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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감사의 글감사의 글감사의 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논문이 나올 수 있기까지는 모든 과정에 주

님께서 일일이 간섭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리라는 간절한 믿음과 끊임없는 기도의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위해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

저 논문의 진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9분의 참여자와 그

외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말기 암환자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 중에도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솔한 경험들을 들려

주셨기에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이시고 이제까지 뵈었던 지성인 중에서 가장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분으로 기억될 이원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이 진행되는 과

정 동안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제게 너무나 지지적인 조언자셨고 논문

의 전반적인 틀 뿐만 아니라 단어 하나에 까지 교수님의 애정 어린 지도가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부심이신 김소야자 교수님, 장순복 교수님, 강경아 교수님, 유영권 교수님께도

말 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근거이론 방법에 대해 흥미

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자세로 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박사과정

전 기간에 걸쳐 여러모로 도움이 되어주셨던 김소야자 교수님, 말기 암환자들에

게 머리로 접근하기보다 진심으로 돕겠다는 자세로 임하도록 귀한 가르침을 주

신 장순복 교수님, 학문에 대한 열정적 자세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시고 논문완성의 마지막 순간까지 매 줄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며 격려를 아

끼지 않으셨던 주셨던 강경아 교수님, 논문에 대해 진행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

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학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

신 유영권 교수님, 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논문의 진행은 가능할 수 있었습

니다.

그리고 논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교회와 목

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잔잔하시지만 중심을 꿰뚫는 감동된 설교로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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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에 관한 영적, 지적 감수성을 불러일으켜 주신 김삼환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의 진행에 대한 격려와 함께 참여자와 만날 수 있도록 주

선해 주신 김신 목사님 외 교회 여러 부목사님들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논

문 진행과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이규현 교구 목사님과 이제 다른 곳으

로 부임해 가셨지만 늘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주셨던 김무년 목사님, 박광렬 목

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기 암환자의 영적돌봄을 위해 헌신하시

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셨던 박남규 목사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기도로 함께해 주신 구역장

안선옥, 조연숙 집사님과 탁아부 교사 김영선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혜천대학의 양승희 교수님과 조경순 교수님, 이정자 교수님과 민복기 교수님,

김순이 교수님 외 간호과의 여러 교수님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긴 세월

동안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고 제게 항상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

다. 또 의료정보과의 강창렬 교수님과 그 외 여러 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논

문이 진행되는 동안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논문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격려와 관심으로 함께 해준 방소연과 전현

숙, 어디에 있든지 늘 사랑과 염려로 함께 해주는 친구들 이지남, 서민수, 송윤희

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 같은 연구실을 쓰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준 문

영미 교수님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무엇보다 논문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누구보다 애써주고 지지를 아끼지 않았

던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명연이를 봐

주시느라 애써주신 부모님과 삼촌들, 동서, 숨죽여가며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

도록 손과 발이 되어주신 아빠와 엄마 그리고 주희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

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저에게 중요한 사람인 남편 용필씨와 이제 막 생후

10개월 된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아가 명연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표합

니다. 지지와 격려로써 늘 일관된 모습으로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 남편, 엄마의

손길이 갈급한 시기에 밝고 튼튼하게 그리고 너무나 예쁘게 자라 준 아들 명연

이, 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길고 힘들었던 과정을 지탱하고 전진해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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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문문문문요요요요약약약약

말말말말기기기기 암암암암환환환환자자자자의의의의 영영영영성성성성체체체체험험험험

---- 기기기기독독독독교교교교인인인인을을을을 중중중중심심심심으으으으로로로로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말기 암환자들의 영성체험에 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연구질문은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배경으로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

한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서울시내 대형교회인 A 교회에 출

석 중인 말기 암환자 9명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2개월로, 자료수집은 심층면담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론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로 ‘조절되지 않는 통증’, ‘호흡곤란으로 인한 고통’, ‘지속되는 피로감’

등 58개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들 개념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신체적 고통’, ‘관

계의 부조화’, ‘정서적 불안정’ 등의 20개 범주로 도출하였다. 이들 범주는 다시 패

러다임 모형에 의해 중심현상, 조건, 전략, 결과의 요소로 재배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을 ‘관계의 부조화’로 보았으며 인과조건으로는 ‘신체적

고통’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맥락조건으로는 ‘정서적 불안정’의 범주를 도출하였으

며, 중재조건으로는 ‘내세에 대한 믿음’, ‘경제적 부담감’, ‘가족에 대한 부담감’ 및

‘정서적지지’, ‘영적지지’, ‘전문가의 지지’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삶의 애착’,

‘영적자각’, ‘인식의 변화’, ‘현실의 수용’, ‘목적적 삶의 지향’, ‘관계의 확대’, ‘영적활

동의 확대’, ‘이웃사랑’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해당하는 범주로 보았으며, ‘초월적

체험’과 ‘내적평안’, ‘내적갈등’을 결과의 범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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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분석에서 제시된 각 범주들 간의 속성 및 차원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6가지 가설이 도출되었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진행과정은 인식

의 확대, 희망의 확대, 관계의 확대, 초월의 확대의 4단계로 확인되었다. 이들 단계

가 항상 순차적으로 진행하거나 각 단계의 진행속도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Dt

으며 각 조건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중재조

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발견된 핵심범주는 ‘조화롭지 못한 관계의 극복과정’이며,

영성체험 과정의 유형별 분석에서는 자아통합형, 수평관계형, 양다리형, 영성인식

형 등 모두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들은 내세에 대한 믿음과 영적지지, 가

족에 대한 부담감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기독교인 말기 암환자를 위한 영적간호

는 그들의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의 부조화의 극

복을 위해 내세에 대한 믿음과 영적지지를 강화하고 가족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

화하도록 돕는데 간호중재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말기 암환자의

영적 인식의 확대가 가능하고 초월적 체험이 유도되어 임종과정에서의 내적평안

즉, 영적안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영성, 말기 암환자, 기독교, 근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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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장장장장 서서서서 론론론론

본 장에서는 기독교인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

적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필요성연구의 필요성연구의 필요성연구의 필요성1.11.11.11.1

인간은 몸(body)과 마음(mind)과 영(spirit)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고유한 존재이다. 한 영역의 변화는 다른 영역에 변화를

주며 특히 영적인 부분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두드러

지게 발현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안녕을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Fish & Shelly, 1978).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신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

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어 생령(living soul)이 되었다는 성서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의 생령은 인간의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생명의 숨결과 같은 것으로, 인간의 존재에 통합적으로 작용하며 절대자와 연

결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Nee, 1968). 생명의 본질을 의미하는 ‘영'의 성질 즉 그

질적인 측면을 영성이라 하는데, 인간은 영성의 체험을 통하여 심리적, 사회적, 환

경적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초월할 수 있고, 자기훈련을 통하여 의미와 가치를 경험

하게 된다(O'Brien, 1999; Watson, 1999).

1998년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도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안녕상태라

고 정의하여(Feachem, 1999), 건강에 있어서 그동안 영적 건강 부분의 도입을 둘러

싼 많은 주장들에 대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지고 기존의 건강에 대한 개념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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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인 부분이 삽입되었다. 간호학에서는 전인간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

제 간호현장에서는 영적간호가 현실적으로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기 암환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함께 임박한 죽음과 불확실한 미래로 심

한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인 안정을 잃게

된다. 이로써 평소보다 실존적 문제나 영적인 질문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Burkhardt & Nagai-Jacobson, 1985),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다양한 영적활동과 자원을 활용하려고 시도하게 된다(Carr &

Morris, 1996; Goldberg, 1998; Reed, 1987). 건강할 때 의식하지 않았던 삶의 의미

나 죽음과 같은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성찰하게 되며, 사랑과 용서와 같은 관계성

에 대한 요구와 희망에 대한 요구 등도 발생하게 된다(Fish & Shelly, 1978).

말기 암환자의 이러한 영적안녕은 그의 정신건강과 죽음을 인식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주며(이현주, 2004; 이화인, 2002) 영적인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간호중재는

이들의 통증완화와 평안한 임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김효빈, 1989; 염창환 외,

2000). 그러나 김연희 (2001)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말기 암환

자의 이러한 영적요구에 대해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들어 소모적이라는 측면에서

무관심한 태도로 대하며 통증완화와 신체적인 간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심리적, 영적 간호에 부담을 느끼고 지지적 간호를 제공하더라도 간호사 자신이 소

진되어 결국 회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별로 상응하는 댓가가 없다고 느끼며 이상적

이라고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간호사가 영적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여도 간호사 개인의 영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부족으로 깊이 있는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Matthew, 2000). 영성

개념이나 영적건강 및 영적간호의 이해를 돕는 영성 개념 분석 연구와 영성체험에

관한 연구결과로는 영성(spirituality) 개념의 이해를 시도한 연구로는 김강미자와

이병숙(1998), Burkhardt(1989), Meraviglia(1999)의 개념 분석 연구가 있다. 이들은

주로 기독교 및 천주교의 배경을 가진 대상자의 영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는

데 현장연구의 부재라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최근 오복자와 강경아(2000)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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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장 작업 단계를 포함하는 혼종모형 방법을 이용해 연구결과의 질을 높였고

영성이 수직적, 수평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임을 제시하였다. 이미라(2002)의

연구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및 무교(유교 포함)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영성 개

념을 분석하였으며 영성 개념의 인식이 각 종교마다 다르고 영성이 수직적, 수평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존적 차원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 개념임을 제시하였다.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영성의 관

련 개념들 간의 정의와 속성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영성체험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현상학적 접근 방법에 의한 연구

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외국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Baker, 1989; Burns, 1989),

국내문헌으로는 오복자, 강경아(2001)의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암투병자 기독교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기독교인에 제한하며 영성체

험의 기회를 가진 암환자와 일반인을 모두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말기

암환자들만의 독특한 체험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학에서 사용되는 영성의 개념과 속성을 파악

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영성 개념의 정의와 속성이 여전히 추

상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

다. 즉, 영성에 관한 개념적 이해가 가능하더라도 말기 암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어

떠한 영적 중재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 적절

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Vance, 2001). 영성개념 속성들 간의 상호작용 및 그 진행

과정, 진행과정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념분석

방법과 현상학적 방법론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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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에서 수행된 영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의 고통이나 삶의 위기에서 영성이 잘 발현되기 때문이다(이미라,

2002). 더욱이 진행상태가 말기인 경우에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 멀지 않은 시점에

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된다(이옥자 ,1995; 최공옥, 1991). 인간의 한계를 넘어

서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 말기 암환자는 영적인 부분의 도움을 받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며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영성에 관해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인

식하고 체험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자신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나 무교와

달리 기독교인은 절대자와의 관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들의 영성체험은 다른

종교에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이미라, 2002). 이에 기독교인 말기 암환자의 영

성체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말기 암환자 중에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그들 내

면의 깊은 경험에 대한 의미해석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분석하여 영성체

험에 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이라는 실제영역의

이론을 개발하여, 영적간호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111....2222 연연연연구구구구목목목목적적적적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기독교인 말기 암환자들의 영성체험과 관

련된 사고과정, 행위의 변화와 영성체험 과정의 개인별 차이를 심층적, 포괄적으로

서술․분석하고 진행 과정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 실제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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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장장장장 이이이이론론론론적적적적 배배배배경경경경

본 장에서는 말기 암환자와 영성체험 그리고 근거이론 방법과 상징적 상호작용

론에 관해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2222....1111 말말말말기기기기 암암암암환환환환자자자자

세계적으로 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지난 10여년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왔

다. 2002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130.7명으로 사망자 구성비의

25.9%를 차지해 역시 암이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렇듯 해마다 암발생율과 이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이들로 인한 의료비용의 상승 문제가 국가정책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하는 바이다(보건복지부, 2002).

암환자와 그의 가족들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대체로 임종 전에 집중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비용은 주로 무리한 치료와 증상완화를 위한 치

료에 지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ㆍ서양의 경우 사용 양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Long et al.(1984)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암환자 1인

당 임종 전 마지막 한 달 동안 임종 전 마지막 연도의 29%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

출하며 이 비용이 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고가의 진료를 계속 받는데 사용된

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허대석(1998)의 발표에서와 같이 정

규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보다는 민간요법과 같은 비정규적인 완화요법 사용에 주

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암환자 당사자를 위해 때로는 가족의 심리적

보상을 위해 이러한 말기암 관리방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심정적으로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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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되는 부분일 뿐, Karlsen & Addington(1998)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적, 개

인적으로 경제적인 무리한 손실을 줄뿐만 아니라 암환자가 임종을 준비하고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하는 데는 오히려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암환자들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말기 암환자의 관리방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말기 암환자는 더 이상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되고 암 질환의 진행으로 인

하여 의미 있는 생명연장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 및 통증조절을 위한

투약만 제공받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노유자, 1998). 또한 몇 개월 내 사망할 것

으로 예상되지만 증상조절과 함께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만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의미한다(윤영호, 1998). 최근 들어 염창환(2002)은 말기암 판정을 받은 말

기 암환자가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40∼77일 정도 생존한다는 연구결과

를 발표한 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말기 암환자가 판정 후 3∼6개월 정도 생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영호, 1998; Miller, 1994).

일단 환자들이 암 말기에 들어서면 암의 발생부위별 종류에 따른 증상의 차이

는 크게 보이지 않고 주로 통증과 호흡곤란, 오심과 구토, 발열, 전신쇠약과 같은

일반적이고 전신적인 증상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게 된다(윤영호, 1998). 이들 중 대

부분에서 통증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되었다(노유자 외, 2002; 염창환;

2002; 이소우 외, 1998; 최윤선 외, 1998; Griffin et al., 2003; Wilmoth, 2003).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에는 호스피스제도의 정착으로 인해 말기암 환자를 위한

통증관리가 국내의 상황보다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다. Burton(2001)은 미국 내의 암환자들의 비효과적인 통증관리에 대한 실태를

보고하고 상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통증관리의 장애요소로 의사와 간호사의 소

극적인 태도 문제와 환자 당사자의 잘못된 신념에 대해 지적하였다.

Maddocks(2001)도 호주의 암환자 통증관리의 실태를 보고하였는데 그 또한 부적절

한 통증관리 및 그 저해요소들에 관해 유사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암환자들의 통증

관리에 대해 간호사 및 의사 등의 의료인들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태도로,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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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과 관리방안의 체계화를 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재가 말기 암환자는 물론 기관에 입원된 환자의 경우에도 대체적으

로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김국희 외, 2001; 김

홍수와 서문자, 2000; 서순림, 2002), 이는 환자들의 통증관리 및 의료인에 대한 올

바른 지식과 태도의 결여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반면 이원희(1999a)는 간호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암환자 통증관리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해 그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간호사들이 말기 암환자

통증관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

하면서 통증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에 관해 환자들을 교육하게 함으로써

말기 암환자들 스스로 통증관리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면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말기 암환자들의 통증관리에 대한 태도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인들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치

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말기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의료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로써 말기

암환자 통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말기 말

기 암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말기 암환자의 돌봄과정에서 통증이나 기타 다른 전신적 증상을 단순히

신체적인 증상으로만 보고 접근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간호학에서 늘 강

조되듯이 인간의 신체적인 부분은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들과 상호 유기적으

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은 곧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정리해야하는 시기

를 맞게 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의 다

각적인 요구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의미가 있다. 특히 노유자 외(2002)와

윤영호(1998), 이소우 외(1998), 한영인 & 손수영(1999), 허대석(1998), 허봉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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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Childness(2001), Karlsen & Addington(1998) 그리고 Reese & Sontag(2001) 등

의 간호 및 의학자들은 말기 암환자들이 신체적 증상과 함께 우울이나 분노, 두려

움 등의 정서적인 측면, 의료비 부담 및 유산관리 등의 경제적 문제, 남은 가족에

대한 문제, 친구와 동료, 이웃들과의 문제, 인생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 신과의 관

계 등에 관련된 영적인 문제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괴로움과 불안에 싸이게 된

다고 하였으며, 통증의 유발은 신체적 원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영적인 원

인에 의해서도 발생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가 함께 발생되는 현상을 간호학자들은 ‘고통

(suffering)’ 또는 ‘총체적인 고통(total pai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고통에

대한 연구는 Davitz & Pendleton(1969)의 고통 받는 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 Brallier(1992),

Cassell(1992), Copp(1990), Duffy(1992), Kahn & Steeves(1995) 등에 의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주로 극심한 고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말기 질환자

특히 암환자들의 고통에 관한 의미규명 및 차원과 속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는 강경아(1996)에 의해 처음으로 고통의 의미와 속성, 차원을 규명하는

혼종모형방법을 적용한 개념분석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고통의 의미를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경험으로서 독특한 개인적인 특성이 있으며 시ㆍ공간의 영

향에 관계없이 자신의 내면적 요인,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및 외부환경, 인생의 궁

극적 의미와 관련된 상실, 훼손, 통증이 자아의 완전성을 유지하는데 위협이 될 때

경험되는 견디기 힘든 극심한 괴로움의 상태’라고 규명하였다. 또한 그 다음해

Walker & Avant의 개념분석법을 사용한 반복적 개념분석 연구에서도 ‘모든 인간

의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경험으로 자아의 완전성에 위협이 되는 상실, 통증을 경

험할 때 느끼는 극심한 괴로움의 상태’라고 재정의하여(강경아, 1997), 고통을 불가

피하며 세 가지 차원 즉, 자신의 내면적 요인,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및 외부 환경,

영적인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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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1999b; 2000)는 고통이 다차원적인 개념임에 동의하면서 총체적 고통이

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특히 말기 환자를 돌보기 위한 개념틀로

Twycross(1979)의 총체적 고통 모델(Total Pain Model)을 제시하면서 고통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근원적 경험이며, 개인의 경험과 의미, 문화적 가치와 기준에

영향을 받으며, 개별적이면서도 통합된 자아의 경험으로서 신체적, 정서적, 심리ㆍ

사회 및 존재론적, 영적 차원을 포함한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말기 암환자들의 고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과 부담감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경아(2001)는 서울시내 4개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였는데 우울

(71.6%)과 부담감(4.6%)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강

경아와 오복자(2000; 2001)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부담감이 삶의 의미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의미경험은 고통을 줄이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과적으로 말기 암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법으로는 우울과 부담감을 우선적으로 해소시키는 정신적, 정서적 방

향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기 암환자들의 고통에는 영적인 면의 문제도 포함이 된다(김명자 & 조계화,

2001; 김영순, 1989; Reele, 1994). 일부 말기 암환자들에서는 극심한 고통이 보상이

나 속죄의 수단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으로서 수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Brett & Jersild(2003)는 말기 암환자들이 주로 종교적인 문제와 결부

되어 잘못된 신념을 형성함으로써 부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임종 시기에 가까워진 말기 암환자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종

교적 부분의 오용사례라 할 수 있는데 간호는 적절한 중재방안의 적용으로 말기

암환자들에게 발생 가능한 이러한 오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적간호를 제공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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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릇된 신념이 아직까

지 남아있어 말기 암환자의 삶의 만족도와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물론 고통은 침묵하고 인내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

이며 무조건적으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에서와 같

이 영적간호의 제공을 통해 감소되거나 예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고통은 개인에게 의미있는 상실이나 훼손으로 인해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인 괴로움의 상태라고 요약할 수 있

다. 이러한 총체적 고통이 말기 암환자에게서 누구든지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과

정이라면 간호의 중재와 치료의 방향은 그 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

며(MacDonald, 1998), 다각적이고 전인적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에 간호

학자 및 임상전문가들은 말기 암환자들의 총체적 고통의 문제에 접근하는 또 하나

의 주된 영역인 영적인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그 구체적인 방안의 제

시가 요구되어 진다(김수지 외, 1997; 안은희 역, 2001; 이동익, 2000; Fann, 2002;

Narayanasamy, 2003; Rolp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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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영영영영성성성성체체체체험험험험

영성(spirituality)은 영(spirit)과 관련된 용어로서, ‘영’을 기능하고 작용하는 힘

자체로 본다면, ‘영성’은 그러한 영의 질적인 측면 또는 성질로 해석되어 진다(김

명실, 2000; 오복자와 강경아, 2000). ‘영’은 호흡, 공기, 바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Ruah', 헬라어 ’Pneuma'에서 기원한다. 넓게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며(기독교문사, 1986) 또한 육체에 생명을 주고 활력을 주는 원리나 힘, 신체,

정신 및 영적 측면을 통합시키는 힘, 사람의 지·정·의의 움직임 또는 그 움직임의

근원, 절대자와 연결시키는 요소 등으로 언급이 된다(국어편찬위원회, 1973;

Webster, 1978). 반면에 ‘영성’은 영이 지닌 성질 또는 속성으로 라틴어‘spiritus'에

서 기원한다. 정신적 경향, 초월성, 숭고함 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동아출판사,

2002), 인간의 영, 마음, 혼, 종교와 관련이 되고(Webster, 1978),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로 정의가 되기도 한다(이숭녕, 2001).

이를 종합하면 영성의 사전적 의미는 ‘영’의 속성 또는 성질로서 대체로 인간

의 정신적인 부분에 관련이 되며 종교와도 관련이 있고 숭고하며 신령한 성질 등

으로 설명이 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겠다.

학문적인 개념으로서의 영성은 주로 신학과 철학, 사회학, 심리학, 문학, 미술

학, 의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간호학에서 사용되는 영성 개념이 종교적

인 의미에서의 영성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본 연구가 기독교인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기독교 신학의 영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이 의미있다

고 여겨진다.

신학에서의 영성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견해에 차이를 보인다. 초대교회 때부

터 근대 이전까지의 신학에서는 영성의 의미에 기독교의 무게를 강하게 두고 일

반적인 영성과 구분을 지어왔다. 즉 일반적 영성은 정신적인 것을 뜻하며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받아들여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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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떤 특정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적 또는 초월적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

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 각자의 종교적 확신에 따른 어떤 생활양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오성춘, 1990). 다시 말해 개인의 가치와 이상에 따라 영성에도 다양한 차

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영성은 하나님, 말씀, 예배, 십자가, 성육신, 순례자의 영성이

다(김경재, 1997). 반면 개신교에서는 ‘신학’과 ‘영성’을 합성하는 것에 대해 긴 시

간동안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순수학문으로서의 신학을 주장해온 이들은

영성을 신학 탐구의 대상으로 삼거나 신학과 영성을 관계 지으려는 노력을 지적

정직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로서 반과학적이요 비학문적인 것이라고 규정지어왔다.

그런가하면 영성가들은 신이나 영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거나 학문적인 술어로 정

의하려는 노력은 잘못하면 신이나 영을 사물의 존재론적인 수준으로 격하시키거

나 실재와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게 된다고 보아왔다. 그리하여 반영성적일수록 신

학적이 되며, 반지성적일수록 영성적이 된다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김외식, 1994).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신구교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

던 독일 루터파가 30년간의 긴 종교전쟁으로 그 활력을 잃게 되면서 개신교는 영

적으로 침체현상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스페너(P. J.

Spener)와 프랑케(A. H. Francke)를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바로 이

경건사상이 영성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웨슬리(J. Wesley)를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겸한 영성운동이 시작되었고 이 후 그 균형

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개인의 실존적 차원의 영성에서 사회적, 정치적인

현실의 영성으로 초점을 옮겨놓는 계기가 되었다(김경호, 2001).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각성적인 움직임

이 일어나며 세계선교운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이라는 상

이한 형태의 영성이 형성되었다. 세계교회의 선교활동이 교파주의, 민족주의 등으

로 피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교파나 국가 간에 충돌과 갈등을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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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한 노력으로 국제선교협회와 세계교회협의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영성이 발전하게 되었다(박근원, 1983). 이

는 교파나 교회 전통의 영성적 폐쇄성을 극복하고 바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세계교회의 영성회복의 계기가 되었으며, 일치를 위한 영성은 교회

일치의 영성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 일치의 영성으로 확대가 되었다.

이러한 태도가 기독교인의 삶을 다른 교파를 향해서도 개방된 자세를 가지도

록 이끌었고 교회가 인권과 사회정의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태도는 스스로 모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아픔과

불의를 외면할 수 없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하

고 할 수 없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며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기원하

는 것이다(황종렬 역, 1990). 이러한 믿음이 세계일치를 위한 에큐메니칼 영성의

표현이다.

에큐메니칼 영성이 이렇듯 외향적인 운동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복음주의는

성령운동과 정적주의 등의 내향적인 운동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개인구원과 성결

에 집중을 하였다. 이렇듯 영성에 대한 태도가 서로 상이한 양자는 결국 서로를

적대시하여 자기들의 영성 표현만이 기독교적으로 옳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자는 자신의 입장이 편협했음을 고백하고 현재

서로는 일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김경호, 2001).

이와 같이 신학에서의 영성은 시대를 배경으로 조금씩 그 의미를 달리해왔으

나 현재는 에큐메니칼 영성과 복음주의 계열, 양자의 일치 움직임에 따라 사회구

원과 구조악의 개선, 개인구원과 성결을 영성의 특징에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신학에서 접근하는 이러한 영성의 개념은 간호학에서 사용하는 영성의 개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와 그 외 다

양한 종교를 가진 다양한 대상자를 접하는 간호학에서 모든 대상자에게 신학적

영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이미라, 2000; 이원희 외,

2001; Stoll, 1979). 그러나 1960년대 간호학에서 영성 개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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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발점이 호스피스를 시작하면서 부터이고 초기 호스피스 과정에서부터 기독

교와 가톨릭을 배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성 개념을 이해하는 배경에도 기독

교와 가톨릭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영적간호를 제공함에 있어서 신학에서의 영성 개념

을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간호학에서 학문적으로 영성 개념의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8년 제3회 북미간호진단협회(NANDA: The 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 전국 컨퍼런스에서 영적인 관심사(spiritual concerns)와

영적고통(spiritual distress), 영적절망(spiritual despair)이 간호진단으로 명명이

되고, 이 후 1980년 제4차 컨퍼런스에서 이들이 ‘영적고통’이라는 하나의 진단으로

통합되면서 부터다. 그러나 영적간호의 요구에 비해 서비스 제공의 수준은 여전히

양적, 질적으로 충족되지 않게되면서 간호학자들은 영성관련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결과제라 여기게 되었고 이를 위한 개념분석 연구결과가 발표되기 시작

했다.

초기의 대표적 개념분석 연구로는 Burkhardt(1989)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

는 문헌고찰을 통해 나타난 영성 개념들을 확인하고 그 속성과 결과를 제시하였

다. 그는 영성이 모든 인간에게 기본 본성으로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영성의 선행

조건은 없다고 하였으며 영성의 속성은 드러나는 신비와 조화로운 상호관계성, 내

적 강인함이라 하였고, 영성의 결과로 내적평화와 기쁨, 목적적 삶, 성취감, 내적

강인함, 건강을 제시하였다. Haase et al.(1992)은 개인마다의 영성이 다르게 표현

된다는 입장에서 영성이라는 용어대신 ‘영적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들

은 영적관점의 선행조건을 영성이라 보고, 촉진요소로 사랑, 이해, 지혜, 중요한

생활사건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주요 속성은 관계성과 믿음, 창조적 에너

지이며, 영적 관점의 결과는 삶의 목적과 의미, 삶의 철학과 가치관, 자기초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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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복자 & 강경아(2000)는 Walker & Avant(1995)의 방법을 적용한 영성 개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영성이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

적 개념임을 확인하였고, 영성의 선행조건을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영’이라고 보았다. 이들이 제시한 영성의 속성은 조화로운 관계성, 초월성, 통합적

에너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며, 촉진요소는 내적성찰/자기반성과 상위존재의 자각,

연결성이다. Newlin et al.(2002)은 Rodgers(2000)의 방법을 사용하여 흑인계 미국

인중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영성개념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문화적 영

향, 삶의 역경, 신앙 및 완화요법의 신뢰를 영성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속성

으로는 초월성, 희망, 강인함, 삶의 의미와 목적의 파악, 타인이나 신, 절대자와의

관계성, 평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영성의 결과는 갈등,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의

상승이다.

이미라(2002)는 Schwartz-Barcott & Kim(1986)이 제시한 혼종모형을 이용하

여 기독교, 불교, 무교를 가진 암환자를 대상으로 영성 개념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는 영성의 차원을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수직적 차원과 타인/이웃/외부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 의미추구와 관련된 실존적 차원으로 나누어 보았고, 영성의

속성을 암투병의 고통 속에서 더 찾게 되고 강화되는 역동적이고 독특한 과정, 절

대자와의 관계성 또는 자신에 대한 의지와 믿음, 초월성, 내적에너지원, 삶의 의미

와 목적 추구로 보았다. 그가 제시한 영성의 활성화 요인은 암진단, 암 전이(악화)

를 통한 영적 지각이며, 영성의 내면적 지표로는 이웃사랑, 절제, 자기초월, 평안,

자아존중, 희망, 자기수용을 제시하였으며, 외적인 지표로는 용서, 기도, 종교적 실

천, 이웃에 대한 봉사, 기쁨과 감사를 들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성 개념의 분석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접근

방법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민족이나 국가, 종교, 문화 등의 환경적 영

향에 따라 영성의 속성이나 경험적 준거 또는 지표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영성이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이며, 말기 암의 경험과 같은 역경이나 삶의 위기에서 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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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영적인 태도 및 행위로 설명되고 있다.

영성체험 현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민속지법, 현상학을

적용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Shirahama & Inoue(2001)는 일본의 농촌 주민들

을 대상으로 하는 영성체험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민속지법을 사용한 이 연

구에서는 영적간호를 시도할 때 대상자가 처한 문화에 대한 가치와 신념, 생황방

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지 하에, 집단 구성원이 서로에게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해 ‘해오름 모델

(Sunrise Model)’을 적용해 영성본질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들이 도출한

영성의 본질은 자연, 조상, 타인에게 감사를 표현함, 서로를 돌봄, 임종과정에서

표현되는 평안과 희망의 경험이다.

이정숙(1997)은 단주모임(AA: Alcoholic Anonymous)의 회원으로 3년 이상 단

주생활을 하고 있는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영성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Van Kaam의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

으며, 연구결과로 AA 12단계의 실천, 외로움, 인간적 사랑, 자각과 자기 노력, 이

4가지가 영성체험 상황의 공통요소로 도출되고 있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영성체험은 외로움과 인간적인 사랑, 알코올 중독자라는 자

각과 같은 개인 생활 혹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영성체험이 이루어지기도 하

며, AA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과 AA 12단계의 실천과 같은 친교 또는 집

단적인 노력을 통해 위대한 힘을 경험하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이 중 특히 친교와 집단적인 노력을 통한 영성 경험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며

이로써 영적회복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단주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오복자와 강경아(2001)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성체험에 관

한 현상학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목회자와 암환자, 일반인 등의 다양한 참여자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Colaizzi의 방법으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영적인식, 관계

성, 사랑, 초월적 에너지, 삶의 의미와 목적, 이 5가지가 주제모음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관계성’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모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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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위 존재자와의 관계성 깊이에 따라 영성 정도가 결정되며, 영성의 속성이 드

러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Narayanasamy(2003)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Colaizzi

와 Hasse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해 영성체험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영성체험이라는 용어 대신 ‘영적 적응기전(spiritual coping

mechanism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적 적응기전의 지표가 되는 주제

모음으로 신념, 기도, 지지가 가능한 관련 자원을 제시하였다.

Walton(2002)은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Glaser의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한

영성체험 연구를 시도하였다. 11명의 대상자와 함께 이루어진 이 연구에서는 ‘조

화로움의 발견(Finding a balance)'을 중심현상으로 보았고, 이러한 영성체험의 과

정을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즉, 1단계-심부전의 발병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죽음을 직면하기(confronting mortality)', 2단계-자신의 상황을 부정적

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을 바꾸는 ‘재구성하기(reframing)', 3단계-전

투석과정동안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의 기복을 순응의 방향으로 적응시키는 ’투석에

적응하기(adjusting to dialysis)', 4단계-그룹이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혈액투석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도전에 직면하기(facing the challenge)’의 단계이

다. 또한 영성의 범주를 3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

는 ‘신념(faith)', 신, 타인, 자연과 '함께 함(presence)',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뿐만 아

니라 다른 새로운 환자들에게도 자신이 다시 도움을 제공하는 '받기와 되돌려 주

기(receiving and giving back)'가 그것이다.

Wilmoth(2003)는 군대에 복무하는 유방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거이론 방

법을 적용하여 암 진단 이후 치료와 군대생활의 경험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질문은 유방 암 진단을 받은 여성군인이 군대생활과 치료를 어떻

게 병행시키는가?‘ 이며,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중심현상은 ‘요구의 기대와 균형

(Balancing demands and expectations)'이다. 이는 군대의료시스템에 대한 치료

요구, 군대에 대한 군인으로서의 요구, 사회지지체계로서 가족에 대한 요구, 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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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구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3가지 중 대상자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요구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요구라고 강조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까지 영성 개념의 분석과 다양한 질적 연구를

통해 영성의 속성과 촉진요인, 결과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속성 간의 상호작용

과정과 그 유형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영적간호를 제공해야하는

실무자들의 영성개념에 대한 이해의 보편화와 영적간호의 제공에 저해가 되는 원

인이다. 이를 위해서 근거이론 방법과 같은 실무이론 수준의 연구가 다양하게 시

도되어야 한다. 또한 말기 암환자와 같이 임종을 앞둔 상황의 대상자로부터 수집

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그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고 본다.

영성체험이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영적건강

의 회복이나 증진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는 평안과 희망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우연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

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호학에서는 말기 암환자와 같이 영적요구가 나타날 때

이를 유도해 돌봄 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

에서는 영성체험의 본질로서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특히 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깊이에 따라 영성 경험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고,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영성체험의 중심현상을 주로 ‘균형 또는 조화

로움’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상학적 연구나 민속지법은 발생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경험의 본질을 밝히는 연구방법론이다. 반면 근거이론 연구는 실

무에서 적용이 가능한 현실적 수준의 이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의 진전으

로 영성체험의 본질에 대해서 간호학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었으나 실

무이론의 개발은 미흡해 임상에서의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조

사된 문헌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말기 암환자처럼 영적요구가 높은 대상자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 보고된 결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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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험의 중심현상과 과정이 부분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영성체험 과정상의 맥

락 및 중재요인과 유형은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종교에 따라 영성이

다르게 인지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반면 이를 반영해 실무적인 이론을 제시한 연

구도 아직까지 없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말기 암환자 중 기독교인

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영성체험에 관한 연구를 근거이론 방법을 적

용해 시도하고자 하였으며 그들에게 있어 영성체험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중심현

상은 무엇이며 과정과 유형은 어떠한가에 관해 파악하고자 함으로써 기독교인 말

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영적간호를 제공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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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은 고통이라는 인간의 한계, 즉 위기상황의 최고조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 발단은 말기 암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어 확대되는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 영역

의 문제와도 관련된 일종의 사회적 적응과정이다.

말기 암환자의 이러한 사회적응과정을 밝혀내는 방법으로 근거이론 방법이 유

효하다. 이는 근거이론 방법이 대상자의 주요 문제를 밝혀내고 이들이 문제점을 해

결해나가는 기본적 사회화 과정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Glaser,

19878). 또한 근거이론 방법은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

석된 실제자료에 근거해 이론을 개발해 나가는 연구방법이므로 사고에만 의존해서

생성된 이론이나 혹은 경험에 근거한 일련의 개념을 조합함으로써 만들어 낸 이론

이 갖는 제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8).

이러한 근거이론 방법은 사회학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토대로 발생한 것으로

써, Thomas, Cooley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고 Mead에 의해 발전된 사회적 연구방

법론의 하나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람들은 사물의 의미에 기초하여 행동을

하고, 사물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변형 및 유지되며,

해석과정을 통해 의미를 처리하고 변형한다는 가정 하에, 인간사회를 사람들이 삶

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만나게 되는 각양각색의 상황

에 의해 행동노선을 발전시키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Blumer,

1969).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개하는 행동을 상호 조정해야 하는 거대한 상호작용의

과정에 휩싸여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남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또

남들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해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대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러한 대상의 의미에 의해 행동하고 방향을 정한다. 대상에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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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포함되며, 서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되고, 유지되고, 약화되고, 변형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과정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집단에 모이고, 서로 다른 조직

에 소속되고, 서로 다른 지위를 접한다는 사실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화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다르게 접근하며, 다른 세계에 살며, 다른 일련의

의미에 의해 스스로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박영신 역, 1990).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이론적 배경을 둔 근거이론 방법은 연구하고자 하

는 인간집단이 가진 의미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의미체계를 파악하는 감정이입적 성찰(sympathetic introspection)을 필요로

한다. 의미체계는 변화하기 때문에 과정적인 성격을 지니며, 연구결과를 평할 때에

는 연구자의 해석 또한 해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대상자의 표현 속에서

대상자가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을 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로 간호대상자 중심의 개별적인 간호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

시하여 주며, 이에 간호현상을 다루는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볼 수 있다(이명선,

1996; Benoliel,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초한 근거이론 방법은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에서 보여지는 일련의 과정과 행위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해석하

는 수준의 연구가 부재한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보

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의 과정과 유형을 파악하기 위

해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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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장장장장 연연연연구구구구방방방방법법법법

본 장에서는 말기 암환자들의 영성체험 과정과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연구 진행 경과에 따른 방법과 절차, 즉 연구참여자 선정의 문제와 자료수집 및 분

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 자세히 서술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선정시 고려되어

야 하는 윤리적 문제와 연구결과의 신용도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 연구자의 준비

및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3333....1111 연연연연구구구구설설설설계계계계

본 연구에서는 말기 암환자들이 영성체험 과정을 통해 겪게 되는 경험의 본질

을 분석 및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제시하였으며, 귀납적 방법으로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

3333....2222 자자자자료료료료수수수수집집집집

자료수집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총 12개월 간의 개인별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9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면담이 예정된 대상자는 총 14

명이었으나, 질병 상태의 악화로 4명의 대상자가 1차 면담 약속 직후 또는 1차 면

담 후 사망을 하였고, 1명의 대상자는 면담에 응하였으나 본인이 면담취소를 원하

여 참여자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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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2222....1111 연연연연구구구구참참참참여여여여자자자자의의의의 선선선선정정정정과과과과 윤윤윤윤리리리리적적적적 고고고고려려려려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말기 암환자 중 기독교인으로, 개인

의 영성체험에 관한 내적느낌에 대해 언어적ㆍ비언어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이러한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다차원적인 경험을 기술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하였다

(이은옥 외, 1998). 참여자 선정의 시작은 서울 소재의 대형교회인 A 교회의 교역

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표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교역자들은 연구자에 의해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한 상태에서 영성을 체험하고 그 내용과 느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는 면담자를 주선해 주었으며 이후에는 연구참여

자로부터 다시 추천을 받아 참여자를 선정하는 눈덩이 표본추출법(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였다.

근거이론에서의 표본추출은 사람의 표출이 아니라 사건의 표본추출이며, 작용/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또는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계속적

인 비교를 통해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춘미, 2001).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집과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이론적 표집방법(theoretical sampling)을

적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수는 연구자료의 분석결과가 이론적 포화 상태에 이

르는 시점을 고려하여 총 9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타당도 확립을 위하여 참여자를 가능한 다양하게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암의 발생 부위,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경제상태, 가족관계 등

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고려하였다.

연구자의 소개와 함께 연구에 대한 취지와 목적,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동의를 한 사람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에게는 면담자료가 논문발표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과 익명성이 보장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면담 시에는 참

여자가 말기 암 상태인 점을 고려해 면담이 지나치게 장시간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고, 참여자가 피곤해 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오늘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면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또한 면담을 취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



24

고 이로 인해 내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는 내용도 미리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 모두에게는 면담에 응해 준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이

지급되었으며, 참여자들과 면담 전·후에 함께 하는 시간을 갖으면서 면담내용과 관

계가 없는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들이 전문적인 간호지식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사

항에 대해 답을 하기도 하여, 이들을 대함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하였다.

3333....2222....1111 면면면면담담담담의의의의 진진진진행행행행

참여자 1인마다 실제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진 횟수는 3 5∼ 회 정도였으며, 면담을

위한 사전작업을 포함한 총 방문 횟수는 좀 더 자주 이루어졌다.

면담은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배려하였고, 주로 병원과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1회에 1시간 30분에서 2

시간 정도로 이루어졌다.

처음 1회 방문 시에는 신뢰감 형성을 위해 먼저 연구자의 소개 및 참여자의 일

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 등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가 앓고 있는 질환이나 일상생활

및 습관에 관련된 질문이나 주의점 등에 대해 참여자와 보호자가 궁금해 하는 점

들을 설명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향으로 주로 진행을 하였다.

면담에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여자에서는 2 3∼ 회의 면담기간동안

에 의미있는 진술을 피하다가 그 후에 구체적인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대

체적으로는 2∼3회부터 의미있는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는 참여자가

살아오면서 영적체험을 하게 된 계기와 과정, 그로 인한 내면적ㆍ외적인 변화의 내

용에 대한 내용을 질문의 골격으로 하였다. 참여자 개인에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와 그 과정,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와 과정, 말기 암 진단을 받고나서의 영적

인 변화, 말기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있었던 영성체험의 내용, 구원에 확신이 있는

지 등의 구체적인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질문이 이루어졌다. 질문의 개괄적



25

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또한 패러다임 모형에서 요구되는 조건(인과, 맥락,

중재)과 전략, 결과 등의 분석 패러다임을 고려하면서 작성된 내용이다.

(1) 영적인 체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적체험을 하였으며, 그때의 마음이나, 느낌, 생각은 어

떠했는가

(3) 이러한 영성체험을 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무엇인가

(4) 영성체험을 하는 동안 본인에게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과정은

어떠했는가

(5) 영적인 체험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면담시에는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을 녹음하고 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

으며, 면담을 진행하면서 필드노트를 작성하여, 자료분석의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면담은 모두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영성체험에 관한 심층자

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9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2단계에서는 1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중에서 3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위한 면담이 다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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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 자자자자료료료료분분분분석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에서의 자료분석 절차를 이용하였으며 각 단계별 코딩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3-1>.

<그림 3-1> 근거이론 방법에서의 자료 분석 과정(Strauss & Corbin, 1998)

개방코딩개방코딩개방코딩개방코딩 : 개념 및 범주 개발

축코딩축코딩축코딩축코딩 :  패러다임 모형 제시
과정분석

선택코딩선택코딩선택코딩선택코딩 : 핵심범주 발견
유형분석

이론적이론적이론적이론적 민감성민감성민감성민감성

메모와메모와메모와메모와 도식도식도식도식

이론적이론적이론적이론적 포화포화포화포화

이론적이론적이론적이론적 표집표집표집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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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1111 개개개개방방방방코코코코딩딩딩딩((((ooooppppeeeennnn ccccooooddddiiiinnnngggg))))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수집된 녹음자료를 모두 필사하고 이를 원자료(raw data)

로 사용하였으며, 녹음하지 못한 사례는 면접하면서 기록한 내용과 면접이 끝나고

참여자와 헤어진 후 가능한 단시간 내에 기록하여 최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확보하

도록 하였다. 대상자와 개인면담을 한 자료와 현장노트 및 메모 등의 자료를 줄마

다 읽으면서 자료에 나타난 사건, 행위, 상호작용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고 다른 자

료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질문하고 계속적 비교분석방법

(constant comparative method of analysis)을 사용하여 개념을 추출하였다. 개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녹음자료를 4∼5차례 반복하여 들으면서 필드노트를 참조하

였고 대상자의 표현이 문자화되는 과정에서 그 원래의 의미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두 58개의 개념이 추출되었다.

개념화 작업 후에는 유사한 개념끼리 묶는 범주화(categorize) 작업이 진행되었

으며 모두 2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4-2>. 개념과 범주를 명명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민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호스피스 봉사단체의 각종 간행물과 유인물, 공중

파 방송 및 기타 ON/OFF LINE 동영상 매체를 통한 자료에서 다뤄진 프로그램과

기존의 문헌 및 참고자료, 국어사전 등을 이용하였다.

3333....3333....2222 축축축축코코코코딩딩딩딩((((aaaaxxxxiiiiaaaallll ccccooooddddiiiinnnngggg))))

이 단계에서는 범주를 서로 연결하면서 각 범주를 속성 및 차원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개념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였다.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파악하는 작업은 범주들끼리의 관련성을 찾아 패러다임 모형을 정교하게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작업으로 패러다임의 분석 결과는 <표 4-3>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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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분석을 위해 대상자가 병원에서 말기 암 진단을 받은 이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용/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순서적으로 연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영성체험이 인식의 확대, 희망의 확대, 관계의 확대, 초월의 확대 등의 4단계로 진

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참여자에서 단계의 진행이 직선형으로만 되어지거나 모

든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었다<그림 4-2>.

3333....3333....3333 선선선선택택택택코코코코딩딩딩딩((((sssseeeelllleeeeccccttttiiiivvvveeee ccccooooddddiiiinnnngggg))))

이 단계에서는 핵심범주를 파악하며, 유형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

된 핵심범주는 ‘조화롭지 못한 관계의 극복과정’ 으로, 이에 대해서는 2차 참여자인

3인에게서 그들의 경험과 일치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사례별 중심내용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핵심 범주상의 내용의 차이가 개별사

례에서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패러다임 모형에서 파악된 관계의 진술을 통해 작업가

설(working hypothesis)을 세웠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아통합형, 수평관계형,

양다리형, 영성인식형의 4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연구결과의 신용도 확립을 위한 고려연구결과의 신용도 확립을 위한 고려연구결과의 신용도 확립을 위한 고려연구결과의 신용도 확립을 위한 고려3.43.43.43.4

근거이론의 연구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몇 가지 질적연구 평가기준이 사용되고

있는데, 간호학에서는 Lincoln & Guba(1981)와 Sandelowski(1986)가 제시한 신용

도(trustworthiness) 성립을 위한 평가기준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엄미란,

2002; 전명희, 2001).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신용도의 성취를 위하여 이들이 제

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이라는 4가지의 항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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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4444....1111 사사사사실실실실적적적적 가가가가치치치치((((ttttrrrruuuueeee vvvvaaaalllluuuueeee))))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말기 암환자와의 친밀한 관계형성과

진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 말기 암환자들의 신체적

상태와 전반적인 상황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과 횟수를

늘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적인 면에서도 최대한

배려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면접 시의 말기 암환자들 반응과 현장상황, 보호자들

의 추가적 보조진술 등을 기록한 메모와 노트를 사용하여 전후맥락의 이해를 증진

시킴으로써 좀 더 사실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3333....4444....2222 적적적적용용용용성성성성((((aaaapppppppplllliiiiccccaaaabbbbiiiilllliiiittttyyyy))))

연구결과가 이 연구 이외의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도 적용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적용성의 확립을 위해 1차 연구참여자 선정 시뿐만 아니라 2

차 연구참여자 선정 시에도 초기에 확인된 개념을 토대로 참여자의 연령층과 신앙

연령, 투병기간, 결혼유무와 가족관계, 교육정도, 직업 및 경제 상태 등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3333....4444....3333 일일일일관관관관성성성성((((ccccoooonnnnssssiiiisssstttteeeennnnccccyyyy))))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코딩의 각 단계별 자료분석시 1인의 간호학 전공 박

사과정생 및 질적연구로 학위논문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박사 1인과 함께

토의하며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질적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1인

및 국문학 전공 박사과정생과 다시 논의하였다. 이후 호스피스, 영적간호 분야에

저명한 간호학 교수와 근거이론 방법의 적용에 정통한 간호학 교수, 신학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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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지도교수팀에 의해 검증받는 절차를 거쳐 수정하고 합의된 결과를 적용

하였다. 또한 기존의 관련 연구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들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서 상세하게 제시된 절차와 같이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자료분석 절차를 철저하게 따름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3333....4444....4444 중중중중립립립립성성성성((((nnnneeeeuuuuttttrrrraaaalllliiiittttyyyy))))

중립성의 확립을 위해 연구자가 기독교인 말기 암환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

견과 고정관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고(bracketing),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경

청하고 한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phenomenological reduction). 이론적 민감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왜 이럴까? 항상

회의를 품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추상적인 사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메모와 도식을 이용하였다. 인터넷 암환자 카페 자

료와 호스피스 봉사단체의 간행물, TV 암투병 방송 자료, 신문, 잡지, 말기 암환자

관련 서적 등의 2차 자료와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시에 유사점과 차

이점을 구분하여 차이점의 경우에 2차 면담시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연구결과를

검증하여 연구결과에 근거한 이론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한 참여자에게서 나

타난 범주가 다른 참여자에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질문을 메모하였다가 추가

면담시 다시 질문하여 참여자별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비교하며 분석하는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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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5555 연연연연구구구구자자자자의의의의 준준준준비비비비

본 연구자는 5년 이상의 내․외과 병동 근무를 통해 말기 암환자 간호를 경험

하였으며 대학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 간 성인간호학 임상실습 지

도를 하면서 말기 암환자의 간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한 분이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후 영적인 체험을 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는 것

을 경험하면서 말기 암환자들의 평안을 도모하는데 영성체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말기 암환자들을 위한 영적간호의 중요

성과 필요성은 자각하게 되었으나 과거 연구자의 임상경험과 임상실습 지도시의

소감을 되짚어보고, 관련 문헌을 살펴본 결과 현재 임상실무에서의 영적간호 제공

이 그 중요도에 비해 매우 미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영적간호에 관한 실

무이론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실무에서 적용이 가능한

단계의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논문을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A 교회에 출석중인 말기 암환자들과 비정기적으로 방

문 또는 전화접촉을 하면서 또한 경험이 풍부한 병상 심방 목회자들과의 사적인

대화를 통해 말기 암환자들의 특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조직적인 호스피스 봉사단체를 대규모로 운영하는 서울시내 B 교회의 호스피스 사

역 경력 14년인 목회자와의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말기 암환자들이 체험하는 영

적, 심리적 변화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론적 민감성을 높였다.

근거이론 방법에 관하여는 대학원 과정에서 해석학 강의와 질적 연구 방법론

강의를 수강하였고 질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과 이론 개발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

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된 질적 연구 방법의 철학적 배경 및 이론개발에 대한 학술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국내․외에서 가장 최근까지 발표되고 있는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지속적으로 탐독하여 근거이론 방법에 관한 이해를



32

높였다.

3333....6666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제제제제한한한한점점점점

(1)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를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카톨릭, 불교, 유교

및 기타 종교를 가진 대상자들의 체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참여자의 선정이 일부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

(3)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 진술내용에 관해 익명성 보장과 기밀의 유지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일부 참여자의 선정이 해당 교회 목회자의 소개로 이루어졌

고 이들의 직분이 장로, 권사 등임을 고려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소

지가 많아 영성체험에 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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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장장장장 연연연연구구구구결결결결과과과과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코딩단계의 분석결과들, 즉 개방코

딩을 통한 개념분석과 범주화의 결과, 축코딩을 통한 패러다임 분석과 과정분석의

결과, 그리고 선택코딩을 통한 핵심범주의 발견 및 유형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4444....1111 연연연연구구구구참참참참여여여여자자자자의의의의 일일일일반반반반적적적적 특특특특성성성성

연구참여자는 총 9명이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Y: Year(s); M: Month(s)

참여자참여자참여자참여자

가명가명가명가명( )( )( )( )

교회교회교회교회

직분직분직분직분
성별성별성별성별 연령연령연령연령 병명병명병명병명

투병투병투병투병

기간기간기간기간****

신앙신앙신앙신앙

연령연령연령연령****

결혼결혼결혼결혼

유무유무유무유무

가족가족가족가족

관계관계관계관계

교육교육교육교육

정도정도정도정도
직업직업직업직업

경제경제경제경제

상태상태상태상태

금 장로 남 73 간암 11M 73Y 기혼 부인, 4남1녀 중졸
기업운영후
명예직

상

이 집사 남 58 뇌종양 7M 15Y 기혼 부인, 2남 대졸 주유소경영 상

남 집사 남 38 간암 22M 38Y 기혼 부인, 1녀 대졸 개인사업 하

임 장로 남 62 간암 16M 62Y 기혼 부인, 2녀 대졸 빌딩임대업 상

민 집사 여 42 자궁암 17M 20Y 기혼 남편 남, 2 대졸 유치원원장 중

권 권사 여 67 유방암 13M 30Y 기혼
남편사별,
3남2녀

고졸 주부 중

김
무직
분자

남 53 대장암 11M 8M 기혼 부인, 1남1녀 고졸 회사원 하

정 집사 여 49 폐암 6M 5Y 미혼 독거 초등졸 상업 중

문 집사 남 50 폐암 12M 1Y 기혼 부인, 1남1녀 대졸 회사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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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남자가 6명, 여자가 3명으로, 평균연령은 55세로 38세∼73세의 분포를

보였으며 50세 이상이 명 세가 명 세와 세가 각 명이었다5 , 49 1 , 42 38 1 . 투병기간

은 6개월 개월의 분포를 보였는데 년 이상의 해당자가 명으로 가장 많았고22 1 6 ,∼

개월이 명 그리고 개월과 개월이 각 명이었다11 1 7 6 1 .

교회에 출석한 기간을 의미하는 신앙연령은 평균이 54세로, 신앙연령이 15세 이

상인 참여자가 모두 6명이었다. 신앙연령의 분포는 8개월∼73세로 나타났는데, 특

히 모태신앙이라고 구분되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갖게 된 참여자의 수는 3명으

로 각각 73세, 62세, 38세였고,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비교적 신앙에 깊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30세, 20세, 15세의 신앙연령인 참여자도 각 1명이었다.

교회에서 직분의 높낮이가 신앙연령이나 신앙의 수준과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로(남)와 권사(여)는 집사(남ㆍ여)보다, 집사는 무직분자

보다 상위 직분자로 수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로가 2명, 권사가 1명, 집사가 5명,

무직분자가 1명이었으며 대부분이 집사 이상의 직분자였다.

참여자 중 7명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으며, 남편과 사별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1명, 독거 중인 49세 미혼여성이 1명이었다.

교육정도는 대졸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2명, 그 이하가 2명이었다. 직

업과 경제상태를 고려해 볼 때 현재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는 참여자는 3명이었고, 그 이외의 참여자는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4-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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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2222 개개개개방방방방코코코코딩딩딩딩:::: 말말말말기기기기 암암암암환환환환자자자자의의의의 체체체체험험험험에에에에서서서서 도도도도출출출출된된된된 개개개개념념념념과과과과 범범범범주주주주

본 연구에서는 근거자료의 분석을 통해 ‘조절되지 않는 통증’, ‘호흡곤란으로 인

한 고통’, ‘지속되는 피로감’, ‘말기 암 진단으로 인한 절망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의 결

여’, ‘절제되지 않는 감정’, ‘하나님에 대한 분노’ 등 58개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들

개념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신체적 고통’, ‘정서적 불안정’, ‘관계의 부조화’, ‘내세에

대한 믿음’, ‘경제적 부담감’, ‘가족에 대한 부담감’, ‘정서적 지지’, ‘영적지지’, ‘전문

가의 지지’, ‘삶의 애착’ 등 20개 범주로 도출하였다. 그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

다<표 4-2>.

도출된 개념도출된 개념도출된 개념도출된 개념4.2.14.2.14.2.14.2.1

본 논문에서는 참여자들이 진술한 자료 중에서 각 개념의 대표적인 사례만을

제시하였다.

조절되지 않는 통증(1)

통증은 모든 참여자의 호소 내용으로 대부분이 이미 조절되지 않거나 마약류

의 사용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절되는 상태에 있었다.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어버

리고 싶다는 문 님의 진술에서와 같이 참여자들은 극심한 통증에 대해 고통

스러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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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으로 인한 고통(2)

특히 참여자가 폐암 환자인 경우에는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 하였다. 이동용

산소통을 집에 비치하고 비강카테터를 사용해 산소를 흡입하고 있었으나 자세변

경이나 기침 시에 카테터가 자주 빠지게 되며, 이로써 자주 짜증도 내고 힘들어

하였다.

지속되는 피로감(3)

참여자들의 극심한 통증이 약물이나 기타 중재 방법에 의해서 조절이 되지 못

하고 있었으며 어떤 자세로 있더라도 편하지 않고 식욕저하와 수면장애 등으로

피로감이 지속된다고 호소하였다.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

프고 힘드니까 지금처럼 사는게 이게 사는거예요 이렇게 힘이 드는... ?

데 언제 죽나 기다리고 질질 이게 뭐예요 차리리 죽는게 나아 문.... ... (

님)

숨쉬기 힘들고 기침이 심함 이거 비강카데터로 산소흠입하는거 하( )... ( )

고 꼼짝 못하고 있어도 조금만 움직이면 빠지고 숨쉬는거 이 거 하나...

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데 자꾸 역정나고 힘들고 왜 안데려가시나... ... ...

하는 마음이 들죠 문( 님)

고통이죠 힘들어서 앉아있기가 불편하다 모 잠깐 앉아 있어도 힘들... ( )

고 피곤하고 먹는 것을 제대로 먹나 기운이 없고 도통 사람이 지... ...

치니까 밤에도 통증오면 잠 하나도 못자고 잘 수가 있나 힘들죠... ... ... .

김( 님)



37

말기 암으로 인한 절망감(4)

참여자들은 말기 암이라는 불가항력적 위기상황으로 인해 절망감을 느끼고 있

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암담함과 그로 인한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참여자

의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비관적 사고에 대한 두려움(5)

참여자들은 건강했을 때와 비교해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

고, 혼자있게 되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비관스러워 하고 앞으로 닥쳐올 죽

음에 대한 불안해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부정

적인 생각을 차단하거나 중지시켜 주고 기분전환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 항상 옆

에 있기를 원했고 불가피하게 보호자가 없이 혼자 있어야 하는 경우를 두려워했

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죠 이루 말할. .

수 있나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었고 뭔가 잘못된 거라고. ,

생각도 했고 안믿고 그러지요 그냥 암담했죠 문, . . ( 님)

우리 마음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거자나요 혼자서 가만히 있다보면.

별 생각이 다들고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생각이 혼자 가고 막 무섭.

고 그럴 때가 있자나요 그게 인제 자꾸 그러니까 싫고 무섭고 그래서. .

혼자 있으면 자꾸 기도할라고 그러고 누구라도 같이 있을려고 하죠, .

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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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대한 두려움(6)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참여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정도의 차

이가 있을 뿐 참여자 모두에게서 죽는 과정에 대해 고통스럽고 무서울까봐 두려워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죽음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7)

참여자 중 사후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참여자나, 갈 수 있을까를 의

심하는 참여자 모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감의 결여(8)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참여자 대부분은 말기 암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본인의 정서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을 지각하였다.

천국은 어떨까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잘... .

모르는 것이고 누가 참 죽었다 깨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고 그렇죠 민... ( 님)

죽을 때 무서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도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았으? ?

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을 때도 축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 . (

님)

지금도 보면 내가 얼마 안남았자나요 옛날엔 나는 나만 믿고 살았는... ...

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요 이렇게 아프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도 들...

고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김. .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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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되지 않는 감정(9)

신체적인 고통으로 힘들어 질수록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를 주는 언행을 하게 되는 등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10)

참여자들은 왜 절대자이신 사랑의 하나님이 본인에게 사랑의 선물이 아닌 불

치의 병을 앓게 했는가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다. 김 님에서와 같이 본

인의 일상적 태도가 도덕적이고 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여기는

참여자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상대적으로 크게 표출되었다.

너무 힘드니까 자꾸 그러면 안되는데 집사람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

말을 막하게 되고 그러니까 속마음은 안그렇죠 안 그래도 미안하고... ...

그런데 또 뭐 맘처럼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 ... ...( 님)

내가 무얼 그렇게 잘 못했나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하필 왜 나, ,

인가하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기가 막히고 화도 나고 하나님께 모든... ...

것을 맡긴다고 생각하다가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건

지 하는 생각에 얼마나 화가 치밀고 김... ...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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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힘에 의한 해결방안 모색(11)

참여자들은 말기 암을 진단받은 후 좀 더 좋은 병원과 의료진을 찾는 본인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질병상태가 호전될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스스로에 의한 나름

대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형제에 대한 배신감(12)

말기 암을 진단받기 전까지는 참여자에게 우의를 보였던 형제들로부터 진단

이후에 거리감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특히 참여자가 경제적으로나 여타의 부분에

서 의지가 되어주었던 형제로부터 그런 경우에 참여자는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

였다.

하나님이고 뭐고 빨리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어 날 돌보는데 내.

가 왜 이맇게 게으름을 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병원에 갔었어야 했는데 후회도 스럽고 그리고 정신차려서 내가...

어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했지 정... ( 님)

병중에 이렇게 있고 우리가 힘드니까 형 동생들도 다 멀어지고 잘 안,

와 친척이나 친구는 말할 것도 없지 내가 이래도 동생이 둘인데 내... ...

가 그 거 다 데리고 있으면서 다 키우다시피 했거든 그래봐야 내가. ...

이렇게 되니까 힘들땐 코빼기 하나 안보이고 내가 인생을 잘 못 살았

나 형제도 돈이 있어야지 다 소용없어 문... ...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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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양가감정(13)

비록 참여자가 가족들의 바쁜 상황을 이해한다고 해도 심층적으로는 가족이

곁에서 염려해주고 위로해 주는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

해해야 하는 의무와 지지를 받고 싶은 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원에 대한 확신(14)

영적 구원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은 참여자에게 있어 궁극적인 목

표이자 희망이었다. 참여자들은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하

였다.

가족이나 모든 식구들은 인제 다 포기했구요 치료 뭐 다 포기한거...

죠 평소 각자들 생활처럼 하고 지내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해요... ... ...

특히 우리 집사람에게 힘들 때 내가 힘이 돼 줘야 하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저렇게 담담하게 또 잘 해나가서 그러면서도 한...

편으론 나를 또 이렇게 포기하고 내버려 둔다는 게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게 아니지만 알면서도 서운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정말들... . ...

괜찮아 하는 마음이 들죠 이... ( 님)

나 하나 죽는 거는 모 천국가서 복받고 뭐 그럴꺼니까 하나... ... ... ...

님 딱 믿고 나면 죽는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되요 내가 하나님 모르.

고 죽었으면 억울했을거 같아 나는 천국 간다니까 이... .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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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에 대한 신뢰(15)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상위존재자와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조화로움

을 의미한다.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경우 참여자는 말기 암의 진단이라는 불가항력

적인 위기상황으로 인해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과 강한 신

뢰감의 형성이라기보다는 막연하게 절대자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현성하는 초보적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반면 민 님과 같이 신앙의 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보여

지는 참여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강해지는 절대적 신뢰의 관계로 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족에게 짐이 됨(16)

참여자의 치료와 돌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과 시간은 참여자에게 마음속의

짐이 되는 부분이었다. 특히 참여자와 가족의 경제적 상태가 어려울수록 경제적으

로나 시간상으로나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미안해하였

다.

주님의 존재가 더 크고 확실하게 느껴지죠 인제 이런 과정을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 인도하심을 느끼는거 민... ( 님)

아무래도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내가 가장인데 돈을 못 버니까 우리...

애들 엄마가 보험회사를 다녀요 어렵지 애들 학교도 다녀야 하고 지... ...

금은 내가 너무 미안하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마음만 그... ...

냥 힘들지 빨리 내가 죽어야 우리 애들 엄마나 애들이나 한참 눈물...( ) (

흘림 덜 고생스러울 텐데 침묵 쉽지가 않아 문)...( ) ( )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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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함(17)

참여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유교적인 ‘불효’의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자식의 고통스러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에

대한 심정에 대해서도 참여자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

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18)

참여자 중 일부에서는 본인의 사후에 가족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맡아 주실

것이다’라고 믿으며 크게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신앙의 수준과

경제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또한 자녀가 어리며 참여자가 남자인 경우에 남게

되는 배우자와 자녀 등의 가족에 대한 염려와 본인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였다.

제가 힘들어 하는데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같이 기도해 주신.

다고 그러셨거든요 처음에는 시작하시는데 감사기도 드리시고 그러다. l

인제 애원하시고 그러시다가 나중에는 절규하듯 우시는거예요 저도 아.

이가 있으니까 당신 아들이 아파하는게 얼마나 가슴찢는 일인지 너무

잘 아니까 침묵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저한테...( )... .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아버지에게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님)

애들 아직 학교 다니는데 남겨두고 가는게 마음이 걸리죠 애들 엄마...

도 그렇고 내가 서른 너머 늦게 결혼해서 애들이 아직 어리고 걱... ...

정이 되고 음 음 좋은 부모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했을텐데... ... ... ...

한참동안 침묵 김( )...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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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정서적 지지(19)

참여자들은 모두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대해 매우 중요한 지지원임을 강조하

였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와 형제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지는 수평적 인간관계에서

가능한 가장 조화롭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말기 암환자의 지지원인 것으로

진술되었다.

친구들의 관심과 배려(20)

참여자들에게 또래나 사회적으로 같은 관심사를 지닌 교제집단으로부터의 애

정어린 관심과 배려는 가족 다음으로 중요한 지지원이 되며 가족과의 관계가 조

화롭지 못한 경우에는 지지원으로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에게는 걱정을 끼칠 것을 염려해 표현할 수 없는 문제를 이들과는 공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전에도 남편이 저한테 잘했어요 병원에 와 있으니까 바쁜데도 제가.

알아요 나하고 있을라구 그러고 자기도 힘들텐데 애들도 신경써주고. ...

그러면서도 그게 나한테 너무 고맙고 애들도 얼마나 그렇구 집이 지, ...

금 난리일텐데 엄마 걱정마 애들이 그래요 민( 님)

아무래도 이러고 아프고 있으니깐 찾아와 주고 그러는게 고맙지 모( ) ...

와서들 있다 가면 나도 그냥 신나게 얘기하고 그래요 다 잊어먹구 떠...

들다 웃다 그러지 오면 자기들끼리 뭐 해먹고 나 먹을 것도 해주고 한...

참들 놀다가 권사들끼리 하는 모임인데 심 방이라기 보다는 와서... , ...

그냥 노는 거지 얘기도 잘 통하고 또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다들 내 사. (

정이나 문제를 아니까 그냥 같이들 우르르 와서 같이 있으면 마음이) .

위로도 되구 좋아요 권... .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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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로부터 느끼는 동질감(21)

참여자들은 건강인이 아닌, 참여자와 건강상태가 유사한 다른 환자들로부터 동

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나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위안을 받았다.

의미있는 인간관계의 결여(22)

말기 암환자에게 있어 누군가 가족이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렵

고도 참기 힘든 고통으로 보여진다. 가족관계가 조화롭지 못하거나 결여되어 구성

원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정 님과 같이 오랜기간 독거해 온 경우, 혹은 김

님에서와 같이 배우자가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참여자의 곁에서 지지가

되어줄 수 없는 경우에 참여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그리고 김

님에서는 찾아오는 친구가 줄어들자 더욱 불안정한 정서상태를 나타냈다.

여기 있는 환자들이 다 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옆에 분들 보면서 많.

이 위로가 되죠 여기 있으면 머리 카락 없는거 가릴라고 애쓸 것도. ( )

없고 오히려 머리 카락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이자나요 웃음 나하나( ) ( )

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깥에 있을 때 보단 편하죠 여... .

긴 다들 날 받아놓은 사람들이니까 웃음 민( ) ( 님)

우리는 친척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어릴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애들엄마도 만나고 보니까 또 그렇더라구 조실부모 그래서 의지가( ).

됐는데 지금은 또 집사람이 일하니까 이렇게 혼자 지내요 내가 일만.

알고 살아서 친구들도 별로 없는 편이고 몇몇 알던 사람들도 한번씩...

다녀가고 그리곤 끝이지 모 좋을 때나 찾아오지 누가 오나요 다 필. .

요없어요 뭐 나같은 놈 누가 찾아오겠어요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참. . .

나는 왜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는 일마다 그렇고 힘들다 들다 이제 그. .

거 자리하나 직장 잡은건데 인제 암이라고 날 더러 죽으라고( ) ...

참 김...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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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영적지지(23)

가족의 영적인 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좀 더 종교와 밀접

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여자를 위해 행해지는 가족의 새벽기도(또는

기도)는 정서적인 지지와 함께 참여자의 내적 평안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지원이었

다.

목회자의 방문(24)

그러나 참여자들은 목회자의 강한 영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가족의 기도에 대해 고마워하지만 본인이 속해있는

교회의 목회자, 즉 본인이 신뢰하는 목회자가 방문하고 기도해주는 것에 대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두고 강한 영적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의 거동

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이뤄지는 목회자의 방문은 참여자의 내적 그리고

외적 평안을 위한 강한 지지원이었다.

애들이야 늘 고맙지 인제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 남편 돌아가시고... ( )

나에게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기도 항상 하고 나는 못나가지( ) ...

만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 하루는 어머니 저희가 매일 새벽예... .. ...

배가서 기도해요 어머니 마음 편히 갖고 계세요 어머니 마음 굳게. .

잡수시고 늘 그저 승리하는 마음으로 아셨죠 그러는거야 그래 걔? ...

가 지 형제들이 다 새벽예배 나가서 나 위해 기도해준다는 데 눈물이

막 나죠 권. ( 님)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오세요 못 오시면 전화라도 꼭 하...

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받으면 좋죠 영적으. ...

로 강하시자나요 영적인 그런 힘이 느껴지니까 오시면 꼭 기도해주. ...

시고 찬양해 주시고 그런 날은 아무래도 좀 낫지 들 아픈거 같기도, , .

하고 그래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이.. ...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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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의 심방(25)

교인들의 방문은 단순한 교제의 의미라기보다 기도와 예배, 찬양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심방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친구들

과의 교제로부터 얻어지는 위로와는 다른 종류의 감사와 평안함을 얻고 있었다.

호스피스 목회자의 방문(26)

호스피스 전문 사역자는 참여자에게 본인이 속해있는 교회로부터 방문하는 목

사님에게 기대하는 바와 의료인의 정보제공에서 기대 가능한 욕구를 동시에 만족

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지지원이다. 더욱이 업무에서의 시간과 비용부족으로 의료

인으로부터 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암환자의 욕구를 참여자들은 호스피

스 목회자로부터 충족하고 있었다.

교회에서 심방오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되고

그렇죠 친구들도 오지만 교회서 오는 건 또 다르자나요 기도해 주고. .

영적으로 힘이 되주고 평안을 주는거니까 다들 바쁠텐데 찾아주고 참...

감사하죠 권. ( 님)

여기 호스피스 하시는 목사님이 오시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불안해하니까 그 분들이 제 얘기도 듣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면 한결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거...

든요 민. ( 님)

저어 또 오셔서 전문적인 카운셀링을 해주시니까 이거 간암 발생 원... ( )

인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설명해주시니까 도움이 많이됐지 그분이 죽...

는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셨어요 알고 나니까 몰랐을 때보다 덜 저...

기한 건 있죠 아무래도 임...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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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관심과 격려(27)

의료행위 시에 보여지는 참여자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의 태도 즉 호의적이거

나 무관심한 태도는 참여자의 영적안녕 상태에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가족이나

형제 또는 찾아오는 친구 등의 의미있는 인간관계가 결여된 경우에는 의료인의

관심과 격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폭이 컸다.

간호사의 정보제공(28)

참여자들은 죽음의 과정이나 말기 암의 진행상태 또 그 밖에 본인에게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태에 관해 알고싶어 하였으며 자신의 요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원과 조언자에 대해 간호사로부터 정보제공을 기대하고 충족하고자 하

였다.

여기 간호사님 중에 얼굴 동그라니 얌전하게 생긴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씩 올 때마다 그렇게 말을 따뜻하게 해줄수가 없어요 잘 모르는 것도.

그 간호사에게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말을 해줘 다들 바빠서 그런지.

말걸기도 쉽지않고 어디 의사선생님한텐 내가 아무래도 말을 잘 못하니,

까 내 말을 그렇게 한가하게 들어 줄 수가 있나 근데 올 때마다... ...

참 내가 힘들어도 그 이를 보면 뭐랄까 기분이 좋고 고맙죠 김... . (

님)

지난 번에 여기 수간호사님이 와서 이런거 저런거 얘기해 주구 다들...

바빠보이니까 먼저 물어보지는 못했지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아주 친... ( )

절하고 다 좋아요 근데 글케 와서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드라구 여. .

기 호스피스 모하는 목사님이 어제 다녀 갔는데 그것도 그이 수간호사가

여기 병원도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그렇자나 이제 온대니까 오시라구는 했어요 오시니까 와주시니까 고... .

맙죠 임...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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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한 비정상적 물질수단의 사용(29)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일부의 참여자들은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

되지 않은 위험성이 있는 민간요법에 의존하려고 했으며 현재 대체의학이라고 인

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효과가 의심되는 평소에는 거부감을 느꼈던 희귀한 벌

레를 먹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다.

(30) 치료를 위한 비정상적인 영적수단의 사용

비교적 신앙에 깊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권 님의 경우에서도 삶에 대한 소

망으로 인해 평소에는 금기시하고 가까이 해선 안된다고 믿었던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정상적인 믿음과 행위를 벗어나는 이단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효과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접근해보고 싶다는 의사도 표현하였다.

동생은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자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생각은 잘 안들

고 뭐 그것도 좋지만 먼저 치료받아야겠다 생각했어 나중서 병원 수술.

하고 나서 그래도 힘들다고 병원서 그래도 나는 포기 안했어요 민간요...

법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했다구 좋대는 거는 다 갖다가 했다구 벼라, ,

별거를 다 먹어봤어 진짜 그 심정은 뭐에라도 매달리고 싶은 그 심정...

은 정... ( 님)

자꾸 몸이 힘들어지고 내가 지치니까 나 아는 이가 어딜가자고 그래 교.

회라고 그래서 한 번 갔는데 좀 분위기가 뭐랄까 다르더라구 거기 목사.

님 기도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많이들 낫는다구 그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간거죠 기도받을때 좀 나는 이상하더라구 기분이 되.

게 며칠있다 또 오라구 그랬는데 왠지 가기가 싫데 그게 그럼서도... .

그 동생이 거깄다가 난사람이 많다고 하도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또 그

렇자나요 실은 동생이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또 가볼려구 그러고 있는.

데 우리 큰 애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는게 알

더라구 그리고는 거길 인제 못갔지 애들 땜에 내가 거기 실은 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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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부정(31)

신앙연령은 오래되었으나 신앙에 깊이가 별로 없는 이 님의 경우에는 거

듭 확인되는 말기 암의 진단에도 끊임없이 더 좋은 병원기관과 의료진을 찾아 헤

메고 말기 암 진단을 수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신앙에 깊이가 있는 참여자들도 질

병진단에 대한 수용 시기는 진단시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자각(32)

시기상의 차이는 있으나, 불치의 병에 걸린 자신이 스스로의 어떤 노력에 의해

서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모든 참여자에게서

일어났다.

상하다고 들어서 누가 거기 이단이라고 그러는거 알았는데 내가 그래...

도 거기가 가지더라니까 권... ( 님)

내가 아니고 몬가 잘못된거 같고 병원에서 오진한거다 그래서 병원... ...

을 옮겼어요 우리 애엄마나 애들도 그렇고 다 못믿겠으니까 빨리 옮. ... .

겨서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가야겠다는 오기가 생기고 교회에 가야겠다...

는 생각보다 어디 빨리 연락해서 병원 좋은 데로 알아보고 진찰 다시( )

받고 빨리 치료받아야 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죽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했.

죠 이. ( 님)

하나님이 그 전에도 있기는 있을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믿거나 그런거는 아니고 나만 착하게 열심히 성실히 살면 애들 착하게

커주고 아주 잘살지는 않아도 우리 식구 행복하게 살 수 있을거라 생각

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암에 걸리니까 이게 내가 뭘한다고 다... ( ) ...

되는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어쩔 수가 없는거 예요 네. . ?

우리의 힘으로 되는게 아니구 그런거니까 문...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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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자각(33)

참여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생

각하는 계기를 맞고 있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

죠’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김 님은 무신론자였으나 절대적 능력을 가진 상위존

재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다가 전도를 받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이다.

종교에 대한 관심의 증가(34)

비교적 신앙연령이 어리거나, 높다고 해도 자의적으로 교회에 다닌 기간이 짧

은 김, 정, 이 님의 경우에서 예전에 거부감으로 다가왔던 예배나 성

경말씀, 찬송가와 기도 등의 종교적인 아이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내용이 진술

되었다.

옛날엔 신이 있다고 생각 안했는데 나는 나만 믿고 살았거든요 그러... ...

다 애들 엄마 만나면서 잘 살아야지 했는데 쓴 웃음 이게 다 그런...( )...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거 같아요 이제는 그런게 믿어지니... ...

까 김... ( 님)

성경책은 별로 나는 원래 책도 별로 안좋아하구 그랬는데 매일 우리... ... ...

둘째가 가게 정리하고 와서 가기 전에 조금씩 읽어주거든 걔가 원래 좀.

곰살맞고 그런데가 있어 그렇게 걔가 읽어주는게 지금은 괜찮아요 좋... ...

아요 그 전에도 그렇게 나한테 읽으라구 그랬는데 이제 바쁘기도 하고.

귀찮아서 잘 안그랬거든 어제 말씀은 주께서 내게 피할 길을 내사 그... ...

런 게 있자나요 왜 그 걸 듣는데 눈물이 핑나는데 내가 참 그 말이. . ...

위로가 되는지 죽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

들고 이.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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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에 대한 의미성찰(35)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참여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절대자인 하나님이 본인에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자

하였다. 점차 고통을 절대주권자로부터 깨달음을 요구받은 단순한 고통 이상의 체

험과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그 깨달음을 통해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경

험하게 되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36)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끝나고 암담한 미래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개

념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희망적 의미

에서의 긍정적인 개념으로 인지하려는 시도와 변화를 보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알고 싶었어

요 기도하고 기도했죠 이런 연단의 시간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

하는거죠 임. ( 님)

지금 이런 과정이 나와 우리 가정에 연단의 과정이 되고 또 주위 사람들

도 많이 위로해 주고 그래요 그게 다 힘이 되구요 이젠 이런 연단의. .

시간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이. ( 님)

죽는다니까 첨에는 아무래도 좀 무섭고 그랬죠 그런데 죽는다는 게 또.

한편으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건데 무서워할 게 뭐 있나 이런 생각도 했

죠 가면 지금하구는 다른 세상이 훨씬 좋고 그럴거라는 생각을 하죠. ... .

인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할라구하지 권( ) ...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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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37)

임 님은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급격한 외모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외

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한 유한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해 더 이상 가

치를 크게 두지 않고자 하는 변화를 보였다.

어쩔 수 없음으로 인한 포기(38)

참여자들에서 말기 암의 진단을 수용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 님의 경우에서 도출되는 수동적인 형태의 수용과정으로 이

는 어쩔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피동적인 형태의 현실수용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거 잖아요 어떻게도 안되는 건데 이젠 하나님께 믿고? ...

맘 평안히 하고 가야죠 별수있나 정... ...( 님)

진단받기 전에도 조금 황달기는 있었지만 진단받고는 황달이 심해졌지,..

요 얼굴색도 많이 변하구 우리 저 사람 부인 이 나더러 얼굴 많이 상, ... ( )

했다구 하는데 참 인물 하나 잘났었는데 하면서 웃음 내가 인물, ...( )...

이 아주 저거 훤칠 하지는 않았아도 또 아주 빠지는 편은 아니었거( )

든 웃음 그래도 그게 다 지나고 나면 다 그냥 그 는거고 암...( )... fowl ...

만 잘났어도 그거 몇 번 강산도 변하고 나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

게 병들어서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자나요 다 그냥 그럴필요 없는... ...

데 왜 그렇게 아옹다옹 집착하면서 살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임(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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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인정함(39)

또 하나는 금 님의 경우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절대자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응하려는 태도이다.

삶에 대한 유종의 미의 소망(40)

참여자들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원했으며, 권 님의 경

우에는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이제까지 본인이 지켜왔던 단정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며 자식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은 소망을 진술하였다.

나야 살만큼 다 살았는데 알면 어떻구 모르면 어때 젊은 사람들이면... ...

걱정도 되겠지만 이제 살만큼 살았는데 한참 쓰시고 데려가시겠다... ...

는데 가야죠 안그래요 금... ? ( 님)

마지막까지 내가 잘 견딜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식들에.

게 흉한 모습을 보일까봐 참 그것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잘 참아내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는 권...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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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 대한 소망(41)

영적인식을 하고 현실에 수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참여자들은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내세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않았던

참여자들은 임종에 가까울수록 천국의 존재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본

인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가족에 대해 깊어지는 사랑(42)

참여자들은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므로 가족과 서로 사랑하고 아

껴 줄 시간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제한적으로 허용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서로에게 아쉬운 마음과 함께 깊어지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었

다.

천국이 있겠죠 내가 불안해서 그런가 그게 하늘나라가 있는것 같아. ...

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했으니까 이제야 걱정되는데 그게 한 편으. ...

로는 예수를 병나고 믿어서 좋은 일 많이 못했으니까 천국에 못 갈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병을 회복해서 잠깐 더 살 수 있으면 남들처럼...

좋은 일도 하고 싶고 김. ( 님)

제가 아프고나서부턴 가족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서로 더 끈끈해지...

고 부모님의 사랑도 제대로 알게되는 거 같아요 집사람과의 관계도 더.

깊어진다고 할까 참 애틋한 마음인거죠 아쉽고 이제 이런 마음이 드... .

는게 참 어리석죠 이제야 이제서야야 김... ... ...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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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복의 기대(43)

참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한된 시간의 상황은 이미 관계가 악

화된 대상과의 관계회복을 기대하게 하였다. 생존해 있는 대상뿐만 아니라 이미 사

별한 부모와 친구, 형제들까지도 마음속으로부터 용서에 의한 관계회복을 소망하였

다.

죄의 고백(44)

남 님의 경우에서와 같은 일부 참여자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

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고자

하였다.

인제 그 전에 일인데 우리 선친 예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으나까 살...

아계실 때 아주 폭군이셨어요 아주 오래전 얘긴데 매일 술먹고 집에. ...

와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고 그랬다구 말도 얼마나 거칠었는데. .

오죽하면 내가 그 양반 일찍 돌아가시길 바랬겠냐구 돌아가셨을 때도...

난 눈물 별로 안흘렸어요 아주 모 그런게 근데 요즘들어 그 양반 생. ...

각이 글케 나 왜 그렇게 술을 드셨는지 뭣 때문에 그렇게 사시다가 가. .

셨을까 용서 지금은 모 용서하고 말고도 그럴 것도 그럴 수도 없지. ...

만 돌아가셨거든 참 다시 볼 수 있으면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싶... . .

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뵐 수만 있다면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싶. .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 ( 님)

하나님 제가 한 평생을 이렇게 복 받고 살았는데 저는 죄만 짓고 살았,

습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도 지고 돌아가. .

셨는데 이런 저를 그래도 사랑해주시고 복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그... ...

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는 기도죠 남.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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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의 고백(45)

인간의 한계와 절대자의 능력에 대해 자각한 참여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겠다는 의지를 고백하였다.

하나님에게 의지함(46)

참여자들은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

기고 의지할 것임을 고백하며, 스스로의 능력에 의존하며 자신에게 내적으로 쌓아

두었던 마음의 짐과 버거운 책임감을 하나님에게 내려놓고 싶는 소망과 의지를

표현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 그건 하나님 뜻이지 나야 따라만 가면...

되는걸 나도 첨에는 애들이 미국서 아버지 여기서 다시 병원가고 치료.

받으세요 하는데 마음이 움직일 뻔도 했는데 안그러기로 했어요 그거...

모 그렇게 목숨 얼마 연장해서 모하게 나는 충분히 복받고 잘 살았... ...

어 하나님 가자고 하시는 데로 따라 가야지 금... . ( 님)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야말로 시자나요 믿음으로 모Lord ...

든 걸 맡기고 내려놓으면 다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거니까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는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겼어... ( )

요 임... ( 님)

걱정만 할 뿐이지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자나요 이.

제는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다 내려.

놔야죠 모두 다 민. .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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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말씀의 사용(47)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는 참여자들은 빠지는 일이 없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독

하기를 시도하였으며, 기존에 접하기를 꺼려하거나 자주 접하지 못했던 참여자는

거부감 없이 접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다.

절실해지는 기도(48)

기존에 기도를 열심히 하던 참여자나 그렇지 않은 참여자 모두는 애절한 기도

를 통해 자신과 가족에 관계된 소원의 성취와 영적인 안녕을 기대하였다. 특히 대

부분의 참여자들이 본인과 관련해서는 고통을 덜거나 삶이 연장되기를 희망하는

기도를 하였으며, 영적으로도 승리해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하였다.

나는 낮에 혼자 있으니까 그 때 기도 하고 교회에는 못가니까 또 딸애,

가 테이프로 설교 들으라구 갖다주면 맨날 그거 꽂아 놓고 돌려듣고 돌

려듣고 하니까 마음이 뭐래야 하나 예전에는 그런거 한 번 안들었었... ...

는데 마음이 편안해져 목사님이 참 맞는 말 많이 한다 싶고 문... ... ... (

님)

내가 이러고 암에 걸리고 나서는 기도가 절실하게 나오죠 나를 위해( ) .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죠 이 고통의 잔을 거두어 가시고 눈. ...(

물 이 고통이 지나가고 주님께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고 금...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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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에의 능동적 참여(49)

참여자들은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으며,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심적인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영적지지에 대한 요구(50)

임 님은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강한 영적인 지지를 받고자 하였으며, 다른

참여자들에게서도 가족의 기도나 설교방송을 자주 듣고 싶어하는 등 영적인 안녕

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영적지지 대한 요구가 있었다.

아프고나서도 새벽예배도 교회가 바로 코 앞이니까 가고 수욜예배도...

가고 주일예배 저녁예배도 가고 그 전에는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인...

제는 빠지는게 아쉽고 못가면 마음이 아프고 그래 나 가는날까지 예... ...

빼참석하고 기도드리고 하다가 조용히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지.

금( 님)

그럼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죠 영적인 경험이라는 게 이제 우... .

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인데 우리가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

해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의 그런 그 강한 영적인 힘으로 담대함을 가. (

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부탁드리는거죠 임) .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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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기쁨을 소망함(51)

참여자들은 교회 봉사와 일반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느꼈던 나눔의 기쁨과 이

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소망에 대해서 말하였고, 민 님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면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하는 진술을 하

였다. 그리고 권 님은 투병 중에도 자신이 입원해 있는 병실의 다른 환자를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다는 기쁨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였

다.

이 분들 호스피스 봉사자 보면 나도 안 아프면 저거 하고 싶은 생각이( )

많이 들어요 다른 봉사도 좋지만 이런 거 정말 좋은 사역인 것 같아.

요 난 애들하고만 지내왔는데 이런 봉사도 있고 이런 나눔도 있구나 싶.

어요 민. ( 님)

그리고는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지 교회 안나가더라구.

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보다 하고 그이하고 나하고 병실에.

둘이 있을 때 내가 말을 꺼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리고 마음을 평. .

안히 가지라고 그래 한두번 얘기하고 가만히 있길래 나중에 내가 퇴원. ,

하는 날 그 전 날 얘길 또 했어요 그 날은 좀 한 참을 했네 그리고, . ...

는 그 이가 나 나가는 날 할머니 저도 목사님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잖,

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내가 그 날 정말 감사의. . ...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중에도 나한테 저런 사람을 보내시고 또 나를 들.

어 써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가, .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 심방을 받아요 얼마나 잘됐는지 권. .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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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중에 있는 타인을 위한 기도(52)

금 님의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을 위한 애절한 기도 중에 주변과 이웃, 그

리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박애주의적인 기도(중보기도)를 하게 되었

으며 이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함(53)

절대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에 의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초

월적 체험이었다. 임 님의 경우에서처럼 기도에 의해 평안을 얻게 되는 경우

가 해당사례이다.

열심히 그러다 기도하다보면 우리 가족과 또 가까운 사람 위해 모 이렇

게 기도가 되자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기도도 하게 되는데 힘들고. ,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하다보면 눈물.

까지 철철 흘려가며 저들을 용서하시고 모 고통 중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를 하다보면 이게 예수님의 마

음인가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 이런 심.

정이셨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죠 금. ( 님)

통증이 생기면 너무 힘드니까 자꾸 짜증을 내고 그게 마음은 안그런데

조절이 잘 안되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세요 이 고통.

중에도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임.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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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54)

남 님을 비롯한 일부 참여자들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절대자가 참여자

와 항상 함께 한다는 강한 신념으로 즉, 위기나 고통의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참여자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진술을 하였다.

마음이 담대해짐(55)

권 님의 경우에는 신앙이 있으므로 가능한 마음의 초연한 상태에 대해 진

술하였다. 즉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인해 남편과 사별한 후 다시 본인도

말기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 병원에서 암이라 그랬을 때 또 세군데서 모두 치료가 힘들다고( )

그랬을 때도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무섭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었었.

는데 제가 올 해 그러니까 작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러고도

올 해를 벌써 몇 개월을 지내고 있잖아요 아주 힘들 때는 기도를 하...

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거하리라는 믿음,

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시죠 남. . ( 님)

내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견딜 수 있

는 것 같아요 우리 바깥 분 가시고 또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 담... ...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권...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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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56)

참여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삶이 고

통으로 인해 힘든 현재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쁘고 감사한 마

음으로 수용하였다.

내적평안의 추구(57)

기도와 영적지지, 정서적 지지와 초월적인 힘을 경험하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초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

님의 경우에서와 같이 불안하지만 기도에 의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내적평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걸 나는 보면서 참 예수님 만나 복받고 이렇게 기도하고 평안할 수 있

으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 못만나고 이 세상 살아왔.

으면 어땠을까 싶은게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 전도할 때 기쁜 소식이라...

고 그러자나요 근데 정말 내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산거죠 권. . (

님)

옛날보다 인생에 대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그렇지요 모든... ...

질병과 어려움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는 모든 거 다 맡겼어요 두려운... .

것도 없고 마음 속의 평안을 바라는 거죠 또 몸이 힘드니까 너무 힘드, .

니까 내가 마음이라도 평안하기를 바라는건데 마음을 전하고 나면 훨...

씬 마음이 그렇죠 평안하죠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고 실은 지금은( ). ...

많이 괜찮아요 임.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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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쳐지지 않는 미련(58)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임종 직전 또는 임종 시에도 삶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참여자가 초월성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었다. 김 님과 민 님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에 대

한 애착과 염려로 인한, 정 님은 마음껏 살아보지 못했다는 후회와 아쉬움으

로 인한 본인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들어 생의 연장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였다. 그

러나 금 님의 경우에는 삶에 대한 미련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천국의 소

망에 대한 기쁨을 진술하면서 본인의 현실을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는데

진술을 하는 동안 참여자의 표정에서는 말기 암으로 고통 받고 진통하며 죽어가

는 과정이 반드시 기쁜 일인 것만은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

의 유사한 질문을 통해서도 죽음과 고통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은 유지되었다.

이 세상을 여행 온거라 생각하고 집으로 가는거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맞지 그치만 한 세상 여행왔으면 잘 살아보고 잠깐이라도 그.

러다 죽더라도 그랬음 좋겠어요 아직 그러질 못했으니까 조금만이라두.

더 살게 해 주신다면 정... ( 님)

어제 애들이 와서 안아주는데 애들한테서 땀 냄새가 나더라구요 이 냄.

새를 앞으로 얼마나 맡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이것도 고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죽으면 다.

없어질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서글프고 속상하고 울음 나...( )...

정말 너무나 살고싶어요 살고싶어 미치겠어 민. ... (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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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2222....2222 개개개개념념념념의의의의 범범범범주주주주화화화화

상기의 58개 개념에 대해 근거자료로 되돌아가서 각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본

질적인 뜻을 파악하면서 비슷한 개념들끼리 묶는 범주화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다음의 20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신체적 고통(1)

: 조절되지 않는 통증, 호흡곤란으로 인한 고통, 지속되는 피로감

신체적으로는 통증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들었고 특히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에 대해서는 공포스럽다고 표현하였다.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함께 반복되는

통증으로 인해 지쳐하며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이들 신체적인 증상이 모두 견디기

어렵다고 고통스럽다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하였으므로 신체적 고통이라는 범주로

명명을 하였다.

정서적 불안정(2)

: 말기 암으로 인한 절망감, 비관적 사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의 결여, 절제되지 않는 감정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암담한 미래에 대한 절망감, 죽음 이후의 불

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 얻어지는 대화의 내용으로는 신뢰할 수 없

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이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이러한 불안과 두려

움이 대화로 해소되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발전되므로 두려워하였

다. 또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심적으로도 여려지고

감정이 절제되지 못하고 표현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들을 모두 정서적 불안

정의 범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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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부조화(3)

: 하나님에 대한 분노, 스스로의 힘에 의한 해결방안 모색, 형제에 대한 배신감,

가족에 대한 양가감정

참여자들은 본인의 진단에 대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불가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조화롭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의 의미있는 관계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영적지지가 기

대되는데, 이러한 관계가 단절되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 또 가족들이 생활을 담담

히 잘 영위해나가면서도 참여자에게는 소홀한 것 같은 느낌에서 비롯되는 양가감

정 등으로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직적, 수평적 관계의 부조화를 모

두 관계의 부조화라는 범주로 명명하였다.

내세에 대한 믿음(4)

: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현재의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이 과정을 조화롭게 잘 이겨나가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모두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

는가에 관련된 개념들이며 영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적 부담감(5)

: 가족에게 짐이 됨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참여자의 심정은 불편함

과 괴로움, 미안함 등으로 표출되는 부담감 그 자체이다. 참여자의 간호를 위해 가

족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역시 참여자에게는 부담이었는데 이들

을 모두 경제적 부담감의 범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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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부담감(6)

: 부모님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함,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그 외에도 참여자들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린 자녀

와 아내에게 미안해하였고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먼저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죄스러워하였다. 이는 가족원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책

임을 다하지 못하고 미완성에 그쳐야만 하는 아픔을 의미하며 이를 모두 가족에

대한 부담감의 범주로 명명하였다.

정서적 지지(7)

: 가족의 정서적 지지, 친구들의 관심과 배려, 다른 환자로부터 느끼는 동질감,

의미있는 인간관계의 결여

가족이 곁에서 함께 해주는 것, 반가운 친구들의 방문과 배려는 참여자에게 있

어서 중요한 정서적 지지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같은 상황에 처한 다

른 환자들로부터, 동질감을 느끼며 정서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원의

결여와 또는 가깝게 지내는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정서적인 지지가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부적정이지만 의미있는 인간관계의 결여 또한 정서적 지지

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영적지지(8)

: 가족의 영적지지, 목회자의 방문, 교인들의 심방

가족의 기도나 돈독한 신앙적 분위기는 정서적 지지와는 차이가 있다. 영적인

부분의 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방문과 교인들의 심방에 의해 이뤄

지는 영적지지와 함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중

요한 지지원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영적지지의 범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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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지지(9)

: 호스피스 목회자의 방문, 의료인의 관심과 격려, 간호사의 정보제공

말기 암환자가 영적인 부분과 관련해 만나게 되는 임상에서의 전문가는 주로

의사나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 의료인과 호스피스 담당 사역자이다. 이들이 참여자

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 정보제공의 내용과 그 능력을 통해 참여자는 위로를 받기

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전문가는 치료자적 입장에서 말기 암환

자를 대하고 다뤄야 하며 시간에 쫒기고 바쁘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

는 안된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로 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삶의 애착(10)

: 치료를 위한 비정상적 물질수단의 사용, 치료를 위한 비정상적인 영적수단의

사용, 현실부정

병원에서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말기 암의 진단사실과 죽

음이 임박했음을 수용하지 못했다. 또한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

다며 삶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였는데 이는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

하는데서 기인한다.

참여자들은 영적인식을 하면서도 말기 암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이단에 관심을 두며 매달리는 등의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대처방법에 까지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삶의 애착에 해당하는 범

주로 명명하였다.



69

영적자각(11)

: 인간의 한계에 대한 자각,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자각, 종교에 대한 관심의 증

가

인간의 한계와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자각하는 것 또한 이를 통해 종교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 등은 모두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의 확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을 본 연구에서는 영적자각의 범주로 명명하였다.

인식의 변화(12)

: 고통에 대한 의미성찰,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참여자들은 고통과 죽음에 관한 의미의 성찰을 통해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고

통과 죽음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초월적인 상태를 추구하며 고통을 하나

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단련의 과정으로 죽음을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천국

의 길로 인식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해 점차 그 가치를

크게 두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참여자의 이러한 모든 변화를 본 연구에서는

인식의 변화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현실의 수용(13)

: 어쩔 수 없음으로 인한 포기, 죽음을 인정함

참여자가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적극적,

능동적으로 수용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피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용이다. 참여자들의 현실에 대한 수용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하여 이루

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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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적 삶의 추구(14)

: 삶에 대한 유종의 미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현실이 수용된 상태에서 참여자들은 삶의 마무리를 잘 하고 싶다거나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등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을 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목적적인 삶의 추구라는 범주로 명명하였다.

관계의 확대(15)

: 가족에 대해 깊어지는 사랑, 관계회복의 기대, 죄의 고백, 순종의 고백, 하나님

에게 의지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상황

으로 인해 악화되었던 대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하는 소망은 수평적인 관계의

확대를 의미한다. 또한 죄의 고백과 순종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하는 노

력은 수직적인 관계 확대의 소망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모두 관계의 확대라는 범주

로 명명하였다.

영적활동의 확대(16)

: 성경말씀의 사용, 절실해지는 기도, 예배에의 능동적 참여, 영적지지에 대한

요구

참여자들에게는 예전보다 좀 더 열정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의

변화가 있었으며, 기도에는 눈물로 애원하는 절실함이 배어 있었고, 성경말씀에 관

심을 갖게 되거나 좀 더 자주 깊이 있게 접하려고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이는

고통 속에서 신체적인 기능은 점차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상황 중에도 영적인 활

동의 확대를 통해 영적인 안녕을 추구하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71

이웃사랑(17)

: 나누는 기쁨을 소망함, 고통 중에 있는 타인을 위한 기도

참여자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누워서라도 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통

해 나눔의 기회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자 희망하였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

람을 위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경험과 본인의 투병

과정 중에도 신앙이 없는 사람을 전도하는 등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증대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이웃사랑의 범주로 명명하였다.

초월적 체험(18)

: 기도의 능력을 체험함,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

특정한 계기를 통해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참여자는 평안함의

경험을 진술하였다. 또한 현재의 고통과 역경뿐만 아니라 죽는 과정 속에서도 절대

자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은 과거의 삶이나

현재의 삶의 모든 과정을 기쁨과 감사의 태도로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자 하였다. 이들 모두를 초월적 체험의 범주로 명명하였다.

내적평안(19)

: 마음이 담대해짐,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 내적평안의 추구

참여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통해 담대함을 갖게 되었으며 스스로에게 가장 힘든

삶의 시기에 신앙으로 인해 초월적 체험을 하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을 기

쁘고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들을 내적평안의 범주로 명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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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갈등(20)

: 떨쳐지지 않는 미련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참여자들에게는 현실에 대한 수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초월에 이르는 것은 어렵게 보였으며 삶에 대한 미련과 애착 등으로 끊임없는 갈

등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내적갈등의 범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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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도출된 개념과 범주

개 념개 념개 념개 념 범 주범 주범 주범 주 속 성속 성속 성속 성 차 원차 원차 원차 원

조절되지 않는 통증

호흡곤란으로 인한 고통

지속되는 피로감

신체적 고통

강도

빈도

조절됨 안됨-

지속적 간헐적-

말기 암으로 인한 절망감

비관적 사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의 결여

절제되지 않는 감정

정서적 불안정

형태

정도

절망감 두려움,

강함 약함-

절제가능 불가능-

하나님에 대한 분노

스스로의 힘에 의한 해결 방안

모색

형제에 대한 배신감

가족에 대한 양가감정

관계의 부조화

대상

형태

정도

하나님 가족 친척, ,

분노 관계단절, ,

배신감 양가감정,

크다 작다-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세에 대한 믿음 정도 확신 불확실 불신, ,

가족에게 짐이 됨
경제적 부담감 정도 있음 없음-

부모님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함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가족에 대한 부담감

대상

정도

자식 부모 배우자, ,

있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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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개 념개 념개 념 범 주범 주범 주범 주 속 성속 성속 성속 성 차 원차 원차 원차 원

가족의 정서적 지지

친구들의 관심과 배려

다른 환자로부터 느끼는 동질감

의미있는 인간관계의 결여

정서적 지지

출원지

정도

가족 친구, ,

다른 환자

충족 결여-

가족의 영적지지

목회자의 방문

교인들의 심방
영적지지

출원지

방법

정도

가족 목회자 교인, ,

기도 심방,

충족 결여-

호스피스 목회자의 방문

의료인의 관심과 격려

간호사의 정보제공
전문가의 지지

출원지

방법

정도

의료인,

호스피스 목회자

관심 격려 방문, , ,

기도 정보제공,

충족 결여-

치료를 위한 비정상적 물질수단

의 사용

치료를 위한 비정상적인 영적수

단의 사용

현실부정

삶의 애착 정도 높음 낮음-

인간의 한계에 대한 자각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자각

종교에 대한 관심의 증가

영적자각 정도 있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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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개 념개 념개 념 범 주범 주범 주범 주 속 성속 성속 성속 성 차 원차 원차 원차 원

고통에 대한 의미성찰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

대상

태도

죽음 고통 물질, ,

긍정적 부정적-

어쩔수 없음으로 인한 포기

죽음을 인정함 현실의 수용

태도

정도

수동적 능동적-

완전 불완전-

삶에 대한 유종의 미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목적적 삶의 추구

방법

정도

잘 죽기 천국소망,

있음 없음-

가족에 대해 깊어지는 사랑

관계회복의 기대

죄의 고백

순종의 고백

하나님에게 의지함

관계의 확대

대상

방법

범위

가족 이웃 하나님, ,

사랑 용서 고백, , ,

순응 의존,

확대 위축-

성경말씀의 사용

절실해지는 기도

예배에의 능동적 참여

영적지지에 대한 요구

영적활동의 확대
도구

태도

성경말씀 기도, ,

예배 중보기도,

적극적 소극적-

능동적 수동적-

나누는 기쁨을 소망함

고통 중에 있는 타인을 위한 기도 이웃사랑

방법

태도

봉사활동 전도, ,

중보기도

적극적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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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개 념개 념개 념 범 주범 주범 주범 주 속 성속 성속 성속 성 차 원차 원차 원차 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함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 초월적 체험 정도 있음 없음-

마음이 담대해짐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

내적평안의 추구
내적평안 정도 있음 없음-

떨쳐지지 않는 미련
내적갈등 정도 있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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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3333 축축축축코코코코딩딩딩딩:::: 패패패패러러러러다다다다임임임임 분분분분석석석석과과과과 가가가가설설설설의의의의 도도도도출출출출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패러다임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제시된 패러다임 모형을 바탕으로 6가지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4444....3333....1111 패패패패러러러러다다다다임임임임 분분분분석석석석

본 연구의 근거자료에서 도출된 20개의 범주를 가지고 중심현상, 조건, 전략, 결

과의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표 4-3>,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진행과정을 4단계로 제시하였다<그림 4-1>.

4444....3333....1111....1111 중중중중심심심심현현현현상상상상

현상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중심사건이나 생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화롭지 못한 수

직적, 수평적인 관계에 해당되는 범주, 즉 ‘관계의 부조화’를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

험에서 나타나는 중심현상으로 파악하였다.

4444....3333....1111....2222 조조조조건건건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는 인과조건, 맥락조건, 중재조건이 있으며 본 연

구에서 확인된 범주들은 다음과 같다.

현상의 발생이나 발전을 이끄는 아이디어나 사건을 인인인인과과과과조조조조건건건건이라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고통’을 인과조건으로 파악하였다.

맥맥맥맥락락락락조조조조건건건건은 현재의 시 공간에서 특정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

게 하는 특수한 조건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을 해당 범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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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된 분석 패러다임별 범주의 구분

분석패러다임분석패러다임분석패러다임분석패러다임 중심현상중심현상중심현상중심현상
조 건조 건조 건조 건

작용 상호작용 전략작용 상호작용 전략작용 상호작용 전략작용 상호작용 전략//// 결 과결 과결 과결 과
인과인과인과인과 맥락맥락맥락맥락 중재중재중재중재

범 주범 주범 주범 주
관계의 부조화

: 하나님, 가족

신체적 고통

: 통증, 피로,
호흡곤란

정서적 불안정

: 두려움,
절망감

(종교성) 내세에 대한 믿음 삶의 애착
영적자각
인식의 변화
현실의 수용
목적적 삶의 추구
관계의 확대
영적활동의 확대
이웃사랑

초월적 체험
내적평안
내적갈등(부담감) 경제적 부담감

가족에 대한 부담감

(지지체계) 정서적 지지
영적지지
전문가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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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중중재재재재조조조조건건건건은 현상에 대한 인과조건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변형시키는 조건들,

즉 인과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면서 변화시키는 조건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세에 대한 믿음’, ‘경제적 부담감’, ‘가족에 대한 부담감’, ‘정서적

지지’, ‘영적지지’, ‘전문가의 지지’의 범주를 해당범주로 도출하였다.

4444....3333....1111....3333 작작작작용용용용////상상상상호호호호작작작작용용용용 전전전전략략략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고 이에 대처하도록 고안

된 전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애착’, ‘영적자각’, ‘인식의

변화’, ‘현실의 수용’, ‘목적적 삶의 추구’, ‘관계의 확대’, ‘영적활동의 확대’, ‘이웃사

랑’의 범주로 파악하였다.

이들 범주는 전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는 단계적 특성을 보였으며

크게 4444가가가가지지지지 과정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 과정이 항상 4가

지의 모든 단계를 거치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조건의 변화에 따

라 역동적인 진행을 보이기도 하고 점진적인 진행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각 단

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을 이루고 있었다.

첫 번째는 ‘인인인인식식식식의의의의 확확확확대대대대’’’’ 단계로 ‘삶의 애착’과 ‘영적자각’, ‘인식의 변화’, ‘현실의

수용’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말기 암환자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즉, 본인

이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것과 죽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영적인 인식을 하

게 되며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애착을 보이면서 영성체험이 시작되었

다. 일부의 내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말기 암환자들은 부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

고 현실을 바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희희희희망망망망의의의의 확확확확대대대대’’’’ 단계로 이에 해당되는 범주는 ‘목적적 삶의 추구’이다.

첫 번째 단계를 지난 말기 암환자들은 자신이 마무리 짓지 못한 가족의 미래에 관

한 문제나 유산 분배에 대해 고민하며 삶의 정리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였

다. 그리고 임종 시까지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소망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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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관관관관계계계계의의의의 확확확확대대대대’’’’ 단계로 이는 수직적․수평적인 관계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되는 단계로 ‘관계의 확대’를 해당범주로 보았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의 시간이

라는 제한적 현실로 가족 간의 애정이 깊어지고 소원했던 대상과도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며 조화로운 수평적 관계를 시도하였고, 죄와 순종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의 수직적 관계도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번째는 ‘‘‘‘초초초초월월월월의의의의 확확확확대대대대’’’’로 ‘영적활동의 확대’와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 초월

성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말기 암환자들은 기도와 예배참석, 성경말씀의 사용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였으며 특히 목회자에게 자신의 평안을 위한 기도의 요청

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고통 중에도 봉사활동이나 이웃

전도, 타인을 위한 기도 등을 통한 이타적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가고자 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초월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그림 4-1>.

4444....3333....1111....4444 결결결결과과과과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반응이며, 해당범주로는 ‘초월적 체험’,

‘내적평안’, ‘내적갈등’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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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과 과정

결과결과결과결과

초월적초월적초월적초월적체험체험체험체험
내적평안내적평안내적평안내적평안
내적갈등내적갈등내적갈등내적갈등

작용작용작용작용/ / / / 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상호작용 전략전략전략전략

맥락조건맥락조건맥락조건맥락조건

정서적정서적정서적정서적불안정불안정불안정불안정

중재조건중재조건중재조건중재조건

내세에내세에내세에내세에대한대한대한대한믿음믿음믿음믿음
경제적경제적경제적경제적부담감부담감부담감부담감

가족에가족에가족에가족에대한대한대한대한부담감부담감부담감부담감
정서적정서적정서적정서적지지지지지지지지
영적지지영적지지영적지지영적지지

전문가의전문가의전문가의전문가의지지지지지지지지

중심현상중심현상중심현상중심현상

관계의관계의관계의관계의부조화부조화부조화부조화

인과조건인과조건인과조건인과조건

신체적신체적신체적신체적고통고통고통고통

인식의 :::: 삶의삶의삶의삶의애착애착애착애착
확대 영적자각영적자각영적자각영적자각

인식의인식의인식의인식의변화변화변화변화
현실의현실의현실의현실의수용수용수용수용

희망의 :::: 목적적목적적목적적목적적삶의삶의삶의삶의
확대 추구추구추구추구

관계의 :::: 관계의관계의관계의관계의확대확대확대확대
확대

초월의 :::: 영적활동의영적활동의영적활동의영적활동의
확대 확대확대확대확대

이웃사랑이웃사랑이웃사랑이웃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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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3333....2222 가가가가설설설설의의의의 도도도도출출출출

상기의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제시된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각 범주들 간의 속

성 및 차원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6가지의 가설적 관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진술문의 형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적 관계의 진술문(1) 1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정 상태가 부정적일수록 관계의 부조화가 클 것이:

다.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

프고 힘드니까 지금처럼 사는게 이게 사는거예요 이렇게 힘이 드는... ?

데 언제 죽나 기다리고 질질 이게 뭐예요 차리리 죽는게 나아 숨쉬.... ...

기 힘들고 기침이 심함( )...

이거 비강카데터로 산소흠입하는거 하고 꼼짝 못하고 있어도 조금만 움( )

직이면 빠지고 숨쉬는거 이 거 하나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데 자꾸... ...

역정나고 힘들고 왜 안데려가시나 하는 마음이 들죠... ... .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죠 이루 말. .

할 수 있나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었고 뭔가 잘못된 거라. ,

고 생각도 했고 안믿고 그러지요 그냥 암담했죠 내가 무얼 그렇게 잘, . .

못했나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하필 왜 나인가하는 생각도 들었, ,

고 너무 기가 막히고 화도 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생각... ...

하다가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건지 하는 생각에 얼마...

나 화가 치밀고...

병중에 이렇게 있고 우리가 힘드니까 형 동생들도 다 멀어지고 잘 안,

와 친척이나 친구는 말할 것도 없지 내가 이래도 동생이 둘인데 내... ...

가 그 거 다 데리고 있으면서 다 키우다시피 했거든 그래봐야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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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적 관계의 진술문(2) 2

내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며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영적지지가 충족될:

수록 관계의 부조화의 극복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힘들땐 코빼기 하나 안보이고 내가 인생을 잘 못 살았

나 형제도 돈이 있어야지 다 소용없어... ...

성경책 지금은 많이 못읽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한 권씩은 읽

을라고 그래요 오늘은.... 욥기를 읽었는데 늘 그렇지만 정말 감동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참...

뭐 지금까지야 이렇게 살만은 하게 지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고 살 수 있었던거지 이젠 나야 뭐 명( ) ...

예직이라고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그러고 애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우...

리야 미국 가 있는 애도 그렇고 대전 있는 애들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대학교수예요 둘째 그러니까 큰 애하고 셋째가 인제 내가 예전에 하던. .

거 지금 하고 있고 다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들 살아... .

목사님께선 틈나면 전화주시고 우린 목사님하고 벌써 알고지낸지... ( ) 30

년이 넘었지 이제는 가족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참 울며 기도많이... ...

해주셨지요 이번에도 그렇고 이것도 다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좋은. ... .

목사님 만나는 것도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

어지는 거예요.

나도 첨에는 애들이 미국서 아버지 여기서 다시 병원가고 치료 받으세

요 하는데 마음이 움직일 뻔도 했는데 안그러기로 했어요 그거 모... ...

그렇게 목숨 얼마 연장해서 모하게 나는 충분히 복받고 잘 살았어... ...

하나님 가자고 하시는 데로 따라 가야지 처음에는 내가 나이가 들기는.

했어도 이제 때가 됐나 싶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게 죽는구나 싶... ... ...

은 게 그치만 주님의 뜻이 이제서 내가 암에 걸리게 하시는 데도 다...

뜻이 있을거라고 받아들이고 이젠 천국가는 소망으로 사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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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적 관계의 진술문(3) 3

: 내세에 대한 믿음은 현실의 수용과 목적적 삶의 추구, 영적활동의 확대, 이웃

사랑을 유도하여 초월적 체험과 내적평안을 가져올 것이다.

나 하나 죽는 거는 모 천국가서 복받고 뭐 그럴꺼니까 하나... ... ... ...

님 딱 믿고 나면 죽는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되요 내가 하나님 모르.

고 죽었으면 억울했을거 같아 나는 천국 간다니까... .

어쩔 수 없는 거 잖아요 어떻게도 안되는 건데 이젠 하나님께 믿고? ...

맘 평안히 하고 가야죠 별수있나... ...

나는 낮에 혼자 있으니까 그 때 기도 하고 교회에는 못가니까 또 딸,

애가 테이프로 설교 들으라구 갖다주면 맨날 그거 꽂아 놓고 돌려듣고

돌려듣고 하니까 마음이 뭐래야 하나 예전에는 그런거 한 번 안들... ...

었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져 목사님이 참 맞는 말 많이 한다 싶... ...

고...

이 분들 호스피스 봉사자 보면 나도 안 아프면 저거 하고 싶은 생각( )

이 많이 들어요 다른 봉사도 좋지만 이런 거 정말 좋은 사역인 것 같.

아요 난 애들하고만 지내왔는데 이런 봉사도 있고 이런 나눔도 있구.

나 싶어요.

처음에 병원에서 암이라 그랬을 때 또 세군데서 모두 치료가 힘들다( )

고 그랬을 때도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무섭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

었었는데 제가 올 해 그러니까 작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러

고도 올 해를 벌써 몇 개월을 지내고 있잖아요 아주 힘들 때는 기...

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거하리,

라는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시죠.

옛날보다 인생에 대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그렇지요 모... ...

든 질병과 어려움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는 모든 거 다 맡겼어요... .

두려운 것도 없고 마음 속의 평안을 바라는 거죠 또 몸이 힘드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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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적 관계의 진술문(4) 4

: 가족에 대한 부담감은 삶의 애착을 유도하여 내적갈등을 가져올 것이다.

가설적 관계의 진술문(5) 5

: 영적지지는 영적자각과 목적적 삶의 추구, 영적활동의 확대를 유도하여 내적

평안을 가져올 것이다.

너무 힘드니까 내가 마음이라도 평안하기를 바라는건데 마음을 전하...

고 나면 훨씬 마음이 그렇죠 평안하죠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고( ). ...

실은 지금은 많이 괜찮아요.

애들 아직 학교 다니는데 남겨두고 가는게 마음이 걸리죠 애들 엄마...

도 그렇고 내가 서른 너머 늦게 결혼해서 애들이 아직 어리고 걱... ...

정이 되고 음 음 좋은 부모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했을텐데... ... ... ...

한참동안 침묵( )...

인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애들 졸업해서 직장은 다녀야 할거,

아녜요 애들이 대학 나올 때 까지는 내가 살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죽는다는 게 아직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

고 하잖아요 나는 여기서 하는 일도 많은데 나는 살아야 되요. ... .

어제 애들이 와서 안아주는데 애들한테서 땀 냄새가 나더라구요 이.

냄새를 앞으로 얼마나 맡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이것도 고만이겠.

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죽으.

면 다 없어질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서글프고 속상하고 울...(

음 나 정말 너무나 살고싶어요 살고싶어 미치겠어)... . ...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오세요 못 오시면 전화라도 꼭 하...

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받으면 좋죠 영적으. ...

로 강하시자나요 영적인 그런 힘이 느껴지니까 오시면 꼭 기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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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그런 날은 아무래도 좀 낫지, , .

교회에서 심방오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되

고 그렇죠 친구들도 오지만 교회서 오는 건 또 다르자나요 기도해. .

주고 영적으로 힘이 되주고 평안을 주는거니까 다들 바쁠텐데 찾아...

주고 참 감사하죠.

죽는다니까 첨에는 아무래도 좀 무섭고 그랬죠 그런데 죽는다는 게.

또 한편으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건데 무서워할 게 뭐 있나 이런 생각

도 했죠 가면 지금하구는 다른 세상이 훨씬 좋고 그럴거라는 생각. ...

을 하죠 인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할라구하지. ( ) ...

마지막까지 내가 잘 견딜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식들.

에게 흉한 모습을 보일까봐 참 그것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데려가시...

는 그 순간까지 잘 참아내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가서 잘했

다고 칭찬받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는...

기도가 절실하게 나오죠 나를 위해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

죠 이 고통의 잔을 거두어 가시고 눈물 이 고통이 지나가고. ...( )...

주님께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바깥 분 가시고 또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 ...

담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걸 나는 보면서 참 예수님 만나 복받고 이렇게 기도하고 평안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 못만나고 이 세상 살.

아왔으면 어땠을까 싶은게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 전도할 때 기쁜 소...

식이라고 그러자나요 근데 정말 내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산거죠. .



87

가설적 관계의 진술문(6) 6

영적자각과 영적활동의 확대는 초월적 체험을 유도하여 내적평안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알고 싶었

어요 기도하고 기도했죠 이런 연단의 시간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 .

각을 하는거죠.

통증이 생기면 너무 힘드니까 자꾸 짜증을 내고 그게 마음은 안그런데

조절이 잘 안되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세요 이 고.

통 중에도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옛날보다 인생에 대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그렇지요 모... ...

든 질병과 어려움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는 모든 거 다 맡겼어요... .

두려운 것도 없고 마음 속의 평안을 바라는 거죠 또 몸이 힘드니까, .

너무 힘드니까 내가 마음이라도 평안하기를 바라는건데 마음을 전하...

고 나면 훨씬 마음이 그렇죠 평안하죠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고( ). ...

실은 지금은 많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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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코딩 핵심범주의 발견 및 유형분석선택코딩 핵심범주의 발견 및 유형분석선택코딩 핵심범주의 발견 및 유형분석선택코딩 핵심범주의 발견 및 유형분석4.4 :4.4 :4.4 :4.4 :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 과정을 유

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4444....4444....1111 핵핵핵핵심심심심범범범범주주주주의의의의 파파파파악악악악

본 연구에서 말기 암환자들은 그들만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해 관계의 부

조화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극복의 형태는 초월적 체험과 내적

평안, 내적갈등이었다.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은 그들이 관계의 부조화를 극복하

기 위해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고 그 결과 다양한 극복 형태에 이르

게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핵심범주

는 “조화롭지 못한 관계의 극복과정”이었다.

4444....4444....2222 영영영영성성성성체체체체험험험험 과과과과정정정정의의의의 유유유유형형형형분분분분석석석석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 과정, 즉 ‘조화롭지 못한 관계의 극복과정’은 자아통합

형, 수평관계형, 양다리형, 영성인식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형화 작업을

위해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제시된 중재조건과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들 간의

가능한 관계를 작업가설(working hypothesis)로 세우고 이들을 진술문의 형태로 제

시하였다. 또한 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비교하면서 유형화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조화롭지 못한 관계의 극복과정’ 의 유형은 말기 암환자들의 작용/상호작용 전

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조건에 의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중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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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는 내세에 대한 믿음과 경제적 부담감, 가족에 대한 부담감, 정서적 지지, 영

적지지, 전문가의 지지가 있었다. 이 중에서 말기 암환자의 내세에 대한 믿음과 가

족에 대한 부담감은 영성체험 과정의 유형을 구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조건이었

다.

4가지 각 유형별로 말기 암환자가 사용한 영성체험의 작용/상호작용과 결과에

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초월적 체험과 내적평안을 경험

하는 참여자들에게서 사용되는 특정 전략은 인식의 변화와 현실의 수용이었으며,

내적갈등이 많은 참여자가 사용하는 특정 상호작용은 삶의 애착과 영적자각이었

다. 내적평안과 내적갈등을 함께 체험하는 말기 암환자들의 경우에는 현실에 대한

부분적 수용이 이루어지면서도 삶에 대한 애착이 동시에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초월적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는 내적평안과 내적갈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삶의 애착과 영적자각, 영적활동의 확대 전략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

조건에 따른 각 유형별 특징과 사용 전략,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

4-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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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통합형(1)

자아통합형은 해당현실에 대한 부정이나 삶에 대한 집착을 보이지 않고 통합

된 자아의 모습을 보이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유형이다. 죽음과 고통에 대한 신앙적

성찰과 사후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남은 생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

로 임하게 되며 수직적, 수평적인 관계의 확대를 시도한다. 또한 기도와 예배참석

같은 영적활동의 확대를 극대화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을 통해 초

월을 확대하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의 해당사례는 금, 이, 남 님의 경우로, 이 중에서 금

님은 11개월 전에 간암 말기의 진단을 받은 사례이다. 기업운영 후 퇴직하고 현

재 명예직으로 있는 73세의 장로이다. 모태신앙이며 부인과 슬하에 5남매를 두었고

경제적 상태는 상위수준이다.

금 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일가가 신앙적으로 부흥을

이루어 남매가 모두 목사, 장로, 권사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지와 교회 목사님과 주변의 지인

들로부터 영적인 지지를 충족히 받았다. 간암진단을 받고는 고통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신앙적 성찰을 통해 별다른 갈등 없이 주어진 현실에 대해 순응적 태도로 수

용하였으며 죄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고백, 하나님에게 더욱 의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확대를 시도하였고, 틈이 나는 대로 기도하고 묵상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 중에 본인과 상관없이 고통 받는 다른 이들을 위해 조

건없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타적 사랑의 형태로 초월의 확대를 경험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내적갈등 없는 초월적 체험과 내적평안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구체

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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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원래 많이 모 먹는 편은 아니고 아무래도 아프고는 좀 들먹지 지.

치니까 애들이 뭐 좋대는 거는 다 사다놓고 그래도 귀찮고 힘드니...

까 좀 더 피곤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통증이나 그런건 그래도 덜한...

데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눔고 눕게되고 그렇죠.

우린 다 그전부터 교회에 나갔어요 우리 어머님도 권사님이셨고 우리.

형제들도 다 장로고 권사했고 큰 형님은 교회도 개척하시고 그랬어요.

성경책 지금은 많이 못읽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한 권씩은 읽

을라고 그래요 오늘은.... 욥기를 읽었는데 늘 그렇지만 정말 감동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참...

뭐 지금까지야 이렇게 살만은 하게 지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고 살 수 있었던거지 이젠 나야 뭐 명예( ) ...

직이라고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그러고 애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뭐...

곧 잘들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서들 그러고...

그래서 지금은 뭐 다 잘 지낸다 우리야 미국 가 있는 애도 그렇... ...( ).

고 대전 있는 애들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대학교수예요 둘째 그러니까. .

큰 애하고 셋째가 인제 내가 예전에 하던 거 지금 하고 있고 다들 하...

나님의 은혜로 열심히들 살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도 여직 맨 날 전화해서는 아버지

오세요 오세요 그래 그래 제 엄마 보고도 그러고 그 사람은 나를... ... . .

아니까 그런소리 잘 안해요 나랑 살면서 내가 고집이 세서 그거 다 받.

아주고 힘들었지 그래도 평생을 참 암말않고 그거 다 따라주고 참 그랬.

어요...

목사님께선 틈나면 전화주시고 교회 식구들도 다들 그렇죠 전화해 주... (

고 기도해주며 관심을 갖아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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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살만큼 다 살았는데 알면 어떻구 모르면 어때 젊은 사람들이면... ...

걱정도 되겠지만 이제 살만큼 살았는데 한참 쓰시고 데려가시겠다... ...

는데 가야죠 안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 그건 하나님... ?

뜻이지 나야 따라만 가면 되는걸 이젠 천국가는 소망으로 사는거... .

죠...

내가 이러고 암에 걸리고 나서는 기도가 절실하게 나오죠 나를 위해( ) .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죠 이 고통의 잔을 거두어 가시고 이. ...

고통이 지나가고 주님께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프고...

나서도 새벽예배도 교회가 바로 코 앞이니까 가고 수욜예배도 가고 주...

일예배 저녁예배도 가고 그 전에는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인제는 빠...

지는게 아쉽고 못가면 마음이 아프고 아쉽죠 그렇고 나 가는날... ... ... ...

까지 예빼참석하고 기도드리고 하다가 조용히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

하지.

열심히 그러다 기도하다보면 우리 가족과 또 가까운 사람 위해 모 이렇

게 기도가 되자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기도도 하게 되는데 힘들고. ,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하다보면 눈물.

까지 철철 흘려가며 저들을 용서하시고 모 고통 중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를 하다보면 이게 예수님의 마

음인가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 이런 심.

정이셨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다 보면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 이러한 고통이 나한테는 지금 힘들지

만 그래도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지...

요 음 뭐 이제 불안하고 그렇지는 않은거 같아요 아니 그럴려고 그... ... .

래요 물론 더 살게 해준다면야 뭐 또 그러기 싫다고는 않을런지는 또.

모르지 웃음 그러나 이제 그런 욕심 다 버렸어요 이 만큼 한평생...( )... .

을 은혜와 감사 속에 받기만 하고 잘 지냈는데 나는 준비가 다 되어있...

어요 부르시면 가야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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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관계형(2)

수평관계형은 내세에 대한 믿음과 지지체계에 관한 중재조건이 자아통합형에서

와 유사하나 말기 암환자가 가족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이다. 특히 자녀가

어리거나 배우자에게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 말기 암환자가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을 강하게 느끼게 되며 현실적으로 더 이상 기대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로

인해 죽음과 고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현실의 수용을 시도하지만 삶에 대한 애

착이 남게 되어 내적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 님과 민 님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임 님은 62

세 된 간암환자로 진단을 받은 지 16개월이 되었다. 모태신앙이며 역시 교회의 장

로이다. 부인과 함께 슬하에 2녀를 두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하다 중년이 되

면 빌딩임대업을 하기 시작했으며 경제적 수준은 상위에 속한다.

임 님은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학공부를 독학할 정도로 신앙의 수

준이 높았으며 가족들로부터 정서적, 영적인 지지를 받으며 목회자로부터의 영적인

지지도 충족하게 받았다. 병원에 와서는 호스피스 목회자에게서 말기 암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영적인 대화도 나누었다. 말기 암 진단 후 영적인

식의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강화도 이루어졌으며 목회자에

게 기도를 자주 부탁하였다. 현재도 가능한 교회봉사활동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누

리고 싶은 소망을 진술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많지 않다고 하는 등 내

적평안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지만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까지 지켜봐 주는 것이 부

모의 도리라고 여기며 그 때까지는 살았으면 좋겠다고 함으로써 삶의 애착을 통한

작업가설 2 :::: 내세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있고 정서적 영적 지지와 전문가,

의 지지가 모두 충족되나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경우 영,

적자각과 현실의 수용 삶의 애착 관계의 확대 영적활동의, , ,

확대를 통해 초월적 체험과 내적평안 그리고 내적갈등을 경험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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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갈등의 상황을 보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도 이제 통증이 생기면 너무 힘드니까 자꾸 짜증을 내고 그게 마음은

안그런데 조절이 잘 안되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세

요 이 고통 중에도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견딜 수 있. ...

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옛날보다 인생에 대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그렇지요 모든... ...

질병과 어려움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는 모든 거 다 맡겼어요 두려운... .

것도 없고 마음 속의 평안을 바라는 거죠 또 몸이 힘드니까 너무 힘, .

드니까 내가 마음이라도 평안하기를 바라는건데 마음을 전하고 나면...

훨씬 마음이 그렇죠 평안하죠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고 실은 지금은( ). ...

많이 괜찮아요.

이제 내가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지나번처럼 나도 울었다니

까 한참을 울었어요 좀 더 잘 살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살다 죄만... . ...

짓고 가는게 하나님께 죄스럽고 아직 작은 녀석은 아직 시집을 못갔...

어 그거 늦게 보고는 그거 짝채워서 보내야 하는데 가슴이 아프... ... ...

죠 그거 보낼 때 까지만이라도 살게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요.

예배 참석하는 거는 말할 거 없이 중요하죠 나는 빠져본 적도 없고. .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주... . .

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또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할 때도 그렇지만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가 그러,

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진리를 기도함으로써 기도시간에 그 세밀

한 음성을 듣게되는 거지요.

이거 간암 진단받고부터 내가 기도 더 많이 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 .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알고 싶었어

요 기도하고 기도했죠 이런 연단의 시간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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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거죠.

처음에는 우리 애들도 그러고 사위가 더 놀래서 다들 그랬는데 인제 다

들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은 기도하고 우리 큰 딸 애가 하루는 내 머리... ( )

맡에서 중얼중얼 기도를 하는데 내가 잠든줄 알고 주님 우리 아버지, . ..

천국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울먹이더라구...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야말로 시자나요 믿음으로 모Lord ...

든 걸 맡기고 내려놓으면 다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니까 모...

든 질병과 어려움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는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겼... ( )

어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죠 영적인 경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을 만나는 경험인데 우리가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잖아,

요 목사님의 그런 그 강한 영적인 힘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

있도록 하는 기도를 부탁드리는거죠) .

지난번에 여기 수간호사님이 와서 이런거 저런거 얘기해 주구 다들 바...

빠보이니까 먼저 물어보지는 못했지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아주 친절... ( )

하고 다 좋아요 근데 글케 와서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드라구 여기. .

병원도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서...

호스피스 하시는 분이라고 목사님도 뵙고 그분 오셔서 전문적인 카운...

셀링을 해주시니까 이거 간암 발생 원인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설명해주( )

시니까 도움이 많이됐지 그분이 죽는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셨어...

요 알고 나니까 몰랐을 때보다 덜 저기한 건 있죠 아무래도... ... ...

내가 인물이 아주 저거 훤칠 하지는 않았아도 또 아주 빠지는 편은 아니( )

었거든 웃음 그래도 그게 다 지나고 나면 다 그냥 그래지는 거...( )...

고 암만 잘났어도 그거 몇 번 강산도 변하고 나면 이렇게 되기도 하...

고 이렇게 병들어서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자나요 다 그냥 그럴... ... ...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아옹다옹 집착하면서 살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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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형(3)

양다리형은 필요에 따라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영

적수단을 사용하며 현실에 대한 수용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영적자각이

이루어지나 내적성찰을 통한 죽음과 고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는 미치지 못한다.

삶의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소망과 천국소망의 의지도 보이고 수직적, 수평적 관계

의 확대와 초월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작용/상호작용이 나타나지만

삶의 애착으로 인해 내적평안에 이르지 못하고 내적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작업가설 3 :::: 내세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고 경제적 부담감과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며 정성적 영적지지가 강한 경우 삶의 애착 영, ,

적자각 목적적 삶의 추구 관계의 확대 영적활동의 확대 이, , , ,

웃사랑을 통해 초월적 체험과 내적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었어요.

이건 인제 그 전에 일인데 우리 선친 예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으나

까 살아계실 때 아주 폭군이셨어요 매일 술먹고 집에와서 우리 어머... .

니를 그렇게 때리고 그랬다구 말도 얼마나 거칠었는데 오죽하면 내가. .

그 양반 일찍 돌아가시길 바랬겠냐구 돌아가셨을 때도 난 눈물 별로...

안흘렸어요 그런게 근데 요즘들어 그 양반 생각이 글케 나 참 다시. .

볼 수 있으면 잘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뵐 수만 있다면 잘해드리고 싶어.

요.

그러다가도 조금만 더 살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힘들고 고통스럽.

고 그러면 막 죽고싶다가도 또 안그럴때가 있자나요 그러면 이번거 암. ( )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좀 더 볼 수 있으면 그저 그냥 조금만

더 하는 생각이 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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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해당사례는 권 님의 경우로 67세의 유방암 환자로 진단을

받은 것은 13개월 전이다. 신앙연령은 30세로 교회에서의 직분은 권사이며 고졸학

력의 전업주부이다. 남편과 사별했으며 슬하에 5남매를 두었고 경제적 상태는 중위

권에 포함된다.

권 님은 30년 전 지인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전도를 받아 신앙인이 되었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는 하나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구원에 대한 확

신이 불확실하였다. 가족으로부터 또 목회자로부터의 정서적, 영적인 지지를 충족

하게 받았으며, 삶을 잘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고 싶다는 목적적 삶의 지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애착으로 이단임을 알면서도 이단인 종교단체를 방문하

였다. 기도와 예배참석에 열의를 보였으며 담대한 마음이 되어진다면서 내적평안에

대해 피력하였지만 효과만 있다면 이단이지만 다시 방문하고 싶다며 신앙인으로서

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삶에 대한 애착에서 오는 갈등의 표출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팔이 막 이따만하게 부어오르고 아프고 말도 못해요 힘드니까 생전... .

안내던 화도 내고 지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애들한테 미안하죠... ... .

수술받고 괜찮아 질거라고 의사가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하루는 그래.

어머니 얼마 못사신대요 속으로 쿵했죠... .

너무 힘드니까 자식들에게 흉한 모습을 보일까봐 참 그것도 그렇잖아

요 마지막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잘 참아내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

시는 날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는...

애들이야 이제 다 제몫 하니까 모 특별하게 가족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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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고맙지 인제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 남편 돌아가시고 나에게 그... ( ) ( )

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기도 항상 하고 나는 못나가지만 우리 둘... ...

째 아들이 그래 하루는 어머니 저희가 매일 새벽예배가서 기도해.. ...

요 어머니 마음 편히 갖고 계세요 어머니 마음 굳게 잡수시고 늘 그. .

저 승리하는 마음으로 아셨죠 그러는거야 그래 걔가 지 형제들이 다? ...

새벽예배 나가서 나 위해 기도해준다는 데 눈물이 막 나죠.

아무래도 이러고 아프고 있으니깐 찾아와 주고 그러는게 고맙지 모( ) ...

와서들 있다 가면 나도 그냥 신나게 얘기하고 그래요 다 잊어먹구 떠...

들다 웃다 그러지 오면 자기들끼리 뭐 해먹고 나 먹을 것도 해주고 한...

참들 놀다가 권사들끼리 하는 모임인데 심 방이라기 보다는 와서... , ...

그냥 노는 거지 얘기도 잘 통하고 또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다들 내 사. (

정이나 문제를 아니까 그냥 같이들 우르르 와서 같이 있으면 마음이) .

위로도 되구 좋아요... .

교회에서 심방오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되고

그렇죠 친구들도 오지만 교회서 오는 건 또 다르자나요 기도해 주고. .

영적으로 힘이 되주고 평안을 주는거니까 다들 바쁠텐데 찾아주고 참...

감사하죠.

내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견딜 수 있

는 것 같아요 우리 바깥 분 가시고 또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 담... ...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보면서 참 예수님 만나 복받...

고 이렇게 기도하고 평안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가 주님 못만나고 이 세상 살아왔으면 어땠을까 싶은게 주님을 만나도...

록 우리 전도할 때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자나요 근데 정말 내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산거죠 마지막까지 내가 잘 견딜 수 있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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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을 전도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지 교회 안나가더라구요 그래서. .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인가보다 하고 그이하고 나하고 병실에 둘이 있을

때 내가 말을 꺼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리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라. .

고 그래 한두번 얘기하고 가만히 있길래 나중에 내가 퇴원하는 날 그. , ,

전 날 얘길 또 했어요 그 날은 좀 한 참을 했네 그리고는 그 이가. ...

나 나가는 날 할머니 저도 목사님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할렐루, .

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내가 그 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 ...

요 이런 중에도 나한테 저런 사람을 보내시고 또 나를 들어 써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

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도 자꾸 몸이 힘들어지고 내가

지치니까 나 아는 이가 어딜가자고 그래 교회라고 그래서 한 번 갔는데.

좀 분위기가 뭐랄까 다르더라구 거기 목사님 기도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많이들 낫는다구 그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간거죠 기도받, .

을때 좀 나는 이상하더라구 기분이 되게 며칠있다 또 오라구 그랬는...

데 왠지 가기가 싫데 그게 그럼서도 그 동생이 거깄다가 난사람이 많다.

고 하도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또 그렇자나요 실은 동생이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또 가볼려구 그러고 있는데 우리 큰 애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

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는게 알더라구 그리고는 거길 인제 못갔지...

애들 땜에 내가 거기 실은 좀 이상하다고 들어서 누가 거기 이단이라고.

그러는거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거기가 가지더라니까 물론 천국가... ...

게 해달라구 기도하지 천국가야지 않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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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인식형(4)

영성인식형은 영성체험 과정의 유형화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중재조

건들이 다른 유형에서보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고 부담감이 있으며 지지체계가 결여되는 경우이다. 이 유형에서는

말기 암환자가 삶의 애착과 영적자각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며 초월적 체

험을 하지 못하고 내적갈등을 겪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지지체계

의 충족여부에 의해 말기 암환자의 내적평안 유무가 결정되었는데 작업가설 4은

지지체계가 충족된 경우로 내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의 해당사례는 김 님의 경우이다. 김 님은 53세 남자로 11

개월 전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신앙연령은 8개월이다. 부인과의 사이에 2남매를 두

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 직장생활을 해왔고 경제 상태는 하위에 속한다.

김 님은 직장 재직 시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교회에 가자는 권유를 받아

출석하기 시작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므로 내세에 대

한 믿음이 불신에 가깝다. 가족과 교회, 호스피스 목회자, 의료인으로부터 정서적·

영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감과 함께 아직 청소년인 자녀에게 아버지로

서, 배우자에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으며

가족의 미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걱정을 하였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후

에 영적자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미있게 생각하는 계기를 맞

았으며 기도와 성경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지체계의 충족으로 인해 내적평

안을 경험하지만 가족에 대해 끊임없는 염려로 삶의 애착을 보이며 내적갈등을 경

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작업가설 4 :::: 내세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고 경제적 부담감과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며 정서적 지지가 결여되고 영적지지와 전문가의

지지가 충족되는 경우 삶의 애착과 영적자각 영적활동의 확대,

를 통해 내적평안과 내적갈등이 공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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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이죠 힘들어서 앉아있기가 불편하다 모 잠깐 앉아 있어도 힘들... ( )

고 피곤하고 먹는 것을 제대로 먹나 기운이 없고 도통 사람이 지치... ...

니까 밤에도 통증오면 잠 하나도 못자고 잘 수가 있나 힘들죠... ... ... .

지금도 보면 내가 얼마 안남았자나요 옛날엔 나는 나만 믿고 살았는... ...

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요 이렇게 아프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도 들...

고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

내가 무얼 그렇게 잘 못했나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하필 왜 나, ,

인가하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기가 막히고 화도 나고 하나님께 모든... ...

것을 맡긴다고 생각하다가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는건

지 하는 생각에 얼마나 화가 치밀고... ...

애들 아직 학교 다니는데 남겨두고 가는게 마음이 걸리죠 애들 엄마도...

그렇고 내가 서른 너머 늦게 결혼해서 애들이 아직 어리고 걱정이... ...

되고 음 음 좋은 부모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했을텐데 한참... ... ... ... (

동안 침묵 애들이 대학 들어가고 기반 잡을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하는데...

옛날엔 신이 있다고 생각 안했는데 나는 나만 믿고 살았거든요 그러... ...

다 애들 엄마 만나면서 잘 살아야지 했는데 쓴 웃음 이게 다 그런...( )...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거 같아요 이제는 그런게 믿어지니... ...

까 천국이 있겠죠 내가 불안해서 그런가 그게 하늘나라가 있는것... . ...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했으니까 이제야 걱정되는데 그게 한 편으로는...

예수를 병나고 믿어서 좋은 일 많이 못했으니까 천국에 못 갈수도 있겠

다 싶기도 하고 병을 회복해서 잠깐 더 살 수 있으면 남들처럼 좋은...

일도 하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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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친척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어릴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애.

들엄마도 만나고 보니까 또 그렇더라구 조실부모 그래서 의지가 됐는( ).

데 지금은 또 집사람이 일하니까 이렇게 혼자 지내요 친구들도 별로 없.

는 편이고 몇몇 알던 사람들도 한번씩 다녀가고 그리곤 끝이지 모 좋... .

을 때나 찾아오지 누가 오나요 다 필요없어요 뭐 나같은 놈 누가 찾아. .

오겠어요 돈이 있나 뭐가 있나. .

여기 간호사님 중에 얼굴 동그라니 얌전하게 생긴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씩 올 때마다 그렇게 말을 따뜻하게 해줄수가 없어요 잘 모르는 것도.

그 간호사에게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말을 해줘 다들 바빠서 그런지.

말걸기도 쉽지않고 어디 의사선생님한텐 내가 아무래도 말을 잘 못하니,

까 내 말을 그렇게 한가하게 들어 줄 수가 있나 근데 올 때마다... ...

참 내가 힘들어도 그 이를 보면 뭐랄까 기분이 좋고 고맙죠... .

제가 아프고나서부턴 가족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서로 더 끈끈해지...

고 부모님의 사랑도 제대로 알게되는 거 같아요 집사람과의 관계도 더.

깊어진다고 할까 참 애틋한 마음인거죠 아쉽고 이제 이런 마음이 드... .

는게 참 어리석죠 이제야 이제야... ... ...

성경책 같은 거는 어디 관심 없었죠 지금도 뭐 그렇게 그런데 찬송을. ...

잠깐 듣는거 이런거랑 이제는 싫지는 않아요.

나 혼자만 생각하면야 뭐 걱정할 것도 없는데 애들도 인제 중학교 고... ,

등학교 다니는데 애들 졸업해서 직장은 다녀야 할거 아녜요 애들이 대?

학 나올 때 까지는 내가 살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죽는다는...

게 아직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하잖아요 나는 여. .

기서 하는 일도 많은데 나는 살아야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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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가설 5는 말기 암환자가 사용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작업가설 4에서와

동일하나 중재조건에서 부담감이 없으며 지지체계가 결여되는 경우로 내적평안이

없이 내적갈등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정 님과 문 님의 경우로, 정 님은 49세의 미

혼여성이며 6개월 전 폐암 말기 진단을 처음 받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

정형편으로 인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중위권 정도의 경제 상태에 속

하나 오랜동안 독거하며 평생 일만 알고 살아왔다.

여동생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지는 5년이 되었으며 교회에서의 직분은

집사이지만 내세에 대한 믿음은 불신에 가깝다. 미혼으로 독거생활을 해왔기 때문

에 가족이 없고 어려서부터 줄 곧 시장에서 일만 알고 살아와 친구도 별로 없었다.

여동생이 가까이 살면서 가족의 역할을 하겠노라 하지만 동생은 가족이 따로 있어

언니를 자주 살펴보지는 못했다. 폐암진단을 받고 사실을 수용하지 못하며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으나 현재는 현실을 수용해서라기 보다 더

살아서는 또 뭐하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근래에 와서 하나님

의 존재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도 가끔 생각을 해보기는 하나 잘 모르겠고 그냥

모든 것이 덧없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결혼

하고 가정도 꾸미며 배우자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을 진술하며 삶에 대한 애착과 갈등을 보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작업가설 5 :::: 내세에 대한 믿음이 불신적이고 경제적 부담감과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며 정서적 영적 지지와 전문가의 지지가 모두 결,

여되는 경우 삶의 애착과 영적자각을 통해 내적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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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고 뭐고 빨리 치료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어 왜 이렇게 날 돌보.

는데 내가 게으름을 폈을까 조금 이상하다 싶었을 때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후회도 하고 동생은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자고 그러는데 나...

는 그런 생각은 잘 안들고 뭐 그것도 좋지만 먼저 치료받아야겠다 생각

했어.

나중서 병원 수술하고 나서 그래도 힘들다고 병원서 그래도 나는 포기

안했어요 민간요법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했다구 좋대는 거는 다 갖... ,

다가 했다구 벼라별거를 다 먹어봤어 진짜 그 심정은 뭐에라도 매달, ...

리고 싶은 그 심정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죽고 싶지 진통주사도 소용없고 정말 그런. .

생각이 들고...

죽는다는게 또 쉬운거는 아니잖아 죽는다고 내가 거가서 편히 잘 살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싫어 죽는 거는? ... .

탈탈 혼자잖아요 혼자니까 뭐 걔 여동생 야 지 남편 있겠다 애들에. ( ) ...

거기 신경쓰느라 바쁘고 아무래도 그렇겠지...

내가 동대문에서 장사하면서 한 년 넘게 장사하면서 큰 돈 아니지만30

이제 나하나 먹고 살만큼은 벌었거든 집도 개예여 그런데 이제 살만... 2 .

하다 하는데 참 어쩔 수가 없는 거 잖아요 어떻게도 안되는 건데... ? ...

어떻게라도 살려고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되네 또 지금 생각해보...

면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 것도 없었어 내 힘으로 했다고 한 편으론 참.

그걸 위안 삼으면서 살았는데 세상사는 이치가 다 각자 정해진대론.

지 순리대로 사는거지 나는 여기까진가 싶고 사람마다 한계가 있는... . ...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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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을 여행 온거라 생각하고 집으로 가는거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맞지 그치만 한 세상 여행왔으면 잘 살아보고 잠깐이라도 그러.

다 죽더라도 그랬음 좋겠어요 아직 그러질 못했으니까 조금만이라두 더.

살게 해 주신다면...

무자식이 상팔자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쓸쓸히 누워있다가 보면...

그냥 아무나하고라도 결혼해 애낳고 살걸 그랬다는 참 별소릴 다하...

지 근데 동생이 부러울 때가 있으니까 이제 이러고 보니 나는 아무... ...

도 없고 이러네 저러네 해도 지네끼리 올망졸망 사는 거 보면... ...

나는 이때까지 아무것도 한거없고 죽도록 살라구만 했지 이제 가진... ...

것도 아무 것도 없자나 돈 그거 이제 그거 뭐에다 쓸거예요 응 참... ? ...

이렇게 살다 죽을 걸 죽도록 일하면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이... ... ...

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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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의 유형분석

**** OOOO////△△△△////XXXX((((확확확확신신신신////불불불불확확확확실실실실////불불불불신신신신)))) ******** ++++////±±±±////----((((있있있있음음음음////있있있있음음음음 또또또또는는는는 없없없없음음음음////없없없없음음음음)))) ************ OOOO////XXXX((((충충충충족족족족////결결결결여여여여)))) **************** ++++////----((((있있있있음음음음////없없없없음음음음))))

인과인과인과인과

조건조건조건조건

맥락맥락맥락맥락

조건조건조건조건

중심중심중심중심

현상현상현상현상
유 형유 형유 형유 형

중재조건중재조건중재조건중재조건

작용 상호작용 전략작용 상호작용 전략작용 상호작용 전략작용 상호작용 전략////

결 과결 과결 과결 과

참여자참여자참여자참여자

가명가명가명가명( )( )( )( )

내세에내세에내세에내세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믿음믿음믿음믿음

****

경제적경제적경제적경제적

부담감부담감부담감부담감

********

가족에가족에가족에가족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부담감부담감부담감부담감

********

정서적정서적정서적정서적

지지지지지지지지

************

영적영적영적영적

지지지지지지지지

************

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

지지지지지지지지

************

초월적초월적초월적초월적

체험체험체험체험

****************

내적내적내적내적

평안평안평안평안

****************

내적내적내적내적

갈등갈등갈등갈등

****************

신체적

고통

정서적

불안정

관계의

부조화

자아자아자아자아

통합형통합형통합형통합형
OOOO ±±±± ---- OOOO OOOO XXXX

인식의 변화 현실의 수용, ,

목적적 삶의 추구 관계의 확대, ,

영적활동의 확대 이웃사랑,

++++ ++++ ----
남
금
이

수평수평수평수평

관계형관계형관계형관계형
OOOO ---- ++++ OOOO OOOO OOOO

인식의 변화 현실의 수용, ,

삶의 애착 관계의 확대, ,

영적활동의 확대

++++ ++++ ++++ 임
민

양다리형양다리형양다리형양다리형 △△△△ ---- ---- OOOO OOOO XXXX

삶의 애착 영적자각, ,

목적적 삶의 추구 관계의 확대, ,

영적활동의 확대 이웃사랑,

++++ ---- ++++ 권

영성영성영성영성

인식형인식형인식형인식형

△△△△ ++++ ++++ OOOO OOOO OOOO
삶의 애착 영적자각, ,

영적활동의 확대

---- ++++ ++++ 김

XXXX ---- ---- XXXX XXXX XXXX ---- ---- ++++ 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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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5555장장장장 논논논논 의의의의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임종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성

체험의 과정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패러다임 분석과 유형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장에서는 이들 분석결과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에 대해

서도 살펴보았다.

5555....1111 패패패패러러러러다다다다임임임임 모모모모형형형형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논논논논의의의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말기 암 진단 이후 본인들의 상황을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관계의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극한 위기적 상황에서의

탈출을 위해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본 연구에서는 ‘조화롭지 못한 관계의 극복과정’으로 명명하

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심현상과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에 해당

되는 분석 패러다임을 사용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범주

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말기 암환자들이 겪는 임종과정은 그야말로 잔인한 인고의 시간이라 할 수 있

다. 쉴틈없이 긴장하게 하는 공포스러운 통증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힘겨

운 숨쉬기, 거듭되는 통증과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피곤함의 지속 등으로 말기 암

환자는 지칠대로 지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이로써 이들은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환경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까지 모든 가능한 관계성에 대한 부조화를 경험하

고 있었다. 이러한 수직적, 수평적 관계의 부조화는 오복자와 강경아(2001)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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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미라(2002)의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영성의 속성 중 자신

에 대한 의지와 믿음은 그의 연구에서 긍정적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의 힘에 의한 해결방안이 모색이라는 개념으로 절대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부조화에 해당되는 범주로 보았다. 이는 그의 연구결과는 기독교뿐만 아니

라 불교와 무교를 포함한 대상자의 진술로부터 얻어진 것이며 본 연구는 기독교인

으로 제한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관계의 부조화는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정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조정되지 않고 참기 힘든 극심한 통증과 호흡곤란 그리고

지속되는 피로감은 말기 암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써 염

창환(2002)과 윤영호(1998)의 연구결과에서와 일치된다. 또한 죽음과 불확실한 미래

등과 관련해 발생되는 절망감과 두려움, 자신감의 결여 및 감정절제의 불가는 노유

자 외(2002)와 허봉렬(1998) 등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된 말기 암환자의 정

서적 불안정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말기 암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극심한

한계에 이르게 하고, 이로써 수직적, 수평적 관계의 부조화를 일으키는 조건이 된

다. 이러한 결과는 김명자와 조계화(2001) 및 Reele(1994)의 견해와 일치되는 것으

로써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각각 인과조건과 맥락조건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렇듯 처절한 상황에서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내세에 대한 믿음 그

리고 가족이나 친구, 교회로부터의 정서적, 영적인 지지와 같은 중재조건을 통해

이 과정을 잘 극복해 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관계성 중에서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

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더

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통 중에도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조화롭지 못한 관계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서적 지지와 영

적인 지지는 수평적인 관계 즉 가족이나 이웃 등의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말기 암환자들은 이들로부터의 지지를 통해서 관계의 강화를 이루고 이로 인해 위

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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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관계성의 긍정적인 변화는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기반성의 체험을 통해 상위존재자를 인식하고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비롯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상위존재자와의 관계성의 정도가 클수록

사회적, 환경적 관계에서의 영성의 초월적 에너지 특성이나 사랑이 크게 나타나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삶의 의미의 발견과 인생방향의 전환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강경아 & 오복자, 2001).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독교인에게서는 이러한 관계

성의 변화가 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는 이미라(2002)에서의 설명과

같이 자신에게 어떤 의도와 태도를 취할지 모르는 막연한 상위존재자에 대해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상위존재자의 대상이 명확하고 기

독교인 말기 암환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상위존재자에 대한 궁극적인 인식과 신뢰

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서적인 지지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암환자의 임종

과정을 긍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이소우 외, 1998; 한영미, 2000;

Narayanasamy, 2003; Walton, 2002; Wilmoth, 2003). 아울러 영적지지도 말기 암환

자에게 조화롭지 못한 관계를 극복하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기 암환자들은 교회로부터의 영적지지 즉 목회자나 교인들

의 방문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의해 하나님과의 관

계나 가족,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관계의 조화로

움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는 이필수(2000)의 유방암 말기환자의 영적 돌봄 사례연

구에서 제시하는 결과와 상이하지 않다. 그는 말기 암환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부

정적인 관계성에서 기인한 16 가지의 영적고통을 제시하면서 전문가의 지지, 기도

를 통한 도움, 성서의 이용, 예배참석을 도움, 목회자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것에 의

한 영적 돌봄이 말기 암환자의 긍정적인 관계로의 변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영적

안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영권(1996)은 임종을 앞둔 환

자들을 위해 목회적 상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목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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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 대한 훈련을 받고 돌봄에 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가족에 대한 부담감과 경제적 부담감은 말기 암환자의 영적안녕에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하는 조건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말기 암환자가 이러한 부담감으

로 인해 내적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경제적인 부담감보다

는 특히 가족에 대한 기대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데서 기인한 책임감

과 부담감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아(1996)도 자신에게 중요

한 사람 및 외부환경과 관련된 고통이라는 차원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들이 암환자의 고통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부담감과 관련해 말기 암환자의 연령이 영성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가족의 부양의무 기간이 대체로 만료되는 시기인 노인

층에서는 삶에 대한 애착이 적고 좀 더 초월적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60대 노인의 경우에 삶에 대한 애착을 보였으며 30대 후반인

가장의 경우에는 초월적 성향을 보이는 등 연령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 과정에서 확인된 상호작용은 ‘삶의 애착’과 ‘영적자

각’, ‘인식의 변화’, ‘영적인식’, ‘현실의 수용‘, ’목적적 삶의 추구‘, ’관계의 확대‘, ’영

적활동의 확대‘, ’이웃사랑‘ 이었다.

김성한(1999)은 영성체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삶의 스타일은 긍정적·부정적인 것

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불신앙의

것으로 구분하였다. 희망적, 미래지향적, 개방적, 수용적, 책임적, 감사, 기쁨 등을

전자의 태도로, 절망적, 과거지향적, 폐쇄적, 배타적, 책임전가, 불평, 짜증을 후자의

태도로 제시하였다. 삶의 스타일을 영성체험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본다면 과

거지향적 태도를 현실부정에 의한 삶의 애착으로, 수용적 태도를 현실의 수용으로,

미래지향적 태도를 목적적 삶의 추구로, 개방적인 태도는 관계의 확대에 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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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1997)은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의 영성체험에 관한 연구에서 인간적 사

랑과 자신에 대한 자각, 자기노력, 수용 및 집단 활동 등의 전략으로 과정이 진행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의 작용/상호작용 전략 중 현실의 수용, 영

적자각 및 인식의 변화, 목적적 삶의 추구와 이웃사랑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강경아(1998), 오복자와 강경아(2000) 및 Howden(1992)은 삶의 의미와 목

적이 인간의 영적고통과 영성에서 나타나는 속성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

구에서 ‘목적적 삶의 추구’의 범주에 해당된다. 영적고통은 관계의 조화롭지 못함을

의미하며 목적적 삶의 추구를 통해 이러한 관계의 부조화가 극복될 수 있다.

이필수(2000)는 말기 암환자의 영적고통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기도와 성서의

사용 및 예배의 참석을 돕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영적활동

의 확대에 해당하는 범주로 확인이 되었다. 특히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Heyse-Moore(1996)와 Narayanasamy(2003)의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연구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지며, 기독

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연구를 통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으로 나타났

다.

이렇듯 대부분의 말기 암환자에게서 기도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말기 암환자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영적능력

이 강한 목회자에게 의뢰하는 기도와 교인 및 가족들에 의해 이뤄지는 기도 등 다

양한 대상으로부터의 기도가 활용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본인이 출석하는 교

회의 담당 목회자나 또는 평소에 영적으로 의미있게 여겼던 목회자에게서 받는 기

도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내적평안을 위

한 효과적 중재방안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관련된 연구

가 기독교인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기독교인

을 대상으로 한국적인 문화 환경에서의 검증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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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말기 암환자들은 그들만의 다양한 상호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관계의

부조화를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작용들은 전반적으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일정방향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전략을 크게

인식의 확대와 희망의 확대, 관계의 확대, 초월의 확대 등 4가지 단계의 과정으로

나누어 그 흐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계의 진행이 획일적이

거나 반드시 일직선의 방향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 본 연

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처해있는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말기 암환자의 내세에 대한 믿음과 영적지지의 정

도에 의해 그 과정의 방향과 기간, 정도 등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이러한 과정진행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영성체험 과정의 유형화 작업이 진행되

었으며 이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뒷부분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인 말기 암환자들은 총체적 고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조화

롭지 못한 관계의 극복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로는

초월적 체험과 내적평안, 내적갈등이 확인되었다. 기존의 문헌에서는 영성의 결과

로 갈등과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의 상승이 제시되고 있으며(Newlin et al., 2002),

Hasse et al.(1992)은 자기초월을 제시하였고, Shirahama & Inoue(2002)은 평안과

희망의 경험을 영성체험의 결과로 보았다. 이들 중에 자기초월은 본 연구에서의 초

월적 체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삶의 만족 및 평안과 희망의 경험은

내적평안에 해당되고 갈등은 내적갈등과 동일한 범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아존중

감의 상승은 Burkhardt(1989)도 조화로운 상호관계성의 자신과의 관계 차원에서 다

루고 있는 속성이나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자기를 부정하며 겸손히 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는 기독교인으

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도 Burkhardt(1989)에서는 삶의 불확실한 부분과 신비스러운 경험을 준

거로 하여 ‘드러나는 신비’를 영성의 속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극도의 초월적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연구가 영성에 관련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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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고찰의 결과를 제시한 데 반해 본 연구는 고통 중의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 암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과거에 말기 암환자였지만 기도의 능력이나 갑작

스럽게 완치된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는 이러한 속성이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이

라 보여진다.

5555....2222 말말말말기기기기 암암암암환환환환자자자자 영영영영성성성성체체체체험험험험 과과과과정정정정의의의의 유유유유형형형형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논논논논의의의의

본 연구에서 말기 암환자들이 조화롭지 못한 관계성을 극복하는 과정은 자아통

합형과 수평관계형, 양다리형, 영성인식형 등 4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성체험 과정의 유형은 내세에 대한 믿음과 가족에 대한 부담감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세에 대한 믿음은 영성체험의 유형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는데 이는 계인선(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독교인의 신앙성숙이 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내세에 대한 믿음과 가족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영성체험의 유형은 신앙의 성

장단계와 영적진단의 지침 및 부담감과 책임감을 고려한 유형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재은 역.(1986)에서 기술된 Fowler의 신앙의 성장단계는 원초적 신앙, 직관

적-투사적 신앙, 신화적-문자적 신앙, 종합적-인습적 신앙, 개별화-성찰적 신앙, 결

합적 신앙, 보편화된 신앙의 7가지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결

과들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단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

통합형 유형은 Fowler의 결합적 신앙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는 Fowler의 가장 성

숙한 단계인 보편화된 신앙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결합적 신앙의 단계를 의미한다.

보편적 신앙의 단계는 테레사 수녀나 마틴루터 킹, 간디와 같은 성인들이 속하는

단계이다. 결합적 신앙 단계는 심층적 자아에서 울려오는 자아의 통합된 목소리를

듣게 되는 신앙적 성숙의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의 수평관계형 유형도 Fowl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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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적 신앙의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초월형에서보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좀 더 자유롭지 못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가족에 대한 부

담감은 영성체험의 유형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강경아(1996)의 연구에서

도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및 외부환경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의 정도에 의해 암

환자의 고통에 대한 유형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가족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클

수록 고통이 크고 반대로 부담감과 책임감이 없을수록 고통의 정도가 가벼운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양다리형 유형은 Fowler의 종합적-인습적 신앙단

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주체성과 판단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

에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Pruyser(이은규 역., 1994)는 이와 관련해 영적진단

을 위한 지침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trust) 또는 관계성을 ‘섭리’로 표현하고 섭리

가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감사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이는 신

앙적으로 자발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사회적응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것

을 주고받는 거래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러한 유형은 교회에서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모든 영적활동에는 장기간의 훈련에 의한 순응적 형태로 반응을 하지만 이단

에 대해서도 얻을 것이 있다고 인지되면 비판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의 영성인식형의 유형은

Fowler의 원초적 신앙단계에 가까운 유형이다. 유아가 자신의 환경과 양육자들로

부터 상호작용에 의해 반응을 하는 것처럼 매우 미분화된, 성장이 채 되지 않은 그

런 단계의 유형이다.

치유의 관점에서 김명숙(1986)은 폴틸리히의 영성에 관해 성화(sanctification),

즉 성령의 현존(piritual presence)에 의한 새로운 존재의 경험이라는 견해를 제시하

며, 이러한 새로운 존재로 구별되기 위한 단계적 원리를 4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는 인식(awareness)의 확대, 둘째는 자유의 확대, 셋째는 관계성(connectedness)의

확대, 넷째는 초월(transcendence)의 확대이다. 인식의 확대에서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실제적 상황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며, 소외되어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증가된 인식은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한다는 원리이



- 115 -

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영성인식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말기 암환자들은 자신의 존

재 의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많은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의 기준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관계성의 확대는 상대방을 인식하는 것

과 자기 안에서 그리고 상대방 안에서 자기격기를 극복하고 그와 관계를 맺는 과

정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관계의 확대는 관계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의

양적인 확대의 의미도 포함하지만 깊이의 증대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수평관계형에 해당이 된다. 초월성의 확대는 본 연구의 초월의 확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것을 향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즉 거룩한 것에의

참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참여는 성령의 현존 하에서 헌신적인 삶으로 표현이 되는

데 여기서의 헌신은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다. 따라서 자아의 초월은 궁극적인 것을 향한 헌신의 태도이다.

Walton(2002)은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영성체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영성체험을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심부전의

발병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질병에 직면하기’,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재구성하기’, 투석과정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의 기복을 순응

의 방향으로 적응시키는 ‘투석에 적응하기’, 지지체계의 강화를 통해 혈액투석 환자

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도전에 직면하기’이다. 전반적인 단계의 진행은 본 연구

의 결과에서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질병의 인식, 즉 위기상황의 인식에서

부터 영성체험의 과정이 시작되고 본 연구에서의 초월의 확대의 범주로 제시된 인

식의 긍정적 변화가 영성체험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본 연구결과에서와 공

통된 결과라 볼 수 있다.

Whitehead & Whitehead(1979)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성숙의 차원을 성

인의 위기와 관련해서 3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일상의 궤도를

이탈하는 경험(separation)이다. 삶의 안정적인 궤도를 벗어나고 어려운 환경에 처

하면서 느끼게 되는 분리의 느낌이며 위기의 시작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행

(transition)의 단계로 터널에 있는 것 같은 답답함과 어두움을 느끼게 된다. 주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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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몰리는 것 같고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결합(incorporation)의 단계로 위기가 해소되고 안정기로 들어가게 되는 단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위기의 해소는 위기상황이 해결이 잘 되었다든가 예전

의 상태로 돌아갔다던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성숙한 인간이 주

어진 상황에 대해 버리고(let go) 수용하면서(accept) 새로운 상태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의 발생과 인식에서부터 영성의 체험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거의

모든 연구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는 말기 암 진단을 인식

한 순간부터 일상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성인식형과 양다리

형은 이탈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관계형은 이행기에, 자아통합형

은 결합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순애(2002)는 영성과 관련된 노년기의 통합성에 관한 연구에서 영성체험을 이

루는 4가지의 길을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의 길은 ‘긍정의 길’로 인간을 포함한 전

창조세계의 만물을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길은 ‘부정의 길’

로 인간은 기질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긍정하지만 긍정하기 어려운 요소

들은 쉽게 부정해 버리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삶 속에서 겪는 고통과 위기에 대

한 부정이라는 것이다. ‘그런 것은 나에게 오지 않아’, ‘이러한 고통은 수용할 수 없

어’라고 부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반응은 부정에 요소에 대한 긍정을 의미

한다. 긍정이 주는 깨달음 한계를 부정의 경험으로 오히려 더 깨달음을 얻고 더욱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 단계는

‘창조의 길’로 이제까지 불안과 두려움에 억눌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창조

적 능력을 회복해 활용하게 되는 길이며 네 번째 길은 ‘변형의 길로’ 삶의 스타일

의 변화 즉 성취적이고 외적인 것을 중시했던 삶의 스타일을 더불어 나누고 이해

하는 삶의 스타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의 4가지 유형 중에 부정의 길은

본 연구에서의 영성인식형과 양다리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변형의 길

은 수평관계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창조의 길과 긍정의 길에서 보여지는

특성은 자아통합형에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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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독교인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 과정의 유형

은 기존의 연구에서와 대부분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표

5-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5-1> 연구참여자와 기존 연구의 영성체험 유형 비교

연연연연구구구구결결결결과과과과 자자자자아아아아통통통통합합합합형형형형 수수수수평평평평관관관관계계계계형형형형 양양양양다다다다리리리리형형형형 영영영영성성성성인인인인식식식식형형형형 기기기기 타타타타
(본 연구와 불일치)

FFFFoooowwwwlllleeeerrrr
((((이이이이재재재재은은은은역역역역,,,,
1111999988889999))))

결합적 신앙 종합적-인습적
신앙

원초적 신앙
보편화된 신앙
개별화된 성찰적 신앙
신화적, 문자적 신앙
직관적 투사적 신앙

WWWWhhhhiiiitttteeeehhhheeeeaaaadddd
&&&& WWWWhhhhiiiitttteeeehhhheeeeaaaadddd
((((1111999977779999))))

결 합 이 행 이 탈 －

WWWWaaaallllttttoooonnnn
((((2222000000002222))))

도전에 직면하기, 투석에 적응하기,
재구성하기

질병에
직면하기

－

김김김김순순순순애애애애
((((2222000000002222))))

긍정의 길,
창조의 길

변형의 길 부정의 길 －

김김김김명명명명숙숙숙숙
((((1111999988886666))))

초월의 확대 관계의 확대 － 인식의 확대 자유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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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3333 본본본본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간간간간호호호호학학학학적적적적 의의의의의의의의

본 연구는 기독교인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에 대한 근거이론 방법의 적용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영성체험 단계를 분석하고 이들의 영성체험 유형과 이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였다. 이에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간호학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고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5555....3333....1111 간간간간호호호호의의의의 실실실실무무무무적적적적 측측측측면면면면

패러다임 모형에서 제시된 영성체험 과정의 유형은 간호의 실무적 측면에서 구

체적으로 간호중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된 영성체험

과정의 유형은 모두 4가지이며, 내적 자아가 통합된 형태로 가장 평안한 상태에 처

한 말기 암환자들은 자아통합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내세에 대

한 믿음이 확실하고 특별히 갈등을 초래할만한 조건이 발견되지 않으며 지지체계

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말기 암환자에 대한 간호는 이들

이 내적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새로운 갈등상황을 초래할 조간들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사정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작업은 가

장 평안하게 보여지므로써 간호의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고 간과될 수 있는

대상자의 문제점들을 발견하는데 필요하다.

수평관계형에서 말기 암환자들은 초월형에서와 유사한 조건과 전략을 사용하지

만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부담감으로 삶에 대해 애착을

보이며 내적인 갈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유형의 말기 암환자에게는 부담감을 감소

시키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중재하는데 간호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들이 느

끼는 미안함이나 중압감의 정도를 고려하여 호스피스 목회자에게 이들을 상담하도

록 의뢰하거나 호스피스 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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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형에서의 말기 암환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으로

현실의 수용을 거부하며 무분별한 대처방법의 사용으로 대상자의 신체적 고통이

심화되거나 임종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내적인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대상자들에서는 신체적, 영적인 상태에 대

한 정확한 사정작업이 중요하다. 이단에 관한 관심을 갖는 것이나 검증되지 않은

괴이한 요법을 사용할 때 대상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의료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숨

기는 사례도 가능하고 실제로 종종 발생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말기 암환자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정하는 작업은 관심을 갖

고 수행되어야 한다.

영성인식형에서 말기 암환자를 위한 간호의 초점은 삶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즉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한 지향이 없고 기

쁨이 없으므로 누리지 못하는 내적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정서적·영적 지지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가족과 친구,

교회로부터의 지지가 있기 어려운 말기 암환자에게는 호스피스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5555....3333....2222 간간간간호호호호의의의의 교교교교육육육육적적적적 측측측측면면면면

간호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말기 암환자의 영

성체험 과정이 내적평안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는 영적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를 준비시켜야 한다. 일부 참여자의 진술에서와 같이 간호사나 의사는

대체로 바쁘다는 인상을 말기 암환자들은 갖고 있다. 또한 말기 암환자들이 영적인

돌봄을 요구하는 시기에는 간호사들이 직접 영적간호를 제공하기보다는 가능한 자

원을 찾아 의뢰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이를 위한 지지자원의 접근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므로 말기 암환자들의 요구도 모두 그 때마다 충족되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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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문영역의 차이에서 라기 보다 바쁘고 생소하고 귀찮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는 이러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심도 있는 영적인 문제

는 목회자에게 의뢰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까지 간호사들이 모두 직접 다루어야 하

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다. 그러나 영성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

제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간호사는 영적인 돌봄을 제공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가능한 자원에의 의뢰도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렵다.

영적전문간호사가 영성과 영적인 문제, 영적인 돌봄의 방법 등에 관해 체계적인

교육에 의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영적간호의 제공을 윤

활하게 할 것이다. 이에 말기 암환자의 영적간호를 위한 전문인을 준비시키는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

5555....3333....3333 간간간간호호호호의의의의 연연연연구구구구 관관관관련련련련 측측측측면면면면

본 연구의 결과는 말기 암환자들의 영성체험의 단계와 유형을 파악하고 이들에

게 요구되는 간호중재의 방법을 찾아내는 도구의 개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성체험 과정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기의 도구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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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6666장장장장 결결결결론론론론 및및및및 제제제제언언언언

6666....1111 결결결결론론론론

본 연구는 기독교인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이해

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과정을 파악하며, 영성체

험의 유형을 서술, 분석함으로써 이에 관한 실체 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

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은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 질문은 ‘기독교인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A 교회의 교인으로 말기 암 진단을 받게 된 경우거나, 말

기 암 진단을 받고 A 교회에 나가게 된 경우의 참여자이며 모두 9명이다. ‘눈덩이

표출법’에 의해 참여자의 선정이 시작되었으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이론적 표출법이 사용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이며 개인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

어졌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한 후 녹취록을 작성해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독교인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과 관련해 총 58개의 개념과 20개의 범주가 도

출되었다.

2. 도출된 범주를 근거로 패러다임 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심현상은 ‘관계의 부조

화’로 나타났으며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신체적 고통’(인과조건), ‘정서

적 불안정’(맥락조건), ‘내세에 대한 믿음’, ‘경제적 부담감’, ‘가족에 대한 부담감’,

‘정서적 지지’, ‘영적지지’, ‘전문가의 지지’(중재조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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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제시된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각 범주들 간의 속성 및

차원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6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정의 상태가 부정적일수록 관계의 부조화가

클 것이다.

가설 2. 내세에 대한 미음이 확실하며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영적지지가

충족될수록 관계의 부조화의 극복이 빠를 것이다.

가설 3. 내세에 대한 믿음은 현실의 수용과 목적적 삶의 추구, 영적활동의 확대,

이웃사랑을 유도하여 초월적 체험과 내적평안을 가져올 것이다.

가설 4. 가족에 대한 부담감은 삶의 애착을 유도하여 내적갈등을 가져올 것이다.

가설 5. 영적지지는 영적자각과 목적적 삶의 추구, 영적활동의 확대를 유도하여

내적평안을 가져올 것이다.

가설 6. 영적자각과 영적활동의 확대는 초월적 체험을 유도하여 내적평안을 가

져올 것이다.

4. ‘관계의 부조화’를 조절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삶의 애착’, ‘영적자각’, ‘인식의 변

화’, ‘현실의 수용’, ‘목적적 삶의 추구’, ‘관계의 확대’, ‘영적활동의 확대’, ‘이웃사

랑’ 등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전략들의 적용 결과는 ‘초

월적 경험’, ’내적평안‘, ’내적갈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5. 이러한 말기 암환자 영성체험 과정은 모두 4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인식의 확대’,

‘희망의 확대’, ‘관계의 확대’, ‘초월의 확대’ 단계가 그것이다. 이들은 중재조건의

영향을 받았는데 가장 강력한 조건은 ‘내세에 대한 믿음’과 ‘영적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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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 있는 핵심범주는 ‘조화롭지

못한 관계의 극복과정’이며 패러다임 모형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말기 암환자의 조화롭지 못한 관계의 극복과정 유형은 자아통합형, 수평관계형,

양다리형, 영성인식형의 4가지였다. 이들은 또한 ‘내세에 대한 믿음’과 ‘가족에 대

한 부담감’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666....2222 제제제제언언언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기독교인이 아닌 말기 암환자들의 영성체험 과정의 유형을 밝히고 이에 대한 종

교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말기 암환자가 초월적 경험과 내적 평안에 도달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재조건인 ‘내세에 대한 믿음’과 ‘영적 지지’를 향상시키고 ‘가족에 대한 부담감’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3. 말기 암환자가 조화롭지 못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해당

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4. 한국의 문화적 환경을 배경으로 기독교인 말기 암환자의 기도의 사용에 대한 효

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5. 말기 암환자의 영성체험 과정의 단계와 유형을 사정하는 도구의 개발과 함께 단

계별, 유형별 간호접근 전략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6.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설에 대한 검증연구를 제안한다.

7. 말기 암환자의 영적요구에 대해 전문적인 영적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마련하여 ‘영적전문간호사’를 준비시키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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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BBBBSSSSTTTTRRRRAAAACCCCTTTT

SSSSppppiiiirrrriiiittttuuuuaaaallll eeeexxxxppppeeeerrrriiiieeeennnncccceeeessss ooooffff ppppaaaattttiiiieeeennnnttttssss wwwwiiiitttthhhh tttteeeerrrrmmmmiiiinnnnaaaallll ccccaaaannnncccceeeerrrr

ffffooooccccuuuusssseeeedddd oooonnnn cccchhhhrrrriiiissssttttiiiiaaaannn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of the substantive theory on

the process of spiritual experience in christian terminal cancer patients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and culture. The question for the study was 'What

is the spiritual process in christian terminal cancer patients?'.

The research method used was the Grounded Theory Method developed by

Strauss & Corbin(1998). Participants for this study in total was 9 christian

terminal cancer patie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in-depth interview during

April. 2003 to Mar, 2004.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From the analysis 58 concepts and 20 categories were emerged. Categories

were presented into paradigm which consisted of condition-actions/

interactions-consequences. Theoretical scheme was described by organizing

categories. In total, 4 stages were developed from the condition-actions/

interactions-consequences. Throughout these stages, 'overcoming process of

Lee, Hiun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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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balanced interconnectedness' was the core category figured out. As well, 5

working hypothesis and 4 patterns from the 'overcoming process of unbalanced

interconnectedness' were found out.

This study provides a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zed care

interventions in 'overcoming process of unbalanced interconnectedness' for

christian terminal cancer patients.

Key Words : Spirituality,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Christian,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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