 더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관련 특성에서는 암 진단 후 30개월 미만 경과자

와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인 환자의 돌봄제공자들에서 긍정적 적응이 

높았다. 이는 치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돌봄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 등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25], 질병이 만성화되

면서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자원도 소진될 수 있으므로 장기 

생존자의 가족 돌봄제공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족 돌봄제공자의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2점

으로 중간 수준이었고, 긍정적 적응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최근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for positive adaptation regressed on predictors (n=170)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p) β (p) β (p)

Marital: married 1.55 (0.040) 1.09 (0.131) 0.98 (0.159)
   (ref.: non-married/divorced)
Caring duration (y): <1 0.02 (0.979) -0.01 (0.995) -0.20 (0.788)
   (ref.: ≥1)
Treatment: on going 1.72 (0.044) 1.38 (0.088) 1.12 (0.151)
   (ref.: <finished)
After diagnosis (mon): <30 2.04 (0.025) 1.79 (0.039) 1.77 (0.033)
   (ref.: ≥30)
Information satisfaction 0.42 (0.002) 0.37 (0.005)
Decision-making engagement 0.26 (0.029) 0.19 (0.099)
Family function 0.40 (<0.001)
   Adjusted R2 0.11 0.20 0.26
   R2 change 0.09 0.06
   F (p) 6.20 (<0.001) 8.08 (<0.001) 9.43 (<0.001)

re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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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암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

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 아직까지도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를 추구하는 것은 대처전략 중 하나로 암환자와 가족

들에게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안내와 지시가 거의 없어 복잡하고 혼란

한 의료 체계 속에서 헤매게 된다[26]. Kim et al. [27]의 연구에서도 암

환자 가족 중 70-80%가 돌봄을 위한 더 많은 정보의 필요성을 호소하

였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Printz [28] 역시 1,600명의 암환자 가족의 미충족 요구를 조

사하였는데 27%의 대상자가 진단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였다. 질

병과정 및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고 질병

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의료진들은 

환자와 가족의 정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러한 필요 정보를 효

율적으로 전달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가족 돌봄제공자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10점 만점에 

7.15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긍정적 적응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한국에서 환자와 가족은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치료관련 의사

결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

을 선호하고 있다[14]. Lee et al. [13]이 암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관련 의

사결정의 주체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자의 81%가 ‘자신’이라고 답하

였고, ‘가족’이라고 답변한 비율도 52.4%이었다. 암환자 가족의 답변에

서도, 환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78.2%, 가족이 결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67.3%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치료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다소 주요한 역

할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의사결정과정에 가족 돌봄제공자들

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 적응을 촉진하였

으므로 앞으로는 환자와 가족 돌봄제공자, 의료진의 간에 상호협동적

인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가족 기능은 10점 만점에 6.86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암이라는 질병이 가족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감정

을 나누면서 친밀감이 생기고,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증진된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가족 기능이 좋을수록 가족 돌봄제공자들이 긍정

적 적응을 보였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의사소

통 개선 및 문제해결 증진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생태

학적 모델을 적용한 Shapiro et al. [29]의 연구와 Fuemmeler et al. [30]의 

연구에서도 암환아를 둔 어머니와 가족 돌봄제공자들의 적응은 가족 

기능과 모두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건전한 가족 기능은 부적응을 완

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앞으로 환자와 가족 돌봄제공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의사소통 전략과 상담, 휴지기 간호 등

을 포함한 가족기능 증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회귀분석 결과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가족 기능, 정보만족도, 암 진단 후 기간으로 이들 요인들이 총 

25.9%를 설명하였다. 가족은 전체로 기능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암과 

같은 만성질환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25]. 가족 구성

원 간의 정서적 결속을 바탕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원만한 상호작

용이 뒷받침될 때 암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기능에 이어 돌봄제공자의 정보 요

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적응을 돕는 방법이었다. 이를 위해 의료진들은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사정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 치료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성의 있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이나 정보제공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암 진단 후 기간의 경우 30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질병 요구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로 가족 돌봄제공자들이 만성적 질병에 지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겠

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에서 표본이 추출되었다는 점과 암환자가 

유방암에 편중되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결  론

암환자를 돌보는 것이 이들 가족에게는 부담을 주는 과업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적응 측면에 초점을 두고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족 기능과 함께, 암치료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

의 만족도가 이들 암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인 적응을 돕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암환자의 치료에 함께 참여

하고 있는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족 

돌봄자의 인구학적 특성뿐 아니라 암 진단 이후 기간 등의 돌봄 특성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가족 돌봄제공자가 속한 해당 가족

의 기능을 증진 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에 대해 사회적 협의가 필

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자에게 암치료 관련한 충분한 정

보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며, 가족 돌봄제공자의 긍정적 적응을 기반

으로 한 돌봄의 참여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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