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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stress and quality
of life, and the function of social support, theoretically considere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stres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family caregiver of chronic
inpatient.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from 139 family caregivers
of chronic inpatients in the C university hospital and analysed using the SPSS program.
The first, second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Gamma. Partial Gamma was used to test
the third hypotheses. Patterns of elaboration described by Babbie(1986) were selected to
interpret the relationship of the three variable analyses. Results: First,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role stress and quality of life(Gamma=- .379, P= .025 ) a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Gamma= .51, P= .001).
Thus the first, second hypotheses were supported. Second, when social support was
controlled,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stress and quality of life decreased under the both
conditions of low social support and high social support. Conclusion: the result showed
that role stress and quality of life had a negative relationship, social support an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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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ife had a positive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role
stress and quality of life. Therefore, nurses need to develop social support strategies to
reduce role stress and to improve quality of life among family caregivers.
Key words : 만성질환, 가족, 사회적 지지, 역할 스트레스, 삶의 질

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무엇보다도 유용한

Ⅰ. 서 론

개념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들의 역할스트레스
와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기능을

1. 연구의 필요성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 과학화로 인해 의료기

지금까지 이루어진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술이 첨단화되면서 인간수명이 연장되고 질병

삶의 질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양상도 변화를 가져와 급성질환은 감소되고

지지와 삶의 질은 중정도의 순상관으로 나타

만성질환이 증가됨에 따라 만성질환자 가족의

나 (Suh & Oh, 1993; Park, Lee, & Park,

수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만성질환자 가족

1998; Seung, 2000) 사회적 지지정도가 많을

은 환자를 돌보는 역할과 관련되어 만성적 스

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트레스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신체적 건강문제

다. 그러나 역할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를

와 피로, 부담감, 고립감 및 좌절감 등의 정

밝힌 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역할스트레스가

신․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어

건강상태 (Kwon, 2002)나, 사회적 지지 (Park

려움은 결국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안

& Park, 2001)와 각각 역상관을 나타냈으므로

녕 곧 삶의 질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삶

사회적 지지정도에 따라 역할스트레스가 감소

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Oberst, Thomas,

되고 건강상태가 호전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Gass, & Ward, 1989). 삶의 질이란 주로 사회

있었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에서는 두 변인간

학에서 유래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안녕과 복

의 관계들 즉 역할 스트레스 혹은 부담감과

지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포괄적이고

삶의 질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역할 스트레스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혹은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그쳤으

되고 있다 (Alexander & Willems, 1981),

므로 사회적 지지가 역할 스트레스와 삶의 질

사회적 지지는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충

관계에 개입된다는 Lin(1986)의 상호작용적

격을 감소 또는 완충시킬 수 있으므로 개인의

완충효과나 역할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문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감소는 결과적으로 삶

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는

의 질을 감소시킨다는 Wheaton(1985)의 매개

측면 (Cobb, 1976; House, 1981)에서 뿐만 아

적 설명변수로서의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확

니라 가족들이 장기간 환자를 간호하면서 가

인할 수는 없었으므로 이를 확인해서 간호중

족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재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Barusch와

따라서 본 연구는 입원한 만성질환자를 돌

Spaid (1989)도 사회적 지지가 만성질환자 가

보는 가족원의 역할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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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고 가족원 역할스트

가 수정․보완한 대인 관계적 지지의 지각척

레스와 삶의 질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매개변수로서의 기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
다.

3) 삶의 질
인간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생에 대
한 만족 정도를 의미하며 (Andrews & Withey,

2. 연구 목적

1976). 본 연구에서는 Andrews와 Withey (1976)
1) 입원한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역

의 삶의 질 도구를 기초로 Jeung (1992)가 수

할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정도

정․보완한 삶의 질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

를 파악한다.

한다.

2) 입원한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역
할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의 관
계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3. 가설

1. 연구 설계

1) 입원한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역할

연구 설계는 입원한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스트레스가 많은 대상자가 적은 대상자보

가족구성원의 부담감이나 역할스트레스, 삶의

다 삶의 질이 낮을 것이다

질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적

2) 입원한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사회
적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의 정도가

변수로서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상
관 연구이다.

높을 것이다
3) 사회적 지지를 통제할 때 역할스트레스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삶의 질과의 관계는 낮아질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하고 있는 C대학
교 병원에 내과적 질환 즉, 만성순환기질환,

4. 용어의 정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신장질환, 내분비대사질
1) 역할스트레스

환, 만성소화기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1주일

역할 의무를 성취하기 어렵게 하는 상황에

이상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주로 돌보

대한 수행자의 지각을 의미하며 (Hardy &

는 가족 구성원중의 한 사람이다. 자료 수집은

Hardy, 1988), 본 연구에서는 Yang (1992)가

2004년 7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질문지를

개발한 역할스트레스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

사용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

수를 말한다.

를 허락한 총 139명의 가족 구성원에게 질문
지의 내용을 설명한 후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

2) 사회적 지지

으며,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대상자는 본

가족(배우자, 형제, 자녀, 부모)에 의해 제공

연구자가 직접 면접법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된 정서적, 존경, 소속감 및 도구적 지지를 의미
하며 (Cobb, 1976), 본 연구에서는 Seo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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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각 변인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점수가

3. 연구 도구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서열척

1) 역할 스트레스

도로 측정된 자료의 상관도를 검증하기 위해

역할 스트레스 측정은 선행연구들 (Archbold,

Gamma를 사용하였고, 가설 3의 분석을 위해

Stewart, Greenlick, & Harvath, 1990)을 기반

서는 Partial Gamma를 이용하여 부분 상관도

으로 Yang (1992)이 작성한 역할 과중, 역할

를 검증하였다. Go (2002)의 사회 조사 방법

갈등, 역할 모호성 각 6문항, 총 18문항의 4점

론에서 Babbie (1986)가 제시한 elaboration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26-51점으

model에 근거하였다 <Figure 1>.

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검증변인(T)

α=.77이었다.

사회적 지지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Cohen과 Hoberman (1983)의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
를 Seo (1989)가 수정․보완한 대인 관계적
지지의 지각척도인 총 18문항의 4점 척도로

독립변인(X)

종속변인(Y)

역할스트레스

삶의 질

측정하였다. 점수 범위는 21-7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0 이었다.
<Figure 1> Elaboration Model에 의한 분석기틀

3) 삶의 질
삶의 질 측정은 Andrews와 Withey (1976)

Ⅲ. 연구결과

의 삶의 질 도구를 기초로 Jeung (1992)가
뇌․척수손상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삶에 대한 만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감, 행복감, 걱정의 정도, 삶의 형편, 장래에
대한 생각의 5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개 문항으로 점수범위는 최고 92점에서 최
하 1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
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Jeung (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69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87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최소 17세에서 최대 82세
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43.4세였다. 대상
자의 66.2%가 여성이었고, 77.0%가 기혼자였
다. 학력은 대졸이 38.8%, 중․고졸이 48.2%
이었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62.6%였다. 환
자와의 관계는 자녀가 54.0%, 배우자가 23%
였으며, 환자에 대한 부양 책임여부는 ‘책임이
없음’이 34.5%, ‘일부를 책임짐’이 37.4%, ‘전

4. 자료분석

체를 책임짐’이 28.1%로 각각 나타났다. 입원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전

전 환자와의 동거 여부는 ‘함께 살고 있는 경

산처리 하였으며, 가설 1, 2의 통계분석을 위

우’가 57.6%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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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많았으며,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2. 연구변인의 점수범위 및 평균

대상자의 59.0%를 차지하였다 <Table 1>.

대상자의 역할스트레스는 최소 26점에서 최
대 51점으로 평균 39.1점이었고, 사회적 지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는 최소 21점에서 최대 72점으로 평균 46.8점

(n=139)
Variable
Gender

Age(yrs)

Division

N

%

Male
Female

47
92

33.8
66.2

≤29

31
26
35
47

22.3
18.7
25.2
33.8

30-39
40-49
≥50

이었고, 삶의 질은 최소 29점에서 최대 84점
으로 평균 55.7점이었다 <Table 2>.

3. 가설검증
‘입원한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역할스
트레스가 많은 대상자가 적은 대상자 보다 삶
의 질이 낮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역할스트
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계가 유의한 부적 연관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32
107

23.0
77.0

Familial
relationship

Parents
Spouse
Offsprings
Others

13
32
75
19

9.3
23.0
54.0
13.7

Elementary
Middle &
High school
Above college

18
67

12.9
48.3

(Gamma = .519, χ2 =10.789, p=.001)으로 나타

54

38.8

가설3을 검정하기 위한 분석틀로 elaboration

Total
Partial
None

39
52
48

28.1
37.4
34.5

Yes
No

52
87

37.4
62.6

111
28

78.9
20.1

Education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Occupation

Monthly
Income(won)

≥2,000,000

<2,000,000

성이 있는 것(Gamma=-.379, χ2=5.032, p=.025)
으로 나타나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Table 3>.
‘입원한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사회
적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의 정도가 높
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가 유의한 정적 연관성이 있는 것
나 제 2가설이 지지되었다 <Table 4>.
model을 사용하였다. 역할스트레스를 독립변
인,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지지
를 검증변인으로 통제하여 부분 연관성(Partial
Gamma=Gp)을 검정하였다. <Table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역할스트레스와 삶의 질 변인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통제 변인의 조건
에 따라 상반되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거나 부
분관계가 약하게 나타났다.

<Table 2> Range and mean score of study variable
Variable

Scale Range

Min

Max

M±SD

Role Stress

18-72

26

51

39.1± 5.27

Social support

18-72

21

72

46.8±11.80

Quality of life

18-92

29

84

55.7±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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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stress and quality of life
role stress

low
N(%)

high
N(%)

total
N(%)

low

22(15.83)

41(29.50)

63( 45.32)

high

41(29.50)

35(25.18)

76( 54.68)

total

63(45.32)

76(54.68)

139(100.00)

quality of life

2

Gamma=-.379, χ =5.032, p=.025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social support

low
N(%)

high
N(%)

total
N(%)

low

40(28.78)

23(16.55)

63 (45.32)

high

27(19.42)

49(35.25)

76 (54.68)

total

67(48.20)

72(51.80)

139(100.00)

quality of life

Gamma=.519, χ2=10.789, p=.001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stress and quality of life under the controlled condition of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role stress

low(a)

high(b)

low
N(%)

high
N(%)

low
N(%)

high
N(%)

low

11(16.42)

29(43.28)

11(15.28)

12(16.67)

high

11(16.42)

16(23.88)

30(41.67)

19(26.39)

quality of life

a : Partial Gamma(Gp)=-.289, χ2=1.281, p=.258
b : Partial Gamma(Gp)=-.265, χ2=1.146, p=.284

사회적 지지를 통제한 경우 역할스트레스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삶의 질의 관계는 원래의 Gp(-.379)보다 사회

서 검증 변인이 매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결과

적 지지가 높은 상태(Gp = -.265)에서나 낮은

로 역할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

상태(Gp = -.289)에서 모두 두 변인간의 연관성

치고 사회적 지지가 다시 삶의 질에 영향을

계수가 낮아졌다. 이와 같이 본래 관계와 비교된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가설3은 지지되

부분관계가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elaboration의

었다 <Table 5>.

interpretation pattern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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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으로 나타난 혈액투석환자의 결과 (Min

Ⅳ. 논 의

& Yong, 2003)와 일치하였다. 또한 기존연구
본 대상자의 삶의 질 평균 점수는 55.70점

들에서 만성 입원환자 가족원의 관계의 질이

으로 나타나 중간이상 수준이었고, 이는 동일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 (Yang,

한 도구를 사용한 Yu (1997)의 혈액투석 환자

1992)나 가족 간의 관계기능이 삶의 질의 예

가족원의 삶의 질이 52.67점으로 나타난 결과

측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모임에 참석한 후에

보다 더 높게 나타나 본 대상자들이 혈액투석

전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뇌척수 손상환

가족원들보다 환자를 돌보는 부담감이 더 적

자 가족의 결과 (Jeung, 1992)들을 통해서 환

은 것으로 여겨진다. 본 대상자가 받는 사회적

자를 돌보는 가족원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정

지지 정도는 평균 46.79점으로 중간수준이었

도에 따라 그들의 삶의 질 정도에 차이가 있

고, 이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직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들을 위한 사회

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다른 도구를 사용한

적 지지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결과에 있어서 혈액 투석 환자 가족원을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환자를 돌보는 가

대상으로 한 Kim (2003)의 7점 만점에 4.06점

족들의 역할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 및 사

으로 나타난 결과나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

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와 같은 두 변인

족원을 대상으로 한 No (1997)의 7점 만점에

간의 관계 혹은 삶의 질의 설명력 여부를 밝

4.96점인 중간수준으로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히는 결과들에 불과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과들과 유사하였다.

Babbie (1986)와 Rosenberg (1968)가 제시한

본 대상자의 역할스트레스와 삶의 질은 역

elaboration에 의해 두 변인인 역할스트레스와

상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뇌손상 환자를 돌

삶의 질의 관계가 제 3의 변인인 사회적 지지

보는 여성배우자가 지각한 역할스트레스가 건

에 의해 받게 되는 영향을 확인하고 세 변인

강상태와 역 상관으로 나타난 결과 (Kwon,

들간의 이론적 순서를 분석하였다.

2002)나 만성 입원환자 가족원의 역할 스트레

본 연구가설 3에 대한 분석에서도 독립변인

스가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

인 역할스트레스가 검증변인인 사회적 지지에

(Yang, 1992)들과 유사했으며, 또한 정서․정

영향을 주고 다시 종속변인인 삶의 질에 영향

보적 지지 중재가 뇌졸중환자 가족원의 역할

을 주게 되면 검증변인이 매개변인으로 성립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던 결과 (Park & Park,

된다는 다변수 관계의 해석을 기대하였다. 예

2001)들을 통해서 가족원의 역할스트레스는

측한 대로 본 결과에서 역할스트레스가 삶의

사회적 지지 제공에 의해 감소될 수 있고 그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로 인해 건강상태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

매개변인임이 밝혀졌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스트레스원과 건강결과사이의 매개효과를 나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은 중정도

타냈다는 결과 (Lee, Seo, & An, 2003)와 일

의 순상관관계로 나타나 만성질환자 가족

치하였다. 또한 Park과 Park (2001)의 뇌졸중

(Suh & Oh, 1993; Park, Lee, & Park, 1998)

환자 가족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및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 (Seung, 2000)들의

관계가 역상관으로 나타났고, 정서․정보적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이 중정도 (r=.52 ～.64)

지지 중재가 뇌졸중환자 가족원의 역할스트레

의 순상관으로 나타난 결과들, 그리고 낮은 순

스를 감소시켰던 결과, Park, Lee와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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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의 만성질환자 가족의 역할만족과 사회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만성질환자 가족원의

적지지의 관계가 순상관으로 나타난 결과,

역할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Audie, Rakale과 Abby (2001)의 치매환자 여

사회적 지지는 다시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성가족의 부정적 감정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역할스트레스와 삶

에 의해 감소되었던 결과, Baillie, Norbeck와

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임

Barnes (1988)가 사회적 지지를 노인 가족원

이 밝혀졌으므로 사회적 지지 중재는 만성질

의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변수로 강조했던 점

환자 가족원의 역할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삶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지지가 역할스트레

의 질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인 간호중재법

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가능성

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재검증하기 위한 반복

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이

연구를 제언한다.

사실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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