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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암 진단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외상 경험으로 우울 ·불안과 같

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1)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가족은 

암 환자가 호소하는 다양한 증상에 대한 일차적 대처와 함께 사회

생활의 희생, 경제적 손실 등을 포함한 스트레스 증가와 정신적·육

체적 건강의 어려움 등도 경험한다.2) 가족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하

는 동안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은 환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

로2) 가족보호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암 발병과 치료 과정 동안 경험하

는 개인적·사회적 스트레스는 부정적으로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도 변화하며,1) 암 환자 가족보호자도 돌봄을 제공하면서도 긍정적 

경험을 한다.3) 돌봄을 제공하면서 긍정적 부분을 경험한 암 환자 

가족보호자는 어려운 상황을 더 잘 극복하며 삶의 궁극적 목표를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4) 또한 돌봄을 통해 성장을 경험한 보호

자들은 우울 ·불안, 돌봄 부담감 등을 포함한 정신적 디스트레스를 

덜 경험하였다.5) 이에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위해 암 환자 가족의 긍정적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

다.

암 환자 가족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하면서 경험하는 긍정적 심리 

변화는 이익의 발견(benefit finding),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스트레스 관련 성장(stress-related growth)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

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의 기본개념은 비슷하다.6) 

Tedeschi와 Calhoun7)은 질병을 포함한 강력한 스트레스를 경험

한 뒤 부정적 변화만이 아니라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자기 자신에 대

한 개념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 변화, 인생철학의 변화를 포함한다. 

외상 후 성장 개념은 초기에는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졌지

만, 최근에는 상담학, 의학, 간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적용하

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8-10)

암 환자가 경험하는 외상 후 성장 속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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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한 감사, 자신의 강점 발견, 건강 관련 신념, 타인에 대한 연

민, 강화된 관계, 삶의 우선순위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한다.1) 암은 

개인적 질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경험하는 위기이므로 암 환자

를 돌보는 가족도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8)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은 가족의 암 진단으로 돌봄을 제공

하기 위해 환자 중심으로 생활이 변화하면서 가족보호자 자신의 

요구나 감정은 뒤로 미루게 된다.11,12) 즉, 외상을 입은 상태에서 돌

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은 이차적인 외상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다른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속성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개념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외상 후 성장에 영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요인, 개인의 성향, 외상 후 성장의 효과

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8,13) 

일반적으로 개념을 연구에 적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념 자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14) 개념

분석은 개념의 기본 요소를 검증하여 기본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다.14) 그러나,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 개념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어 개념의 의미 및 속성을 파악하기

란 쉽지 않다.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을 분석하여 그 

개념의 속성을 규명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면 암 환자 가족보

호자의 돌봄과 관련된 이론 형성과 연구를 위해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암 환자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간호중재 개발

과 의료 팀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14)의 개념분석틀에 

따라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 속성을 규명하

고 의미를 조직화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목적은 Walker와 Avant14)의 개념분석 틀을 따라 암 환

자를 돌보는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 의미와 속성을 파악하고 

개념의 선례와 결과를 확인하며 개념을 정의하여 이해를 높이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외상 후 성장 개념분석을 위해 Walker

와 Avant14)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개념 선정, 개념

분석의 목적 설정, 개념 사용 확인, 개념의 결정적 속성 확인, 개념 

모델사례 제시, 부가사례(반대사례, 유사사례, 관련사례) 제시, 개

념의 선행요인과 결과 확인, 개념의 경험적 준거를 확인하는 개념

분석연구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문헌검색은 국외 문헌은 PubMed, SCOUPS, CHINAL

에서 ‘cancer’, ‘caregiver’, ‘family’, ‘caregiving experience’ ‘posttraumatic 

growth’, ‘benefit finding’, ‘personal growth’, ‘stress-related growth’을 주

제어로 검색하였다. 국내 문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 riss4u.

net), 국립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에서 ‘암’, ‘보호자’, ‘가족’, ‘돌봄 경험’, ‘외상 후 성장’, ‘이익 찾기’, ‘개인

적 성장’, ‘스트레스 관련 성장’을 주제어로 검색하였다. 암 환자 가족

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 개념이 시작된 2000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된 외국 논문 4722편, 국내 논문 4997편 중 암 환

자를 돌보는 가족보호자 1814편이 검색되었다. 초록 또는 원문을 

제공한 논문 중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보호자의 논문은 83편이며, 

이 중 중복된 출판물 35편, 한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로 

기술된 출판물 3편, 원문에 접근이 불가능한 출판물 2편을 제외 한 

43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정독을 실시하였다.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 암 환자 주 돌봄제공자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돌봄을 제공

하고 있다고 판단된 논문 중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보호자가 경험

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국외 논문11편과 국내 논문 4편, 

총 15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연구자는 선정된 문헌 내에서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

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였고 자료표를 이용하여 문헌의 

유형, 개념의 의미와 속성을 추출하고 기록하여 체계적인 개념 분

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료표는 저자명, 출판일, 연구설계, 연구

대상, 개념의 활용, 개념의 속성,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포함하

여 작성하였다. 작성된 자료표는 문헌을 일차적으로 고찰하는 과

정에서 포괄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작성표를 근거

로 자료들을 재평가하고 필요 시 개념 분석의 각 절차를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개념의 결정적 속성을 파악하고 모델사례 및 부가사

례, 선행요인과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조작화하여 이론적 정의를 

유도하였다.

연구결과

1. 개념 선정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 개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개념 분석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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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와 속성을 파악하고 개념의 선례와 결과를 확인하여 개념

을 정의하는데 이해를 높이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3. 개념 사용 확인

1)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사전적 정의

외상(外傷)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몸의 겉에 생긴 상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15) 영어로는(external)injury, wound, trauma 

의미로 사용된다. Trauma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a mental condi-

tion caused by severe shock, especially when the harmful effects last for 

a long time”, “an unpleasant experience that makes you feel upset and/or 

anxious”16) 로 심리, 정서적 외상 혹은 충격적인 경험의 의미로 심리, 

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다. 

성장(成長)은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사물

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생물』생물체의 크기·무게·부

피가 증가하는 일로 형태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증량(增量)을 이른

다.’로 표기된다.13) 영어로는 “the growth of a person, animal, or plant is 

its process of increasing in size”, “an increase in the size or the impor-

tance of something”, “a lump growing on the outside of a person, ani-

mal, or plant that is caused by a disease”, “something that has grown”17)

로 사람 ·동식물의 성장, 크기 양 정도의 증가, 경제의 성장, 비슷한 

동의어로는 increase, development, expansion이 있다. 사전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외상 후 성장의 의미는 심리·정서적 의미가 포함된 충

격적 경험으로 인한 성장함 혹은 성숙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문헌에서의 개념사용

(1) 타 학문에서의 개념사용

외상 후 성장 개념은 2000년 초반 심리학, 상담학에서 삶의 위기 

경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외상을 경험하고도 긍정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함을 발견하게 되면

서 연구가 시작되었다.7,18) 외상 후 성장 개념은 대처결과 모델, 대처

전략 모델, 야누스얼굴 모델 혹은 2-요인 모델을 기초로 한다. 대처 

결과 모델은 외상 후 성장이란 위기 상황에서 투쟁의 결과물로 긍

정적 심리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7) 대처 전략 모델은 외

상 후 성장이 외상과 투쟁한 결과가 아니라 투쟁의 과정으로 보며, 

외상 경험 후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대

처전략과정 일환으로 본다.19) 야누스 얼굴 모델 혹은 2-요인 모델은 

대처결과와 대처과정 모델을 모두 수용하여, 외상 경험 후 초기에

는 주관적이고 착각적 성격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과로

서의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설명한다.18) 문헌고찰 결과 3가지 외상 

후 성장 모델의 연구 초점은 외상 후 성장을 이루는 사회인구학적 

Table 1. A Journal Lists for Literature Review

No Author Year Title

1 Cormio et al. 2014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osttraumatic growth in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2 Li & Loke 2013 The positive aspects of caregiving for cancer patients: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3 Lesure & Chongkham-ang 2015 The experience of caregivers living with cancer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4 Ownsworth et al. 2015 Support after brain tumor means different things: family caregivers’ experiences of sup-
port and relationship

5 Mosher et al. 2017 Positive changes among patients with advanced colorectal cancer and their family care-
givers: a qualitative analysis

6 Choi 2014 Posttraumatic growth in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cancer

7 Choi & Kim 2012 Experience of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8 Lee & Tak 2016 Experiences of spouses of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ies: finding way to get out 
of the endless tunnel

9 Teixera & Pereira 2013 Factors contributing to posttraumatic growth and its buffering effect in adult children of 
cancer patients undergoing treatment

10 Balfe et al. 2016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in head and neck cancer carers?

11 Lee 2009 A study of effect on quality of life of cancer patient’s caregive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feeling of burden and growth

12 Duggleby et al. 2017 A metasynthesis study of family caregivers’ transition experiences caring for community-
dwelling persons with advanced cancer at the end of life

13 Levesque & Maybery 2012 Parental cancer: catalyst for positive growth and change

14 Young & Snowden 2017 A systemic review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positive experiences in carers of some-
one with cancer

15 Kim et al. 2007 Cancer caregivers’ quality of life: effects of gender, relationship, and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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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관계적 요인, 성격적 특성요인, 대처

기전으로 이루어졌다.9)

최근에는 의학에서도 2014년 4월 발생한 대형 선박 재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치료 시 PTSD 

치료를 넘어서 외상 후 개인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

판(The Fifth Edition of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5)에서 외상의 분류는 실재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 직접 노출되는 것과 함께, 그 외상 사건

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외상 사건이 가

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어났음을 알게 되는 것, 외상 사건의 혐

오스러운 세부내용에 반복적으로 또는 극단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다.20) 특히, 외상 후 성장이 긍정적 심리 변화만이 아니라 신경생물

학적 요인 및 기전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뇌 영상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10) 상기와 같은 문헌고찰 결과 외상 후 성장은 외

상 경험 후 심리·정서적, 사회적으로 외상 이전 보다 더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2) 간호학에서의 개념사용

간호학에서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은 주로 암 환자의 건강 및 

안녕에 초점을 두었다. 암 진단과 치료의 과정은 개인의 삶에 부정

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며, 삶의 계획을 수정하게 하는 외상

경험으로, 암으로 인해 변화된 삶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재정립

하는 것을 말한다.21) 또한, 삶을 위협하는 질병을 겪은 환자들이 질

병과 투쟁하여 이루는 긍정적 변화의 과정이면서, 질병 경험 이후 

좀 더 적극적인 삶의 의지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삶의 지혜, 삶의 목

적, 삶의 의미 증가 등으로 보며, 외상 후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

호중재로는 인지행동 관리요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1) 가족 일원의 

암 진단은 가족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외상사건으로 암 환자를 돌

보는 가족보호자를 ‘이차 혹은 대리 환자’로 분류하고 있다.4) 암 환

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

적 지지, 가족기능, 돌봄 어려움 등이 있다.8,13,22) 최근에는, 일상적인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 갱년기 증상, 자녀교육 문제 

등도 외상 경험으로 보며, 인생 전환 시점에서 삶을 긍정적으로 맞

이하고 성공적으로 이루는 과업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3)

4. 개념의 결정적 속성

1) 암 환자 가족보호자 외상 후 성장의 잠정적 기준 목록

① 돌봄 제공과 관련된 어려움을 조정하고 힘든 상황을 인내하

고 다룰 수 있는 내적 힘이 발생한다.2,3,5,8,22,24)

② 자신이 더 강인해졌으며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잘 견딜 수 있

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발생한다.4,25)

③ 슬픈 감정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감정적 성숙이 증가한다.3)

④ 돌봄 제공과 관련된 부정적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증

가한다.2)

⑤  환자의  옹호자가  되어  치료를  위한  상황을  만들어  간

다.6,11,12,26)

⑥ 일상생활에서 환자와의 관계가 친밀해진다.3-5,26)

⑦ 가족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증가되고 서로 힘을 북돋아 준

다.3,13,22)

⑧ 도움을 주는 사람과 관계가 강화된다.4,6,24,27)

⑨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증가한다.6,26)

⑩ 돌봄 제공이 환자와의 충돌과 불만이 해결되는 기회가 제공

됨을 깨닫게 되고, 돌봄 제공자의 역할이 의미 있는 일임을 발견한

다.3,26-28)

⑪ 돌봄 제공이 자아존중감을 북돋아 주는 행위임을 발견한

다.28)

⑫ 일상적인 삶에 감사하게 된다.6,22,25)

⑬ 삶의 우선순위가 사람중심으로 변경된다.3,6)

⑭ 직업적, 개인적 목표를 재평가하고 삶에 대하여 새로운 통찰

력으로 본인에게 더 맞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재조정한다.26)

2) 암 환자 가족보호자 외상 후 성장의 속성 확인

본 연구에서 확인한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속성은 개인적 성장, 관계의 강화, 타인에 대한 공감 증가, 돌봄 의미 

발견, 삶의 성숙이다. 첫째, 개인적 성장이란 돌봄 제공과정에서 어

려운 부분을 조정하고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여 자신의 역량이 증

가됨을 깨닫는 것이다. 돌봄 제공 시 자신이 잘 수행하고 있으며, 다

른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성숙하였으며 돌봄제공자의 역할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재조정하고 현 상황을 슬기롭게 견

딜 수 있는 경험적 지혜가 증가하는 것이다(①②③④). 

둘째, 관계의 강화란 환자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다른 가족과

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다. 암을 앓고 있는 환자의 옹호자 역할을 

함으로서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 또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보호

자는 자신에게 심리적, 실제적 도움을 주는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친밀해진다(⑤⑥⑦⑧). 

셋째, 타인에 대한 공감 증가는 본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

도 고통을 당하는 타인에 대한 연민이 증가하는 것이다. 타인에 대

한 공감 증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이가 증가하게 하는 바

탕이 된다(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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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돌봄 의미를 발견함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

간 오랜 충돌과 불만이 해결되는 기회를 제공하며, 환자가 편안해

짐을 발견하는 것이다. 돌봄을 자아존중감을 북돋는 행위로 받아

들이며, 돌봄 제공자의 역할이 의미 있는 일임을 발견하게 된다(⑩

⑪).

다섯째, 삶의 성숙은 개인적, 직업적 목표를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며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으로 본인에게 더 맞는 삶을 살아가

는 방법으로 삶을 재조정하게 된다. 일상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본

인이 처한 현 상황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 삶의 우선순위를 사람

에게 두게 된다(⑫⑬⑭).

5. 사례 개발

1) 모델 사례(Model Case)

모델 사례는 분석 대상 개념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그 개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이다.14) 이 모델사례에는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의 5가지 주요 속성인 개인적 성장, 관계

의 강화, 타인에 대한 공감 증가, 돌봄 의미 발견, 삶의 성숙 모두 포

함되어 있다.

유방암 3기를 진단받고 투병생활을 하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A씨는 약 1년 전부터 어머니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 어머니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 월마다 병원 방문 시 함께하고 가정에서도 어

머니가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것을 모두 챙기고 있다. A 씨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매 주 한 

번씩은 가까이에 살고 있는 동생들이 집으로 찾아와 집안 청소, 어

머니와 산책하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 어머니를 돌보기 전에는 아

픈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집안일, 병원 방문, 어머니 보살피기 등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

행하며 필요 시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받고 있다. 물론, 

본인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잘해나가고 있지만, 때로는 어머

니의 질병 상황이 더 나빠질까 두려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돌봄을 

제공하는 본인의 삶이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더 어려운 일이 닥쳐

도 잘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음을 느끼고 있다(개인적 성장). 최

근에는 어머니의 암이 재발하여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다. 가장 최선의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의료진으로부터 다양한 

치료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치료 선택에 따른 장 ·단점을 충분히 들

은 뒤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아가고 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

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족들이 매주 일정한 시간에 찾아와서 서

로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형제자매들이 더 친밀해짐을 느꼈다(관계의 

강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동안 어머니와 같은 병실을 사용

하고 있는 환자가 처음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기다리는 초초한 모

습과 돌봐주는 가족이 없음에 안타까웠으며, 치료과정 동안 도와

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었다(타

인에 대한 공감 증가). 어머니를 돌보면서 어머니가 더 편안해 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더 깊어지고 많아짐에 따라 서로를 이해하게 되

어 자신이 더 성장함을 알게 됐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내 삶에서 

중요한 의미로 작용함을 깨닫게 되어 돌봄을 지속할 수 있음을 발

견하였다(돌봄의 의미 발견). 어머니를 돌보면서 매일 일상의 생활

을 같이하게 됨을 감사하고 있다. 남들보다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적

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더 감사하며, 인생의 행복

이 직장에서 더 빨리 승진하거나 나만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

는 것 보다 가족과 타인들과 함께 천천히 가는 것도 의미 있는 삶

인 것을 깨달았다(삶의 성숙).

2) 반대 사례(Contrary Case)

반대사례는 대상개념의 속성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사례

이다.14)

위암 3기로 판정 받은 남편을 돌보는 B씨는 항암화학요법 치료

를 시행 받고 있는 남편을 돌보고 있다. 자녀는 아들이 2명 있으며 

모두 결혼을 한 뒤 아버지의 암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였음에도 자

주 오지도 않는 것에 많이 힘들어 한다. 가부장적 성격인 남편이 어

렵기만 한 B 씨는 남편이 치료를 시작 한 뒤 오심, 구토가 시작되면

서 남편을 보살피는 게 버겁기만 하다(개인적 성장 부재). 남편은 

짜증을 자주 내며 아이들은 자주 오지도 않아 힘든 일을 혼자서만 

감당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하다. 이 세상에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기만 하다(관계

의 강화 부재, 타인에 대한 공감 부재, 삶의 성숙 부재). B 씨는 남편 

병간호로 본인이 즐겨 나가던 모임에도 나갈 수 없고 간병으로 인

해 짓누르는 느낌이 지속되므로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지긋지긋

한 병수발이 빨리 끝났으면 한다(돌봄 의미 발견 부재).

3) 유사 사례(Borderline Case)

개념의 중요한 속성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어 그 개념으로 볼 

수 없는 사례로 경계사례라고도 불린다.14)

최근에 폐암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돌보는 C씨는 그 동안 가족에

게 너무 소홀히 했던 게 아쉽다. 항상 무뚝뚝하다고 느꼈었던 아버

지였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대화를 

통해 서로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서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관계의 강화). 때로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C씨와 같이 보

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통증 조

절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약을 복용하도록 돕고, 가까운 곳에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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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며, 증상이 더 나빠질 것 같으면 병원에 직접 연락하기도 

해서 아버지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본인이 잘 

해쳐나가고 있음에 만족하고 있다(개인적 성장). 그러나, 본인은 아

버지를 돌보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었는데, 다른 가족은 모두 직

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하지만 가족 간 다툼이 있을지도 몰라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아졌지만 전적으로 아버지

만 돌보는 상황에 본인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

4) 관련 사례(Related Case)

분석하는 개념과 비슷하며 관련은 있지만 중요한 속성은 포함하

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검토하면 다른 의미를 가진 사례이다.14)

위암 초기 남편을 돌보는 D씨는 남편의 암이 초기에 발견된 거

에 감사하고 있다. 치료 후에도 남편이 대부분의 일은 혼자 할 수 있

고 본인은 가끔 남편이 피곤해 하지 않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상황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암 환자 가족 동호회 모임에 가끔 참

석하여 암 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강좌에 참석하고 있다. 암이 초기

에 발견된 이유가 건강검진 덕분이니 만나는 친구들에게 건강검진

을 정규적으로 실시하라고 수시로 애기하고 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한 먹거리를 준비하고 규칙적인 운동, 건강검진을 매년 

시행하리라 다짐한다.

6. 선행요인과 결과 확인

선행요인은 개념 발생 이전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부수적인 조건

을 말하며, 결과는 개념 발생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이나 부수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상황을 반

영하며 개념의 속성을 다듬는데 도움을 준다.14)

본 연구에서 확인된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 속성을 

중심으로 개념발생 전에 나타나는 선행요인으로는 가족 일원의 암 

진단 지각, 암의 심각성, 돌봄제공자 역할 수용, 돌봄부담감, 자아존

중감, 희망 등으로 확인되었다.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 

속성 결과는 돌봄을 제공 받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촉진 및 정신

적 웰빙 증가, 돌봄을 제공하는 자신의 정신적 삶의 질 증가, 건강 

관련 습관 변화, 삶의 균형유지, 삶의 만족, 돌봄의 지속으로 확인되

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도움을 받는 사회적 지

지는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을 강화하는 촉진인자로 

나타났다.

7. 개념의 경험적 준거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경험적 준거의 결정은 어떤 개념이 있

거나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실제 현상에 대한 구분이나 범주

이다.12) 즉,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 개념을 측정하기 위

한 준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암 환자 돌봄제공자나 가족을 대상으

로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Tede-

schi와 Calhoun29)의 외상 후 성장 척도(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에 적

용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삶의 새로운 가능성’, ‘삶에 대한 감사’, 

‘영적 변화’, ‘개인적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 속성과 비교해 볼 때 개인적 성

장, 관계의 강화, 타인에 대한 공감 증가, 삶의 성숙을 포함하고 있

다. PTGI 도구와의 차이점은 돌봄 의미 발견과 영적 변화이다. 암 

환자 가족보호자는 돌봄을 제공하는 특수한 환경에 처하여 있으

므로 돌봄 의미를 발견하지만 영적 변화는 본 연구의 속성에는 포

함되어 있지 않다. 외상을 겪는 대상자들의 환경이나 문화가 다르

고 대상자 집단에 따라 외상 사건 경험의 차이가 있으므로 세분화

된 외상 후 성장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의 속성

에 대한 경험적 준거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성장: 돌봄 제공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조절하는 능력

을 발휘하고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고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잘 견

뎌낼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

(2) 관계의 강화: 환자와 서로 알아가게 되며, 돌봄 제공 시 도움

을 주는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깊어짐.

(3) 타인에 대한 공감 증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공감 증

가.

(4) 돌봄 의미 발견: 돌봄 제공이 자아존중감을 북돋는 행위를 알

게 됨.

(5) 삶의 성숙: 삶의 우선순위를 사람에게 두게 되며, 본인에게 더 

맞는 삶을 찾게 됨.

이상에서 제시된 개념의 5가지 속성, 선행요인 및 결과에 기초하

여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의 작업적 정의를 다음과 같

이 내릴 수 있다.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이란 가족 일

원의 심각한 암 진단의 충격과 함께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수용하

면서 5가지 속성 즉, 돌봄 제공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개인적 성장, 환자 및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강화, 고통을 당하

는 타인에 대한 공감 증가, 돌봄 제공의 긍정적 의미 발견, 본인에게 

더 적합한 삶을 발견하여 재조정하는 삶의 성숙을 경험하는 것이

다.

지금까지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 정의에 기초하여 

형상화된 개념적 기틀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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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며, 이는 가족

보호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 건강 관련 습관의 변화를 이끌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2,6,13)그러나, 

간호학 분야에서 수행되어 온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

의 연구는 대부분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개인적 성향, 외상 후 

성장 정도, 사회적 지지 정도 등의 요인 규명에 국한되어 있다.2,13,22) 

이에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개념에 대한 이

해를 확대하여 암 환자에게 일차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 대

한 간호의 제공이 활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암 환자 가족

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의 의미와 특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외상 후 성장 개념적 속성은 ‘개인적 성장’, ‘관계의 강화’, ‘타인에 

대한 공감증가’, ‘돌봄 의미 발견’, ‘삶의 성숙’,이었다. 암 환자 가족보

호자의 외상 후 성장 개념분석을 위해 첫 번째 단계인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결과, 암 환자 가족보호자가 경험하는 외상 후 성장

은 가까운 가족의 암 진단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과 함께 돌봄 제공

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실제적(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외상이 발생하지만, 돌봄을 제공하면서 돌봄 제공 이전 보다 더 삶

이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Tedeschi 와 

Calhoun29)의 외상 후 성장 이론에서 외상을 경험한 뒤 발생한 성장

은 자신에 대한 개념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 변화, 삶에 대한 철학의 

변화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속성 중 Tedeschi 

와 Calhoun29)의 외상 후 성장 이론과 암 환자 외상 후 성장과 암 환

자의 외상 후 성장과도 구별된 특징은 돌봄 의미 발견이었다. 돌봄 

의미란 돌봄을 제공하는 자신과 돌봄 제공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으로, 돌봄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족보호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보호자의 돌봄 제공은 

자아존중감을 북돋아 주며 돌봄 제공자의 역할이 부담감이 아닌 

의미 있는 일임을 발견한 것이다. 의미를 찾는 것은 기본적 동기부

여의 힘으로 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발견된다.30) 암 환자의 가족보

호자가 된다는 것은 본인의 삶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삶의 부정적 

사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는 것은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다.28) 돌봄 제공

으로 인해 돌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돌봄 부담감을 줄

여준다.24,28) 하지만, 돌봄 제공 자체가 부담감 혹은 스트레스로 작

동하기도 하므로 돌봄에 대한 태도가 의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받

아들이지 않도록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간호중재의 개입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로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잠깐 동안

만이라도 가족보호자의 역할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다. 암 

환자 가족보호자가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하는 것 등 꾸준한 실제

적 도움,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 실제 환자를 돌보면

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향상시키기 등 

다양하고 풍성한 간호지지를 통해 지치지 않고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와

Antecedent Attributes Consequences

‧ Cancer diagnosis of a 

family member 

‧ Cancer severity 

‧ Role acceptance of 

caregiver

‧ Caregiving related burden

‧ Self-esteem

‧ Hope

‧ Personal growth

‧ Reinforce relation with 

others

‧ Understanding of others 

‧ Finding meaning of care

‧ Gratitude for life

‧ Promoting patient's 

posttraumatic grow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Increased the quality of life 

of oneself

‧ Health related habits change 

‧ Balance of life 

‧ Satisfaction of life  

‧ Continuation of care 

➜ ➜

Fig. 1. A conceptual map of posttraumatic growth in family caregivers of cancer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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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점은 국내연구에는 돌봄을 제공하면서 본인이 보상받는 느

낌이 드는 것과 건강 관련 습관의 향상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3,6) 비

슷한 상황에서 외상을 겪는 대상자들이지만 환경, 문화가 다르고 

대상자 집단에 따라 외상 사건 경험의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 암 환

자 가족보호자가 겪는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지속되

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암 환자 가족보호자에게 맞는 세분화된 도

구 개발이 필요하다.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의 선행요인은 가족일원의 

암 진단 지각, 암 심각성, 돌봄제공자 역할 수용, 자아존중감, 희망, 

돌봄 부담감으로 파악되었다.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

과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과 다른 점은 

가족 일원의 심각한 암 진단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존에 위협

을 주는 가장 큰 위기임을 지각하는 것이다.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에서 의도하지 않게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수용하게 되므로 돌봄 

부담감의 증가가 선행요인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암 환자 가족보호

자의 성격요인인 자아존중감과 현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실제적

인 희망이 더하여져 외상 후 성장이 이루어지는 선행요건이 된다. 

선행요인의 결과로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촉진, 정신적 삶의 질 증

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감소, 건강 관련 습관 변화, 삶의 균형 유

지, 돌봄을 지속함이었다. 

암 환자 치료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신중한 의사결정이 더 많이 요

구되며, 환자 돌봄이 가정 혹은 지역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보호자의 역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시

사한다.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 경험은 본인

의 정신적 영역, 신체적 영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

을 주며 일상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원

동력이 된다. 이와 더불어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촉진에도 영향을 주

므로 암 환자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자기 관리, 건강한 라이프 스

타일 증진, 가족 중심 간호 등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암 환자 가

족 돌봄 간호중재 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 개념의 의미를 명

확히 하고 조작적 정의를 내려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Walker와 Avant14)의 개념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개념의 

사용과 맥락을 구별하거나, 실제 간호나 환자 상황에서 나온 실증

적 사례를 사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 위해 

Walker와 Avant14) 방법을 이용하여 개념선정, 분석목적, 개념의 모

든 사용 확인. 개념 속성 판단, 모델사례, 추가사례, 선행요인과 결

과 확인, 경험적 준거 결정과정을 수행하였다. 암 환자 가족보호자

의 외상 후 성장 속성은 개인적 성장, 관계의 강화, 타인에 대한 공

감 증가, 돌봄 의미 발견, 삶의 성숙이다. 선행요인으로는 가족 일원

의 암 진단 지각, 암의 심각성, 돌봄 제공자 역할 수용, 돌봄 부담감, 

자아존중감, 희망이었으며, 결과로는 환자의 외상 후 성장 촉진 및 

정신적 웰빙 증가, 돌봄을 제공하는 자신의 정신적 삶의 질 증가, 건

강 관련 습관 변화, 삶의 균형유지, 삶의 만족, 돌봄의 지속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의 

특이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보호

자와 관련된 간호중재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암 환자 치료진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이들의 외상 후 성장 개념과 

중복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임상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암 환자 가족 돌봄 프로그램

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 가족보호자의 외상 

후 성장이 본인 및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포함하여 실제적이고 구체

적인 삶의 변화에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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