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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청소년기 암환자의 치료 단계별 간호 중재 프로토콜 개발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시기므로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은 발달적 과업 달성과 질병관리 이행이라는 어려움에 동시

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최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생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암

질환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질병자체와 치료과정에서 환자 및 가족은 많은

심리적 충격과 갈등,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시기 적절한 중재전략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이 진단과 치료와 관련되어 경험하는 문제

를 치료 단계별로, 청소년 환자 본인, 가족, 간호사를 통해 심층면접과 개방형 질문

지를 사용해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치료 단계별 간호 중

재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기 암환자의 성별은 여아가 6명, 남아가 4명이었고, 연령은 최저 12세에

서 최고 18세였다. 치료 단계는 관해유도 단계가 1명, 유지요법 단계가 4명,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가 5명이었다. 진단명은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이 4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4명, 악성 임파종이 2명이었다. 청소년기 암환자 가족의 특성은

가족 관계는 어머니가 5명, 아버지가 2명, 형이 1명, 누나가 1명이었고, 1명의 가족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포함되었다.

2) 간호사의 학력은 대학원 졸이 1명, 대학 졸이 5명, 전문대 졸이 1명이었고, 소

아과 간호 경력은 평균 3.9년이었다.

3 ) 진단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는 신체적 문제로 발열, 출혈, 동통과 정서·심

리적 차원의 문제로 충격, 부정, 슬픔, 위기감, 검사에 대한 스트레스와 인지적 차원

의 문제로 질병에 대한 지식부족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는 거부, 낯설음,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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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병원 환경에 대한 부적응을 주로 보고하였다.

4 ) 관해유도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는 신체적 문제로 통증, 오심·구토, 무기

력, 외모의 변화, 출혈, 처치관련 어려움과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위기감, 소

외감, 의기소침, 퇴행, 치료 혹은 진단적 검사나 처치와 관련된 스트레스, 자존감과

관련되어 창피함, 신체상 저하와 인지적 차원의 문제로 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한 지

식부족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는 사회적 격리, 환자- 부모 관계 스트레스, 사적공간

부족, 놀이공간 부족, 치료비 걱정을 주로 보고하였다.

5 ) 유지요법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는 신체적 문제로 외모변화, 감염에 대한

위험성 증가, 혈관통과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동료의 죽음이나 재발소식에

대한 반응, 자존감 저하, 재발, 죽음, 자립에 대한 걱정, 미래계획 수정 시 갈등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성격변화, 형제와의 갈등, 반복되는 일상, 사회적 격리, 생활

스타일의 변화를 주로 보고하였다.

6 )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는 신체적 문제로 피로, 활

동력 저하, 성장지연과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지겨움, 과보호, 자살 생각, 자

존감 저하, 미래·재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인지적 차원의 문제로 학업의 어

려움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는 친구관계와 관련되어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

움, 친구들의 놀림과 선생님의 배려 부족, 사회적 격리, 생활 스타일의 변화를 주로

보고하였다.

7 ) 청소년기 암환자 가족은 신체적 문제로 불면과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암담함, 갈등, 죄책감, 거부감, 절박함, 가슴아픔, 긴장감, 재발에 대한 걱정과 인지

적 차원의 문제로 지식부족, 의료진의 설명부족, 치료과정 결정 시 갈등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는 환자- 부모 관계 스트레스, 가족 내 웃음감소, 가정살림 엉망, 가족

의 불화, 비정상적인 가정생활, 형제의 불만, 나머지 형제에 대한 소홀함, 지지체계

부족, 정보교환 부족을 주로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헌고찰을 통해 신체적, 정서·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영적 차원의

간호 중재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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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암환자에 대한 실무와 교육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치료 단계별 간호

중재 프로토콜이 활용되면 보다 체계적인 간호와 사전 교육이 대상자에게 주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치료 단계별 문제를 기초로 청소년

기 암환자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간호 결과

(nur sin g out com e )를 측정하면 보다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

는다.

핵 심 이 되 는 말 : 청 소 년 기 암 , 암 치 료 단 계 별 반 응 , 간호 중 재 프로 토 콜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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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갑자기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기이다. 신체적

으로는 성호르몬의 왕성한 분비로 인한 이차 성징의 발현과 성적 요구의 증가로 인

해, 성적 관심이 증가하고 충동적이며 다소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또한 최근

의 신경 생물학적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두뇌 성숙이 사춘기까지 지속되어

(Jern ig an & T allal, 1990), 지적인 능력도 어른의 수준에 달하게 된다. 심리적으로

는 과거 일방적으로 의존적이던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싶

어하고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속

된 또래 친구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한다. 또한 자신의 신체상에 많은 관심을 갖

게 되면서 자신과 남에게 보여지는 신체 이미지를 몹시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이

런 변화를 겪는 가운데 이상과 자신의 현실사이의 괴리감을 인식하면서 기분의 변

화가 심해지고 부모 및 권위체제에 반항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야기되기도 한다 (신의진, 1997; 조결자 외, 1996; M arlow , 1988;

Erick son , 1968).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과업 달성과 질병관리라는 어려움

을 동시에 직면하게 된다(Hann a , 1993). 장기적으로 질병관리를 해야하는 만성질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특히 청소년기에 이러한 투

병 생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보다 더 힘들게 하여 정신과적 문제를 야

기 시키고 (Ples s & Roghm ann , 1971), 발달적 과업을 성취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Kellerm an & Kat z, 1977). 또한, 청소년들은 발달기적 특성 때문에 건강

에 위험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Baum rin d, 1987), 대부분의 청소년

기 건강문제가 이 위험 행위의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 (Millst ein , 1989).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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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신체·심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연령의 대상자들에 비해 치료 과정

에 저항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운데, 이러한 비협조적 태도는 치료결

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Dolgin 등, 1986; Jam ison , Lew is & Burish , 1986; Sm ith

등, 1979).

아동기에 있어 암은 아동 사망원인 중 사고 다음으로 흔한 질병으로 전체 아동

사망률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홍창의, 1989; Rollin s , 1990; W haley & W on g ,

1990). 또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초진 연령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더라도 15세 이하

의 소아암도 1.6%나 차지하며 이 중 백혈병이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중추 신경계 종양, 악성 림프종, 골종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1998).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존 기간과 생존율이 점차 증가하여 미국의 경우 암으로 진단

된 아동의 60%이상이 생존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

어 치명적인 질병이라기 보다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인 동시에 만성질환으로서 받

아들여지고 있다 (Lie & Gu st afs son , 1992; Rit chie, 1992; M eadow s , 1988).

소아종양 간호에서 우선 순위를 두는 것에 관한 최근 한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가

장 높은 순위로 치료에 대한 후기 영향과 삶의 질을 들었다 (Hind 등, 1992). 청소

년 암환자의 적응은 청년기 삶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한 줄이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W eek es , 1991). 그래서 초기 현존하거

나 잠재적인 어려움을 사정하여 진단 시부터 시작되는 예방적 전략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지역사회와 학교로 돌아가서 적응하고 재활하는 전 과정을 돕는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List 등, 1991). 그러나 환자와 간호제공자 사이에

중요한 간호양상으로 확인하거나 순위를 매기는데 있어 불일치가 보고되고 있어

(Von E ssen & Sjoden , 1993; Lar son , 1987), 간호사가 인지하는 청소년기 암환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청소년기 암환자가 직접 경험하는 문제에 차이가 있을 수 있

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진단 받고 생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암 질환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Hilem an & Lackey , 1990), 질병자체와 치료과정에서 환

자 및 가족에게 많은 심리적 충격과 갈등, 신체적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다른 어느

질환보다 질병단계를 고려한 도움이 요청된다 (Lew andow ski & Jon es , 1988).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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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따라서 암질환의 단계를 다르게 분류하였으나 질병의 경과에 따라 다른 정서

반응과 간호요구 양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여 (Kristjan son &

A shcroft , 1994; Lew andow ski & Jones , 1988; T rin gali, 1986), 질병 과정에 따른

차별화된 환자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기 암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사정하여 질병의 경과에 따라 시기 적절한 중재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외 연구는 소아암 환자 중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

거나 현재 치료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연구는 소

아암 환자 중 청소년기가 포함되었거나 암으로부터 생존한 자를 대상으로 청년기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이것 역시 포괄적인 후기 영향에 대한 연구보다는

단면적 영역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현재 존재하는 청소년기 암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로는 대처전략과 관련된 연구 (Hinds 등, 1990; Hinds & M art in , 1988),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연구들 (En skar 등, 1997; En skar 등, 1996; Rechner ,

1990; Ru din 등, 1988)이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암환아의 가족을 대상으로

영향(전나영, 1996; 전은영, 1996; 백소희, 1995; 김수지 등, 1992), 가족 요구 (한혜라,

1994; 김 대희, 1988)나 대처양상(정경숙, 1997; 민영숙, 1994)에 관한 연구와 암환아

부모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조영숙 등, 1992)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고 암환아를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강 경아 (1997)의 청소년기 암환

자의 경험분석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치료 단계별로 청

소년기 암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청소년기 암환자가 직

면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간호 프로토콜을 개발 적용하여 치료과

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청소년기 암환자가 정상적인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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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의 문제를 치료 단계별로 확인하고 이

를 토대로 간호 중재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기 암환자, 가족, 간호사 집단이 각각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를

치료 단계별로 확인한다.

2. 청소년기 암환자, 가족, 간호사 집단이 각각 보고한 가족의 문제를

치료 단계별로 확인한다.

3. 이를 토대로 문헌고찰을 통해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의

간호 중재 프로토콜을 치료 단계별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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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고찰

1 .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 시작하여 결혼이나 직장과 같은 성인의 사회적 역할의 시

작과 함께 끝나는 생의 한 기간을 포함한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신체와 사회적 성

숙에 의하여 정의되며, 청소년기의 마지막은 사회적 역할로 정의되어, 보통 11세에

서 20세 사이의 기간이다 (Liebert & W ick s - Nelson , 1981).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그 기준이 사회 경제적·문화적 환경과 신체적 성숙 시기인데, 많은 차이로 인한

불일치 때문에 혼란스럽다 (Heiney , 1989).

청소년 시기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지칭된다. 첫째, 사춘기(puberty )는 주로 생

식기의 기능이 시작되고 이차 성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성장을 일컫는다. 이 과

정은 아동의 성적 성숙을 알리는 초기 신체 변화의 과정과 급성장이 일어나는 사춘

기 직전 2년 정도의 사춘기 전기(prepubescen se) 그리고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소녀는 첫 월경의 특징이 있으나 소년은 그 징후가 모호한 사춘기

(pub erty ), 그리고 골격의 성장이 완성되고 생식 기능이 거의 완성되는 사춘기 이후

1- 2년을 말하는 사춘기 후기(postpub escen ce)이다. 둘째, 문자 그대로 성숙하게

자라는 것 을 의미하는 청소년기 (adolescence )는 일반적으로 사춘기적 변화로 시작

되는 심리적, 사회적 성숙의 과정을 말한다. 세째, 십대기(teenag e y ear )는 청소년

기와 동의어로 13세에서 19세까지 연령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김미예 등, 1996).

청소년기는 특별한 적응 문제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자신의 내적 자극과 사회

압력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 경제적 독립을 예

상해야 하며, 또 이성교제의 의미를 배워야만 한다. 그들은 같은 나이의 친구와 공

동 관심사를 가지고 일하며,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했을 때 개인적 차이를 내

세우지 않는 법을 배우며, 세상과의 관계에서 삶을 조절하고 지식을 가진 책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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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김미예 등, 1996). 또한 심리 사회적 어려움

(psy ch osocial difficulty )과 정신적 장애(psy chiatr ic disorder s )의 위험이 증가되는

시기이다 (Rut ter 등, 1979).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환경의 변화는

달라진 친구집단, 증가된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들 변화는 또래들

과 비교하게 되어 자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특히 성적 관심과 사춘기 발달에

있어 조숙한 친구와 있을 때 흔히 일어난다(Eccles 등, 1993; Sim m on s & Blythe,

1987).

가장 두드러진 신체변화는 증가된 신체성장과 외모, 이차성징의 발달이다 (김미예

등, 1996). 청소년기는 성장의 빠른 증가를 보여주는 때로 남녀 모두 성인 키의 약

20%가 자란다. 이러한 급속 성장기 (grow th spurt )"는 2- 3년 동안 지속된다. 18

세가 되면 99% 이상의 성장이 완료된다. 청소년의 체중은 사춘기 성숙도와 비만

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사춘기 동안에는 약 50%의 체중이 증가되며, 남아는 여아

보다 체중이 더 증가한다(조결자 등, 1996).

성적 성숙은 1차, 2차 성징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 성적 성숙은 20세 혹은 21세

까지는 완전하지 않다. 사춘기 때 여성의 2차 성징은 난소, 자궁, 질, 음순, 가슴의

크기 증대와 음부와 액와의 체모, 초경 등이 포함된다. 남자의 2차 성징에는 생식

기의 발달과 치모 및 체모의 출현이 포함되며 처음에는 대체로 고환의 크기가 증가

한다. 마지막으로 얼굴과 액와의 털이 나타나고 변성기가 시작된다 (조결자 등,

1996).

격동의 시기동안 성(sex u ality )은 청소년의 삶에서 중심적 주제로서 나타난다

(Heiney , 1989). 청소년과 성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이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

만, 성의 신체적·심리 사회적 양상에 동시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S apala , 1981). 다시 말하면, 청소년은 정상적인 성적 발달, 피임, 성행위에 대한

적절한 지식 없이 성적으로 적극적이며 그들은 성에 관해 양가감정을 느낀다

(Heiney , 1989).

Piaget (1976)는 청소년기동안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발전한다고 한

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사고에 대하여 생각하고 성찰한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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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고에 대하여도 생각할 수 있다.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가

치와 추론과정에 대해 생각한다. 이러한 새로운 능력은 종종 젊은이들을 이상주의

로 만들며 그들과 가족의 가치관을 문제삼을 수 있고, 바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 관

심을 두지 않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 즉 대학이나 직업의 가능성과, 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미래의 사건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다 (김미

예 등, 1996). 더군다나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시작되면서 청소년은 자신과 친구들

을 비교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과 세계를 더 상대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상대성과 동시에 객관성을 갖게 된다(P en dley , Dahluist & Drey er , 1997).

그러나 청소년은 자기들이 경험하는 사랑과 고통의 보편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청소년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자기중심주의는 줄어든다 (조결자, 등 1996).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 정서적 변화는 정체성과 친근감의 발달과업을 완수하기 위

해 노력한다는 것이다(Reres , 1980). 즉, Erik son (1968)은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돈

을 청소년기의 중심과제라고 했다. 청소년기에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역할 혼

돈의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청소년기의 신체상은 자아정체감의 혼란된 일면을 반영한다 (조결자, 1996). 신체

변화와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은 신체에 대하여 선입견을 갖게 한다. 부정적 신체

상은 흔히 사회적 활동과 같은 외모와 관련된 상황을 회피하게 한다 (Rosen 등,

1991). 게다가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거나 실제 외모에 대한 부정적 점

수는 부정적 친구관계, 감소된 활동, 낮은 학교성적, 낮은 자존감과 관계된다

(Brook s - Gunn & P eter sen , 1983; Rau ster - V onW right , 1989).

청소년기에 확실한 직업관과 책임감을 가짐으로써 성인이 되어간다. 청소년들은

독립에 대한 상상과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청소년의 개성,

자아감에 영향을 준다. 초기 청소년기에는 보통 부모를 역할 모델로 활용하며 부

모의 권위를 수용하나, 후기에는 부모를 시험하고 부모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게

된다. 중기 청소년기의 전형적인 불만은 부모들의 자유제한과 청소년에 대한 부모

의 불신이다(조결자 등, 1996).

학교환경이 제공하는 집단 그룹은 청소년들의 작은 세계 가 된다. 성인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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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 금지되고 학령기 사회와도 격리되어 청소년들은 그들의 소속감을 지키기 위

해 그룹의 정체감을 형성한다. 청소년들은 가치나 행동, 이상의 원천을 부모보다는

동료에 의존하여 찾으려 한다.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동료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줄어든다 (조결자 등, 1996).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은 흔히 반항적 행동을 수반한다. 반항은 나는 내

주위의 성인들과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반항은 청소년의 인지성숙을 의미한다. 어른의 권위에 대항하고 도전하기 위

해 약물과 술에 대한 경험을 한다 (Garrison & M cQuiston , 1989). 그러나 청소년

이 그들 자신의 주체성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 부모의 통제나 제한이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부모의 간섭을 이해할 수 있다 (조결자 등, 1996).

청소년들이 가능한 것을 상상해 보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이상이 발달된다. 이

상주의는 그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인내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도와

줄 뿐 아니라 성인의 가치와 신념의 개발을 용이하게 해준다 (조결자 등, 1996).

2 . 청소년기 소아암의 영향

질병은 어느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나 그의 생활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하여 구체적인 꿈을 계획하고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며 격동

기를 겪는 청소년에게는 더욱 더 어려운 경험으로 받아들여진다(문영숙, 1989; 조

희, 1980; M arlow , 1988; N eill, 1979). 특히 청소년기 동안 암과 같이 삶을 위협하

는 질병은 많은 심리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고 (En skar 등, 1997), 아동기나 초기 성

인기에 암을 진단 받은 환자보다 청소년기에 암을 진단 받은 환자들은 사회적 안녕

감 (social w ell- bein g ) 영역에서 유의하게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F elder - Puig ,

1998).

이러한 청소년기 암의 영향을 크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종

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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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영향

많은 연구에서 신체적 영향으로 주로 질병이나 진단 및 처치와 관련된 통증

(Hockenberry - Eat on 등, 1997; En skar 등, 1997)과 영양섭취와 관련되어 오심, 구

토, 구강내 문제, 위장장애, 식욕부진, 영양결핍, 전해질 불균형(강경아, 1997: 신희

선, 1997; En sk ar 등, 1997; H ock enberry - Eat on 등, 1997; W asserm an 등, 1987)과

변화된 외모로 탈모, 몸무게 변화(강경아, 1997; 신희선, 1997; En skar 등, 1997;

H ock enberry - Eat on 등, 1997)와 활동력과 관련되어 감소된 에너지, 허약감, 무기력,

쇠약감, 활동장애 (강경아, 1997; En sk ar 등, 1997; Hockenberry - Eat on 등, 1997)를

보고하고 있다. 그 밖의 신체적 영향으로 수면장애 (강경아, 1997;

H ock enberry - Eat on 등, 1997), 방사선에 의한 화상 (W asserm an 등, 1987), 목소리

손상, 가슴앓이 (En skar 등, 1997), 호흡곤란 (강경아, 1997), 약물독성, 감염, 수혈 부

작용, 성장발달 장애, 중추신경 손상, 성선 장애, 제 2의 신생물 출현 (신희선, 1997)

을 들었다.

청소년기 암환자와 학령기 암환자를 같은 연구방법에 의해 비교해 볼 때, 청소년

기 암환자가 학령기 암환자에 비해 신체적 통증에 대해 더 잘 견디고 동통에 대한

공포를 덜 느끼는 반면, 탈모, 부종, 몸무게 변화와 같은 외모의 변화에 더 민감하

였고, 특히 여자 아이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든 경험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En skar

등, 1997). 여러 가지 신체적 영향 중 암환아들이 가장 많이 보고하고 가장 견디기

힘든 경험으로 오심과 구토에 대한 경험을 들었다(강경아, 1997; En skar 등, 1997).

또한, 이러한 신체적 영향의 선행요인으로 고통스런 처치, 항암 치료, 수술, 방사선

요법, 스테로이드 사용 등을 들었다 (H ock enberry - Eat on 등, 1997).

2) 심리 사회적 영향

청소년기 암환자의 심리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이루어졌다.

소아암 환자와 정상적인 형제·자매와 비교한 연구에서 청소년기 암 생존자들은

자살 시도, 정신과 병동입원에 있어서 차이는 없었으나 남자의 경우 슬픈 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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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에피소드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여자·남자 생존자 모두에서 현재 자신의 건

강과 관련된 중정도의 우울을 경험하였음을 보여 주었다(T et a 등, 1986). 남자의

경우 인지장애가 가장 유해한 결과를 가져 왔는데, 이는 남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

가 일차적인 수입원이기 때문에 학습 장애는 직업 기회를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자

존감을 저하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Byrne 등, 1989). 형제에 비해 생존자들이 부모

에게 더 오랫동안 의존하였고, 청소년기에 우울, 알콜 중독, 자살 시도의 발생이 더

많았고, 학교 결석과 학업의 어려움, 미래 인생목표의 변화, 과외활동의 어려움, 동

료 친구관계의 장애, 면담 순간에도 지속되는 의학적 문제 등을 보고하였다(Lan sky

등, 1986).

청소년기 암환자가 포함된 소아암 환자의 연구에서 학교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는

데 특히, 백혈병으로 뇌 방사선 요법을 받은 환자에서 심각했다(Mulhern 등, 1989).

4세에서 17세 사이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아동의 인지와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고찰을 통해, 3년 스케줄의 항암요법을 끝낸 환아들이 진단 초기나 치료 1년이

내에 있는 환아에 비해 더 높은 인지적 기능의 손상을 보였고 학습장애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Brow n 등, 1992). 또한 치료동안 가족 반응의 두드러진 변화 (예, 부모

의 과잉보호, 형제의 질투)와 치료동안 위험 행동의 증가를 보였다 (W asserm an ,

1987).

청소년기 많은 생존자가 남아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자존감 저하, 우울증, 불안을 들 수 있고 특히, 진단을 청소년기에 받은

경우 심리 사회적 적응, 사회화, 지적 기능의 문제를 보여 주었다 (Koocker , 1980).

이를 지지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생존자 중 표준화된 인성검사가 낮은 집

단에서 흥분 (agitation ), 안절부절 (r est les sn ess ), 과다활동 (hyperact iv ity ), 일반화된

불안(anxiety )상태를 더 보였고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공포를 계속 가지고 있었으

며, 이 집단의 66%이상에서 학교 문제를 보고하였고 부모에 더 의존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Ch ang 등, 1987). 또한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에서 생존한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심리적 영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신경 심리적 후유증이 지적능

력 감소, 학습장애, 감소된 집중능력, 단기 기억 장애, 학업 성취 문제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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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고하였다(Mulhern 등, 1988). 또한 Lew is (1997)는 삶에 대한 통제감 상

실이 가져오는 자존감 변화, 부모의 의존성 증가, 친구관계 감소, 독립성 결핍, 자아

정체감과 성적 정체감 발달에 영향, 취업, 보험, 결혼 등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H ockenb erry - Eaton 등(1997)은 잦은 결석,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암환아의 생활 스타일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경

아 (1997)는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암환아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에 의해 경험을

파악하는 연구를 통하여, 병원 생활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고 하였고, 학교생활에

대한 갈망, 친구관계의 변화, 학업에 대한 체념, 분노, 의욕상실, 성격의 변화, 죽음

불안, 원망, 슬픔, 우울, 속상함, 재발의 두려움, 짜증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En skar 등(1997)은 질병의 경과에 따른 청소년기 암환자의 심리 사회적 영향을

건강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문제목록 (En skar 등, 1996)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조사

하였다. 그 결과 진단 처음에는 쇽과 부정단계를 보이다가 우울, 공격성, 안절부절,

기분변화, 고립감, 외로움의 감정을 느꼈고, 장기간의 입원과 변화된 외모를 겪은

청소년의 경우 더 많은 감정적 문제를 가졌음을 알아냈다. 질병은 자존감에 영향

을 미쳤지만 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아니었고 몇 명은 증가된 자존감을 경험하

기도 하였고, 질병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가 더 강력해지나 질병기간

이 길수록 점점 친구가 사라지게 되며, 학교를 여러 번 결석했지만, 학업 문제를 경

험하지는 않았으며, 학교 결석에 의해 생긴 문제는 잃어버린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친구와의 접촉이었다. 몇 가지 스포츠 활동에서 여가시간 활동이 변화되어야 했으

나 이것은 문제로 보고되지 않았다. 청소년에게 건강 전문가로부터의 이해를 얻는

것은 중요했다. 장기 치료와 입원을 경험한 청소년은 더 높은 질적 간호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가졌으며, 이 집단에서 몇 명은 기본권 침해, 굴욕감, 귀찮게 여김의

상황을 경험했다. 입원기간동안 가장 큰 공포는 무지로 인한 것으로서 정보 제공

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병원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부정적 경험은 장시간 대기와

직원이 업무과중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En skar 등

(1997)이 같은 연구방법에 의해 시행한 학령기 암환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심리

사회적 문제와 비교해 볼 때, 자율성 발달에 대한 과업과 질병과 치료에 따른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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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사이 갈등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Daum과 Collin s (1992)는 삶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다양한 정도의 적응을 보여

준 3가지 사례에 대한 후향적 검토에 의해, 청소년기 암환자가 자아 정체감을 성공

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암에 대한 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

헌고찰 결과 청소년기 암환자의 성적 정체감을 포함하여 자아 정체감 발달 영역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많은 학자들은 암의 진단이 청소년 환자의 자아 정체감에

미친 영향을 이론적으로만 정립하고 있다. Rainey (1982)는 청소년기 암환자가 자

아 정체감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원인으로 부모에 의존하려는 욕구,

제한된 친구관계, 치료와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었다. 그는 이들 변수들이 정

상적인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목표를 개발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

했다. Zelt zer과 M art en (1980) 역시 청소년기 암환자의 자아 정체감의 수립에 있어

유사한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발달적 관점에서 자아 정체감을 변수로 사용하여 42명 청소년기 암환자와 42명

건강한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을 사정한 연구에서 건강한 청소년이 자아 정체

감에 있어 더 높은 점수를 보여(Gav aghan & Roach , 1987), Raniey (1982)와 Zelt zer

와 M arten (1980)의 가정을 지지하였다.

이들 결과와 대조적으로 비록 발달과업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유

의한 정신병 증상 없이 만성질환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

현재 치료중인 30명의 청소년기 외래 암환자를 대상으로 불안, 자존감, 통제위에 대

해 측정하였는데, 불안과 자존감에서는 다른 청소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외

적 통제위를 더 가졌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특정 만성 질환이 청소년의 미래에 대

한 통제감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된다는 이론을 지지하였다 (Lew is , 1996). 또한

Jam ison 등 (1986)도 자아 정체감, 통제위, 질병에 대한 지각이 청소년기 암에 의해

영향받는 3가지 발달 영역을 조사하는 서술적 연구에서, 30명 청소년기 암환자와

203명 건강한 청소년을 비교하였는데 자아 정체감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삶의 장애

를 다루는데 일반적으로 강한 대처전략을 개발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Kelagh en 등(1988) 역시 아동기와 청소년기 암의 장기 생존자 2,283명 (5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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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세에 진단됨)과 3,270명 형제·자매의 성취와 적응을 비교하였는데, 중추 신경

계 종양을 제외한 암 생존자와 형제·자매에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였다.

그 동안 이루어진 청소년기 암환자의 심리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 보

면, 청소년기 암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심리 병리적 문제라기보다

는 심리 사회적 적응에의 어려움이라는 이론 (Zelt zer , 1993; Richie, 1992; Chan g ,

1990; Hym ovich & Roehn ert , 1989)을 지지하였고, 생존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대처

전략을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심리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장기간의 입원, 잦은 병원

방문, 질병과 치료에 의한 부모나 건강 전문가에 의존, 재정적 의존, 탈모, 몸무게

변화, 수술, 성 기능 장애 등 신체적 변화, 잦은 결석 등을 들었다(Lew is , 1996).

또, List (1991)는 질병과 치료는 의존, 순응, 통제 상실을 요구하여 자율성이 어쩔

수 없이 손상 받고, 피로나 허약감, 친구로부터 많은 시간을 떨어져 있음에 의해 분

리 과업과 이성관계 수립을 방해받으며, 수술, 방사선요법, 항암 요법의 신체적 영

향이 신체상과 성적 발현을 방해하고 신체 변화는 일상 사회활동을 위축하게 하고,

장기화된 질병에 의해 학교 참여, 학업 성취, 괴외활동, 사회적 관계가 방해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과잉보호 내지는 지나치게 방임적 태도가 환자를 퇴행하게

하고, 자율성 발달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Kagen - Goodh eart , 1977; V an Ey s , 1977).

3) 영적 영향

다음 치료계획, 미래에 대한 걱정, 치료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공포 등을 경험하

며 (H ockenb erry - Eaton 등, 1997), 질병 초기에는 죽음에 대한 위기의식과 암에 걸

린 원인과 의미를 탐색하는 고민으로 힘들어하지만(En skar 등, 1997), 시간이 지나

면서 직업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을 보여 주었고

(F eldm an , 1980), 삶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 점과 성숙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고하

였다(En skar 등, 1997). 또한, 투병 경험이 종교적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경아, 1997). 이는 학령기 아동에 비해 청소년기 암환자들이 존재적 갈등을 더

경험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En skar 등, 1997). 이러한 영적 변화와 관련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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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학업문제 등이었다

(Hockenberry - Eat on 등, 1997).

3 . 암환자의 치료 단계별 반응

청소년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치료 단계별 반응을 연구한 보고는 찾을 수 없었

다. Kristjan son 과 A shcroft (1994)의 암질환의 문헌고찰 연구에 의하면 암의 단계

는 예방, 초기 진단, 급성기, 일시적 호전, 재활, 재발, 말기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초기는 불안해하고, 재발 시에는 불확실성, 슬픔, 두려움, 분노를 경험하고 있고, 말

기 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반응,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질병의 경과에 따라 다른 정서를 보인다면 이에 따른 요구의 변화를 사정하여

환자 간호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T ring ali (1986)는 암환자의 질병을 기준으로 초기, 재발, 추후관리로 분류하

여 각 단계의 간호요구를 조사한 결과 질병단계와 관계없이 정직한 답변과 환자 상

태와 질병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원하였고 초기 치료와 재발 치료 환자 가족은

모두 신체적 간호보다는 인지, 정서적 간호를 더욱 중요시하였다. 이동숙 (1996)은

위암환자를 진단기, 치료기(수술단계와 화학요법단계), 안정기로 나누어 환자의 사

회적 지지를 조사한 결과 종합적인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진단기

에 정보적 지지를 보다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Lew an dow ski 와

Jon es (1988)는 암질환을 초기, 적응, 말기단계로 분류하여 초기는 증상자각에서 진

단에 이르는 시기, 적응단계는 완치되거나 계속적인 치료를 받는 시기, 말기 단계에

서는 환자는 계속 악화되고 쇠약해지는 시기로 정의하였다. 연구자들은 일반인을

무작위로 선정해 암의 단계 중 하나에 속하는 가상적 상황을 주고 이때 가족원으로

서 원하는 간호요구를 조사한 결과 환자 상태와 치료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환자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행위, 질문에 관심을 보이고 통증관리를 잘해 주는 것은

질병단계에 관계없이 모두 유용한 간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와 말기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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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초기단계에

서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 말기단계는 환자와 가족원 자신을 혼자 있게 해주는

행위가 유용한 간호중재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민영숙 (1994)은 암환자 가족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처양상에 관한 연구에

서 질병의 이환 기간에 따라 장기적으로 그 변화과정을 탐색하고 연구, 분석의 필

요성을 제언하였고, 김조자 등 (1989)은 방문간호를 통한 암환자의 위기중재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암환자의 경우 진단 후 기간을 고려하여 위기반응 단계와 간호문제

를 사정하고 그에 따라 개별화된 위기중재를 계획·수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들을 종합해 볼 때, 소아암은 치료 스케줄이 견디기 힘들고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즉각적인 증상에서부터 지연되어 나타나는 반응, 후기 영향 등 다양성과 신체

적, 정서·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차원 전반에 걸친 전인성을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어 간호중재에 있어서도 이들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성과 전인성을 포괄할 수 있

어야 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소아암 환자의 간호 중재 프로토콜은 초기 예방적인

간호뿐만 아니라 치료 단계별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중재와 치료 종료 후에

올 수 있는 후기 영향을 최소화하는 재활적 간호까지 단기적인 간호목표에서부터

장기적인 간호목표를 세우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거기에다 특히 소아

암 환자 중 청소년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 중재 프로토콜은 여기에 발달적

과업의 성취까지를 간호 중재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른 시기의 아동의 중재

와 차별화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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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1 .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설계는 청소년기 소아암 환자의 진단과 치료관련 문제를 단계별로 사

정하기 위해 심층면접에 의한 내용분석법을 사용한 서술적 탐색연구이다.

2 . 연구대상

1)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시내 소재 C 대학 병원에 등록된 청소년기 소아암 환자

전수를 유한 모집단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아과·내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경험을 가지고 현재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만 12세에서 만 18세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 중 외과적 절

제술을 받지 않은 청소년기 암 환자로 제한하였으며, 청소년기 암환자의 가족은 주

간호제공자로 한정하였다.

대상 기준에 의해 선정된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는 1999년 4월 1일부터 2000년 4

월 1일까지 청소년기 암환자 10명, 그의 가족 9명이었으며, 의도 표출된 10명의 청

소년기 암환자는 전수가 참여에 동의하였고, 가족은 10명의 가족 중 가족의 직장

관계로 2명의 가족을 접촉하지 못 하였으며, 1명의 가족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

께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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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 집단

간호사 집단은 소아과 간호사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선정 기준은 2년이

상 소아과 병동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하였으며 선정된 간호사 총 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3 .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1) 청소년기 암환자

1999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1일까지 청소년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단계

별 문제를 심층면접 하였다.

여기에서 치료 단계는 홍창의 (1993)가 제시한 진단단계, 관해유도 단계, 유지요법

단계,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단계로 구분하였다.

2) 청소년기 암환자의 가족

1999년 4월부터 2000년 3월 1일까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이 경험한 치료 단계별

문제와 가족이 인지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치료 단계별 문제를 심층면접 하였다.

3 ) 간호사 집단

2000년 3월 1일부터 2000년 4월 1일까지 소아과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

가 인지한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의 치료 단계별 문제를 개방형 질문지에 의해 자

유로이 기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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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1)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C대학 병원에서 연구협조를 받은 후 병원에 등록

된 청소년기 소아암 환자 가운데 연구대상의 기준에 적합한 아동을 선정한 다음 아

동과 그 부모에게 연구참여를 요청하여 동의한 아동과 주 간호제공자인 가족을 면

담하였다.

사전동의를 얻고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1차 방문하였으며, 1차 방문 시 면담장

소와 날짜를 택하여 약속을 정하였다. 면담 당시 6명은 병동에 입원상태로 6명의

청소년은 모두 병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졌고, 가족의 경우는 모두 병원 내 휴게 공

간에서 이루어졌다. 나머지 4명의 경우는 가정을 방문하여 면담하였다. 입원상태

에 있었던 6명의 대상자는 환자와 가족이 각각 다른 날 면담이 이루어져서 최종적

으로 3차 방문까지 하였으며, 가정을 방문한 경우는 2차 방문으로 종결하였다.

최대한 조용한 환경에서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면담은 1회씩 실시하였으며, 면담

에 소요된 시간은 최저 30분에서 최고 1시간 30분이었다.

면담내용은 현재 치료 단계로부터 후향적으로 진단과 치료와 관련되어 나타난 어

려움, 불편감, 스트레스, 문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고, 세부적으로 진단

시 심경 혹은 느낌과 상황, 치료하면서 나타난 가족관계, 의료진과의 관계, 주위사

람들과의 관계, 병원생활, 학교생활, 퇴원 후 가정생활, 미래 생각 등에 대해 반 구

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전수를 면담하였고, 면담내용은 응답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

며, 진행되는 동안 몸의 움직임, 표정,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면담시의 변화 등 연구

자가 직접 관찰하면서 기록하였다.

2) 간호사 집단

소아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단과 치료와 관련되어 치료 단계별로 인지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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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암환자의 어려움, 불편감,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

유로이 기술하도록 하였다 (부록 2참조).

5 . 자료분석방법

면담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 면담에서 녹음된 대상자의 표현을 서술한 후 기록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

면서 청소년 암환자와 가족의 문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표현에 표시를 하였다.

2) 자료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표현 중에서 유사한 내용을 분류하고 공통된 문제

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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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결 과

1 .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 , 간호사 집단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기 소아암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청소년기 암환자

의 성별은 여자가 6명, 남자가 4명이었고, 연령은 최저 12세에서 최고 18세였다.

치료단계는 관해유도 단계가 1명, 유지요법 단계가 4명,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단계

가 5명이었다. 진단명은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이 4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4명,

악성 림파종이 2명이었다.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가족 관계는 어머니가 5명, 아버지가 2명, 형이 1명, 누나

가 1명 이였고, 1명의 가족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포함되었다. 이들 중 어머니

는 직장여성이 3명이었고, 이중 1명이 휴직상태였으며, 형과 누나, 아버지 1분이 휴

직상태였다. 학력은 대졸 3명, 고졸 5명, 중졸 1명이었다. 가족의 연령은 20대가 1

명, 30대가 2명, 40대가 5명, 50대가 1명이었다.

간호사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결혼상태는 기혼이 4명, 미혼이 3명이었고, 학력은

대학원 졸이 1명, 대학 졸이 5명, 전문대 졸이 1명이었고, 종교는 기독교가 3명, 천

주교가 2명, 무교가 2명이었고, 소아과 간호 경력은 평균 3.9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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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소년기 암환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특성 A B C D E F G H I J

성 별 여 여 남 여 여 남 여 여 남 남

연 령 16 16 14 13 15 12 16 18 18 14

진단시

연령 15 15 12 10 11 10 14 17 18 14

치료 유지 유지 복귀 복귀 복귀 복귀 복귀 유지 유지 관해

단계

진단명 AML A LL AML ALL ALL AML ML AML ML ALL

* AML (A cute My elocytic Leukemia )

* ALL (A cut e Lym phocyt ic Leukem ia )

* ML (M align ant Lymphom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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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진단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와

간호 중재 프로토콜

1) 문제 확인

(1) 신체적 차원

진단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신체적 차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그림 1참조).

간호사가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 문제로는 발열, 출혈, 동통, 오심, 구토, 자신의

변화된 외모, 반점, 복부팽만, 불편감이었고, 침습적 시술로 인한 동통이었다. 청소

년기 암환자가 보고한 자신의 문제와 가족이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신체적 차

원의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다.

(2) 정서·심리적 차원

진단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청소년기 암환자가 보고한 자신의 문제는 슬픔, 충격이었다. 가족이 보고한 청소

년기 암환자 문제는 죽음에 대한 위기감, 슬픔, 무서움, 부정이었다. 간호사가 보고

한 청소년기 암환자 문제로는 우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불안, 거부, 의심이

었고, 진단 혹은 치료적 처치 및 검사와 관련된 두려움·공포·불안이었으며, 질병

의 원인과 의미에 대한 고민이었다.

(3) 인지적 차원

진단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인지적 차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그림 1참조).

청소년기 암환자가 보고한 자신의 문제는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지식부족, 정신없

슴, 경황없슴이었다. 간호사가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 문제는 질병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지식부족이었다. 가족이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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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에서 나온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정신없슴, 경황없슴의 문제가 심층면담을 통해서 새로이 도출되었다.

(4) 사회적 차원

진단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사회적 차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그림 1참조).

청소년기 암환자가 보고한 자신의 문제는 병원 환경에 대한 부적응 (거부, 낯설음,

놀라움, 무서움, 불안, 공격성)이었다. 간호사가 보고한 문제는 대인관계와 관련되

어 의료진에 대한 부적응, 의료진의 사무적인 태도였고, 병원 환경에 대한 부적응이

었고, 사회적 격리와 관련되어 대화단절, 묵상, 고립감, 학교나 친구로부터 멀어짐,

부담스런 주위 시선이었으며, 경제상태와 관련되어 치료비 걱정이었다. 가족이 보

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다.

문헌고찰에서 나온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부담스런 주위시선,

치료비 걱정의 문제가 심층면담을 통해서 새로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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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

신체적 차원 정서·심리적 차원 인지적 차원 사회적 차원

·발열 ·충격 ·지식부족 ·병원환경에

·출혈 ·부정 ·*정 신 없 슴 부적응 (거부, 낯설음,

·반점 ·거부 ·*경 황 없 슴 놀라움, 무서움,

·동통 ·의심 불안, 공격성)

·오심·구토 ·슬픔 ·의료진에 부적응

·복부 팽만감 ·우울 ·의료진의

·변화된 외모 ·죽음에 대한 사무적 태도

·불편감 공포, 위기감 ·사회적 격리

·침습적 시술로 ·무서움 (대화단절, 묵상,

인한 동통 ·두려움 고립감,

·검사에 대한 친구나 학교로

두려움, 공포, 부터 멀어짐,

불안 *부 담 스런 주 위 시 선 )

·질병의 원인과 ·*치 료비 걱 정

의미에 대한 고민

그림 1. 진단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

(* 는 문헌고찰과 비교해 심층면접을 통해 새로이 도출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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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 중재 프로토콜 개발

암으로 진단 된 직후를 대혼란의 시기(chaot ic period )라고 표현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진단단계의 청소년보다는 가족이 정서적 혼란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첫째 질환에 대한 사전 지식수준이 청소년보다는 가족이 높기 때문에 위

기의식과 불확실성이 더 높고, 따라서 청소년 암환자는 치료과정이 진행되고 질병

의 심각성을 알아 가면서 오히려 정서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특징적인 대처전략인 부정 (denial )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이 보고한 청

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로 위기의식 을 볼 수 있는데 청소년 자신은 이를 표현하지

않았고 가족은 이 시기 환자의 질병에 대한 반응을 부정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여

러 연구에서 부정을 청소년의 특징적인 대처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는 결과와 일치하

고 있다. 그 결과 진단 단계의 청소년기 암환자는 가족이 경험하는 대혼란보다는

좀더 완화된 정서적 반응이 표현되었는데, 표현되지 않은 내부적 혼란에 대한 중재

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이 처치의 효과와 부작용 등 관련된 상황을 모두 이해할 정도로 성숙했다

면 동의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Gillies & P arry - Jon es , 1990). 하지만 실제로는 일

반적으로 부모가 치료에 동의하고 청소년은 이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Rosen , 1993). 이는 청소년의 특징적 발달 과업인 책임감과 독립심과 관련된 자아

정체감 형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성숙 수준에 따라 자신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책임감과 자존감이 증가되어 본

연구의 진단과 관해유도 단계에서 나타난 주위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대인관계 문제

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투병과 관련된 긍정적 경험을 하게 하며, 장기적인 투

병동안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화학요법을 받는 백혈병 환아와 가족의 교육요구를 사정하는 연구에서 교육

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교육 요구도가 높은 주제는 수혈 및 출혈 예방법, 백혈병

의 지식, 건강유지법, 화학요법제의 작용 및 부작용, 정서적 지지의 필요성, 감염 예

방법의 순서로 나타났다(김연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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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여 진단단계 청소년기 암환자의 간호 중재 프로토콜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표 2. 진단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간호 중재 프로토콜

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정서적

정서

반응

조절

·청소년과 부모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감정이나 신념에 대한 표현에 경청한다.

·정서적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 혹은 소리내어

울수 있는 개인적 공간을 제공한다.

·전문가와 다른 부모의 지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과 부모가 그들이 감정을 의논하고자 할 때 응해준다.

·청소년과 부모에게 위안이 되도록 친절과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대한다.

·청소년과 부모가 원할 경우 성직자와 만날 수 있게 한다.

·치료가 효과적이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부모로 하여금 청소년 간호에 참여시켜 그들이 청소년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가족중심의 간호를 제공한다.

·가족의 역동성과 대처기전을 사정하고 그에 따른 중재계획을

세운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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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인지적

의사

결정

보조

·입원 조기에 환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확인한다.

·청소년 자신과 부모의 관점과 전문가 집단의 관점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성숙 정도에 따라 치료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다.

·가능한 여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각각의 선택의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보

제공

·진단과 치료, 예후에 관련된 실제적인 정보를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제공한다.

·암과 신체, 암의 치료, 증상, 질병과 치료, 관련된 신체적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환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 : 수혈 및 출혈예방법, 백혈병의 지식,

건강 유지법, 화학요법제의 작용 및

부작용, 정서적 지지의 필요성,

감염예방법 등

사회적

주위

환경에

적응

·공포를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환자와

함께 있어준다.

·가족이 환자와 함께 있도록 해 준다.

·주의깊게 경청한다.

·신뢰와 존경에 기초를 둔 치료적 관계를 확립한다.

·침착하고 확신을 주는 접근법을 사용한다.

·환자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

·사생활을 보호하고 신뢰감을 확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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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해유도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와

간호 중재 프로토콜

1) 문제 확인

(1) 신체적 차원

관해유도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신체적 차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참조).

청소년기 암환자가 보고한 자신의 문제는 신체적 증상으로 통증, 구토, 오심, 식

욕부진, 부은 외모, 탈모, 주사 쇽, 염증, 무기력이었다. 가족이 보고한 청소년기 암

환자의 문제는 신체적 증상으로 발열, 출혈, 수혈 부작용, 편도 부종, 구토, 견디기

힘듬, 무기력이었다. 간호사가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는 신체적 증상으로

발열, 오한, 식욕부진, 오심, 구토, 전신허약, 무기력, 빈혈, 출혈, 동통, 수면방해, 소

화기장애 (설사, 복통, 변비), 감염증후 (고열, 동통, 설사, 기침, 콧물, 두통, 복부팽만)

였다. 진단 혹은 치료적 검사나 처치와 관련된 문제로는 많은 양의 약물 복용, 가

글의 어려움, 좌욕의 어려움, 주기적인 침습적 시술로 인한 고통이었다.

문헌고찰에서 나온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많은 양의 약물 복용,

가글의 어려움, 좌욕의 어려움의 문제가 심층면담을 통해서 새로이 도출되었다.

(2) 정서·심리적 차원

관해유도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참조).

청소년기 암환자가 보고한 자신의 문제는 위기감, 소외감, 외로움, 회피, 원망, 안

타까움, 서러움이었고, 치료 혹은 진단적 검사나 처치와 관련되어 걱정, 거부였다.

가족이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는 자존감과 관련된 창피함이었고, 치료 혹

은 진단적 검사나 처치와 관련된 스트레스였다. 간호사가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

의 문제는 자존감과 관련되어 신체상 저하였고, 정서반응으로는 의기소침, 퇴행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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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헌고찰에서 나온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퇴행의 문제가 심층면

담을 통해서 새로이 도출되었다.

(3) 인지적 차원

관해유도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인지적 차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참조).

가족이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는 학업성취에 대한 걱정이었다. 간호사

가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는 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한 지식부족이었고, 학

습능력 부진이었다. 청소년기 암환자가 보고한 자신의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다.

(4) 사회적 차원

관해유도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사회적 차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참조).

청소년기 암환자가 보고한 자신의 문제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었고, 대인관계에

서 대화부족, 환자- 부모 관계 스트레스, 의료진에 대한 불만이었으며, 병원환경과

관련되어 사적공간 부족, 놀이공간 부족이었다. 가족이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는 사교성 부족과 치료비 걱정이었다. 간호사가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

제는 환자- 부모 관계 스트레스, 부모나 의료진으로부터 질책이었고, 병원환경에 대

한 부적응이었으며, 가족, 형제, 친구와의 단절, 장기간 병원생활, 친구들과의 거리

감, 잦은 결석이었고, 병원환경과 관련되어 사적공간 부족, 놀이공간 부족이었으며,

경제적 부담이었다.

문헌고찰에서 나온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환자- 부모 관계 스트

레스, 부모나 의료진으로부터 질책, 사적공간 부족, 놀이공간 부족의 문제가 심층면

담을 통해서 새로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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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유도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

신체적 차원 정서·심리적 차원 인지적 차원 사회적 차원

·통증 ·회피 ·질병과 치료 ·가족에 대한

·오심·구토 ·걱정 과정에 대한 미안함

·식욕부진 ·위기감 지식부족 ·사회적 격리

·소화기 장애 ·원망 ·학업 (대화부족,

(설사, 복통, ·안타까움 (학업성취에 사교성 부족,

변비 ·서러움 대한 걱정, 가족·형제·

복부팽만) ·소외감 학습능력 부진) 친구와의 단절,

·무기력 ·외로움 장기간 병원생활,

·전신 허약감 ·의기소침 친구들과의 거리감,

·외모의 변화 ·퇴 행 잦은 결석)

(부종, 탈모) ·치료 혹은 ·*환 자 - 부 모 관계

·주사 쇽 진단적 검사나 스 트 레 스

·감염 증후 처치 관련 ·의료진에 대한

(발열, 오한, 걱정, 거부, 불만

기침, 콧물, 스트레스 ·*부 모 나 의 료 진

두통, 염증 ·자존감 저하 으 로 부터 질 책

편도 부종) (창피함, ·병원생활에

·출혈 신체상 저하) 대한 부적응

·수혈 부작용 ·*사 적 공 간 부 족

·*많은 양 의 ·*놀 이 공 간 부 족

약 물 복 용 ·치료비 걱정

·*가글 의 어 려 움

·*좌욕 의 어 려 움

·침습적

시술로 인한

고통

·견디기 힘듬

그림 2. 관해유도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

(* 는 문헌고찰과 비교해 심층면접을 통해 새로이 도출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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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 중재 프로토콜 개발

소아암에 대한 엄격한 치료 스케줄이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 또한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관해유도 단계의 청

소년기 암환자와 가족, 의료진으로부터 다양한 신체적 증상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

었다.

항암 치료와 관련된 많은 신체적 부작용 중 가장 흔하고 힘든 두 가지 증상이 오

심과 구토이다 (강경아, 1997; H ockenberry - E aton & Benn er , 1990). 항암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오심과 구토의 중재 목표는 치료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

동의 조기 회복과 이전 일상 생활 활동으로의 복귀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그러

나 항암요법과 관련된 오심과 구토는 항암 전 오심과 구토에 대한 기대, 항암제 주

입, 치료의 직접적인 효과, 지연된 오심과 구토, 회복지연이라는 주기적인 악순환

양상을 보이고 있다 (N erenz, 1986; Andrykow ski 등, 1985; M orrow , 1982). 또한

항암치료와 관련되어 음식에 대한 선호가 변화할 수 있고, 특정 냄새나 색이 구토

를 유발시킨다(Dolgin & Kat z, 1988). 본 연구에서도 항암제 투여와 관련 없이도

항암제 색이 구토를 유발하였음을 보여 주었고,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항암제 투여

시 뿐만 아니라 치료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부록1 참조). 그러므로, 처

음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시행하는 오심과 구토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간호 중재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통증, 출혈, 구토, 오심, 식욕 부진, 몸무게 증가, 탈모, 주사 쇽, 염증 등의 신체

증상은 청소년의 정서적 안녕에도 영향을 준다. Mulhern 등 (1994)은 신체적 증상

이 우울한 증상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음을 8- 1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

구에서 밝혔고, 신체적 증상에 있어 변화는 대상자의 40%에서 우울한 증상의 심각

성에 있어 변화를 예측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관찰된 우울한 증상은 동기 저하,

사회적 위축, 묵상, 수면 장애, 눈물, 안절부절, 부정적 신체상, 감소된 자존감, 불안

등으로 나타났는데 (Beck , 1968), 본 연구에서도 관해유도 단계의 청소년에서 무기

력, 회피, 의기소침, 퇴행, 서러움, 자존감 저하 (신체상 저하), 대화부족 등의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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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신체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관해유도 단계에서

의 증상완화는 우울감을 완화시키고 더 나가 질병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

다고 사료된다.

Ru stoen 등(1998)은 희망은 미래- 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

하는 진단 초기 암환자는 특히 희망감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희망은 정서

적이고 인지적 특성을 가진 감정으로 감정의 전환과 지식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리고 희망은 상실, 슬픔, 외로움 고통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강화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희망을 강화하는 중재전략에 의해 집단내

타인의 지지와 의사소통, 비슷한 질병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깊은 통찰, 자신에 대

한 이해, 자신과 자신의 질환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고,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중재전략에서는 암과 신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

우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다는 긍정적 경험을 보고하였다 (Ru stoen ,

1998).

본 연구에서 관해유도 단계의 청소년과 가족은 암이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 절박함, 불안감 과 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한 지식부족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 점에서 이 시기에 희망을 강화하고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중재전략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Hinds 등 (1984)은 청소년기 암환자의 희망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유머의 사용이

효과적이었음을 검증하였다. Hin ds 등 (1984)은 인지적 전환 (cognitiv e distr action )

이 바람직한 희망적 상태를 가져오는데, 인지적 전환은 바로 유모를 촉진하는 간호

행위에 의해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간호중재로 유머가 포함될 수 있는 간호 진

단은 불안, 기분전환하는 활동의 결핍, 희망의 상실, 슬픔, 정체감 장애, 무기력, 만

성적인 자존감 저하, 사회적 격리, 영적 스트레스가 포함된다 (Hunt , 1993). 그러므

로 이러한 간호 문제들을 투병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청소년기 암환자에게

있어 적응과 제한점과 금기를 고려한 적절한 유머의 사용은 청소년기 암환자의 희

망감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간호전략이라고 생각된다.

관해유도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로 병원환경과 관련되어 사적 공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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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놀이 공간부족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최근 주요 암센타는 청소년기 암 환자의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가 전문화된 환경에서 더 잘 관리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병동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Calm an Report , 1993). 또한 1985년 영국 소아 의학협

회는 청소년기 환자를 위한 숙박, 교육, 성인병동으로의 전원과 관련되어 세부적인

제안을 하였다. 여기에서 청소년을 위한 특별 병동은 청소년의 발달적 욕구 때문

에 유용한 것이며, 사적 보장과 같은 이슈가 언급되었는데 이는 그들만의 방이 있

어야 한다는 것과 레크레이션과 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인병동으로의 전원은 단순히 나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의사와 성숙

정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소아병동에서는 어린아이로 다루어지는 것 때문에

청소년 자신이 불편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성인병동에서는 청소년

의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 성인환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퇴행성 질환을 가진

성인으로 간호되거나 의료진들이 청소년기 환자에게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아

병동과 성인병동 모두가 청소년기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성인 병동으로 전원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점이

있다(Rosen , 1993). 첫째, 소아병동에서의 지속적인 치료는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잠재적인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으로 가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자존감을 강화하고 이행을 증가시키고 정서적

퇴행, 위험 행동 등을 막을 수 있다. 세째, 나이에 맞는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 청소년의 독특한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용이하다. 네째, 적절한 전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청소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속되는 추후방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전원의 시기와 전원 형태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진단 초기 암환아들의 잦은 결석과 탈모, 몸무게 증가, 신체적 손상과 같은 요인

때문에 친구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받을 수 있고 (Ern est & Jam es , 1993), 이로 인

해 사회적 격리와 분리 불안을 초래한다 (V arni & Kat z, 1987; Kat z 등, 1984;

Cairn s , Klopov ich , H earne & Lan sky , 1982; Koocher & O 'M alley , 1981; Spin ett a

& Dea sy - Spinet t a , 1981). 이는 본 연구에서도 관해유도 단계 청소년기 암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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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족, 형제, 친구와의 단절, 친구들과의 거리감, 잦은 결석 등의 문제가 도출되

었고, 그와 관련되어 회피, 소외감, 외로움, 의기소침, 퇴행 등의 정서적 반응이 나

타나 이전 연구들과의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질병과 치료

에 적응하며, 최적의 재활을 위해서는 암으로 진단된 초기에 가능한 빠른 학교와

사회적 경험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다 (Ern est 등, 1993). 실증적 연구에서도 초기 학

교 중재 프로그램 후에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을 받지 않았던 대조군에 비해 높은 사

회적 능력을 보고하고 있다 (E rn est 등, 1993). 그런데 진단 초기 학교 복귀의 지연

과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다른 질병, 학교나 사회적 문제, 엄격한

치료 스케줄, 진단시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자아감 등이 보고되고 있어 (E rn est 등,

1993), 학령기 아동에 비해 청소년기 암환자가 학교 복귀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관해유도 단계의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로 환자- 부모 스트레스, 의료진에

대한 불만, 병원생활에 대한 부적응 의 문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앞에서도 언

급하였듯이 이는 초기 친구들로부터의 부정적인 반응, 특정한 행동 능력의 결핍, 친

구 관계에 있어 기회감소, 나아가 사회적 격리, 사회적 기술 수행을 방해하는 정서

적 혹은 인지적 요인(사회적 불안, 부정적 자아상) 등과 관련된 대인관계 기술 부족

이 원인이 되며, 진단 초기 대인관계 문제는 후기 부적응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보

고되었다 (Ladd, 1984).

사회적 기술훈련을 통한 자기 능력 증진뿐만 아니라, Nich ols (1995)는 청소년기동

안 친구의 수와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구성원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Nichols (1995)의

청소년기 암환자 (10세- 16세)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대처전략을 기술했던 연구

에서 정상 집단과 비교해서 청소년기 암환자가 영적 지지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 주는 등의 영적 지지의 필요성을 보여 주

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관해 유도단계 청소년기 암환자의 간호 중재 프로토콜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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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관해유도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간호 중재 프로토콜

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신체적
통증

완화

·통증의 부위, 특성, 시작, 기간, 빈도, 질, 강도, 심각성과

유발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을 한다.

·통증을 유발시키는 요인(공포, 피로, 지루함, 지식결핍

등)을 감소 혹은 제거한다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 약물요법(통증이 심해지기 전 정규적인 약물 투여)

- 비약물 요법 (biofeedback , T ENS , 자기 최면, 이완요법,

심상요법, 음악요법, 기분전환, 놀이요법, 활동 요법,

마사지, 냉/ 온요법 등)

- 대인관계요법

·통증 경험이 삶의 질 (수면, 식사, 활동, 인지, 기분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정한다.

·청소년이 편안해 하는 체위를 취하게 한다.

청소년의 안위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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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신체적
오심과

구토 관리

·청소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고, 가능한 한 자율성을

증진한다.

·오심·구토에 대한 자기 보고나 적절한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오심과 구토의 정도를 정확히 사정한다.

- 자기 보고에 의한 오심·구토 점수

- 치료 후 음식 섭취

- 구토 횟수와 양

·항암제 투여 전에 진토제 투여 등 즉각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진토제의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 부작용을 관찰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진토제를 사용한다.

·청소년에게 치료 전, 보다 많은 통제·조절감을 제공하고

무기력을 감소하기 위해 행동적 중재를 사용한다.

- 기분전환 (예: 헤드폰을 통해 선호하는 음악 듣기)

- 심상요법 : 음악요법과 병행하여 유발시킴

- 근육이완

- 자기 최면

·집에서의 지연된 오심과 구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퇴원계획을 세운다.

- 병원 방문 전 충분한 수분공급

- 청소년과 가족에게 오심·구토의 양, 심각성, 기간,

음식 섭취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교육

- 기록을 토대로 진토제의 종류, 투약 간격, 방법을

결정하여 처방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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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신체적
감염

예방

·CBC 결과를 모니터한다.

·적절한 수분상태를 유지한다.

·신장기능을 주의깊게 관찰한다.

a . 소변배설량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b . 요비중을 측정한다.

c . 요중의 출혈 유무를 관찰한다.

·감염의 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a . 환경을 청결히 유지한다.

b . 감염이 있는 가족, 친구, 다른 환자, 의료진의 방문과 간호를

금한다.

c . 전염성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감염이 있는 청소년과 한 방에 있지 않게 한다.)

d . 철저한 손씻기는 감염관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e . 가능한 한 격리술을 유지한다.

f . 방문객 수를 제한한다.

g . 마스크 착용을 권한다.

h . 정맥주사 부위를 무균적으로 다룬다.

i. 임박한 감염의 증상을 주의깊게 관찰한다.

-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관찰한다.

- 체온이 38.4C 이상이면 보고한다.

j . 강한 화학요법 후 중증 감염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호중구의

생성을 자극하기 위하여 granulocyt e colony st im ulat in g

fact or (G- CSF )같은 성장 인자를 투여한다.

k . 항생제를 정맥 투여한다.

l. pn eum ocy st is carin ii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3번씩 하루에 2번,

t r im ethoprim sulfam ethox azole (Bactr im )을 투여한다.

·청소년과 가족에게 감염의 증상과 증후를 교육하고 발견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한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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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신체적
출혈

예방

·출혈전·후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수치를 기록한다.

·지속적인 출혈의 증상을 모니터한다.

·응고에 관해 모니터한다(예, prothrom bin t im e,

part ial throm boplast in tim e, 섬유소, 혈소판수치 검사 등).

·위장관 출혈을 관찰하고 모든 구토와 대변에 대해 잠혈

테스트를 실시한다.

·출혈성 관절증이 발생하고, 움직이는 것이 통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천천히 움직여 자세를 바꿔준다.

a . 청소년을 조심해서 다룬다.

b . 욕창방지를 위해 자주 돌려 눕힌다.

c. 편안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체위를 취해준다.

d . 원한다면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게 한다.

·가능한 한 근육주사는 삼간다.

·청소년의 활동과 환경의 위험요소를 감시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점막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정체관, 배액관, 흡입 튜브를

조심해서 다루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양치하게 한다.

·아스피린이나 항 응고제의 복용을 피하게 한다.

·비타민 K가 충분한 음식의 섭취를 증가시키도록 한다.

·변비가 생기지 않게 한다(예, 수분 섭취 격려, 변 완화제 사용).

·청소년과 가족에게 출혈의 증상(혈압저하, 빈맥, 창백함, 혈뇨,

혈변, 피부의 자반, 두통, 의식저하 등 중추신경계 증상)과

출혈조절을 위한 응급처치를 알도록 한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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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신체적

최적의

영양

증진

·고영양성 식이를 제공한다.

a . 청소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확인한다.

b . 소량의 음식을 자주 제공한다.

c. 고칼로리, 고단백질 식이를 보충적으로 제공한다.

d . 식사시간 때 부모가 청소년이 먹는 것을 돕도록 한다.

e. 상태가 허락된다면 청소년 여럿이 함께 먹을 수 있게 한다.

f . 스테로이드를 투약하고 있는 동안 고염분식이는 피한다.

·출혈이 쉽게 일어나는 잇몸과 구강점막에 대해 조심스런

구강위생을 제공한다.

a .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한다.

b . 입에 출혈이 있고, 아픈 경우 적신 면봉으로 치아와 입을

깨끗이 한다.

c. 비자극적인 것 (비알콜성 양치액이나 과산화수소)으로 입을

헹군다.

d . 갈라지고, 건조한 입술에 바셀린을 바른다.
에너지

보존

·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의 에너지 수준을 사정한다.

·가능하면 자주 청소년이 쉴 수 있도록 한다.
신체

변화에

대한

수용

증진

·두부저온요법을 사용하여 탈모증을 최소화한다.

·환자가 잠재적인 신체상의 변화(원형탈모증, 체중감소, 근육소모

등)에 대비하고 관련된 감정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양호교사와 학교선생님과 접촉하여 학교생활로 복귀를 돕는다.

·이미 생겼거나 앞으로 나타나는 신체변화에 대해 의논한다.

<표 계속>

- 39 -



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정서적

정서

반응

조절

·같은 의료팀이 지속성을 가지고 치료와 간호를 제공한다.

·놀이활동을 격려하고 놀이를 통해 의사소통할 기회를 제공한다.

·체력이 허락한다면 소모적인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적절한 오락활동을 제공한다.

·비수용적 행동에 대해 조용히 있게 하여 어느 정도의

자제심을 유지하게 한다.

·독립심을 격려하고,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슷한 질병에 있는 친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즐거웠던 시간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놀이활동을

권장한다.

- 외출을 보내주거나 캠핑에 참석하도록 유도

·유머를 적절히 사용한다.

위기

중재

·지지 분위기를 조성한다.

·비 파괴적인 방법으로 감정표현을 하도록 격려한다.

·과거/ 현재의 대처 효과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힘과 능력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필요에 따라 새로운 대처기전과 문제해결 능력의 발달을

돕는다.

·유용한 지지체계를 확인하도록 도와준다.

·지지체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비슷한 경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그룹)을 환자에게

소개한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정을 확인하도록 도와준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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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정서적

대응

능력

강화

·신체 이미지의 변화에 대한 환자의 적응을 평가한다.

·환자의 상태가 역할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역할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을 찾도록 격려한다.

·질병과정에 대한 이해를 평가한다.

·상황에 대한 대안적인 반응에 대하여 의논한다.

·상황에 대한 반응에 긍정적 강화를 줌으로써

수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

·조용하고 확신을 주는 태도로 접근한다.

·현실적인 희망을 갖는 태도를 격려한다.

·심한 스트레스에 있을 때 의사결정을 도와준다.

·상황을 점진적으로 통제해 나가도록 격려한다.

·인내를 갖고 관계 형성을 한다.

·원하면 영적 자원과 연결해 준다.

·분노와 증오를 건설적으로 배출하도록 돕는다.

·환자의 자율성을 격려하는 상황을 마련해 준다.

(예: 같은 병실 내의 나이 어린 환아 돌보기)

·질병의 의미를 숙고해 봄으로써 특별한 삶의 가치를

확인하도록 격려한다.

·같은 경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을 소개한다.

·느낌, 생각, 공포를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사용 가능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인하도록 돕는다.

·가족이 간호과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한다.

·대상자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개발한 대처행위에 초점을 둔다.

·이전 생활활동에 복귀가 쉽도록 돕는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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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정서적
희망

주입

·환자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환자의 질병은 단지 한 면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한다.

·희망의 긍정적인 면을 가족에게 교육한다.

·청소년/ 가족이 지지그룹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이 가족, 친구, 의료진 등의 사회적지지 체계망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 지지 체계망의 강점과 약점을 알도록 한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 자신이 미래를 통제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한다.

·암 진단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다.

·영적 확신과 가치를 숙고하도록 한다.

·힘들지만 긍정적 결과가 가능하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치료에 참여시킨다.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지적

검사

관련

준비

·시술기간 동안에 경험할 감각 등을 포함해서 모든 시술절차를

설명한다.

·사전 교육을 통해 골수검사, 요추천자, 수혈, 화학요법 같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부모와 함께 듣고, 사전 동의하도록 한다.

·청소년이 두려움과 분노를 잘 수용하고 있음을 알린다.

·상황을 예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요추천자 주사와 골수 검사부위 통증완화를 위해 국소마취제를

사용한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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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사회적

조기

학교

중재

·예방적 교육과 의학적으로 가능한 시기에 조기 학교복귀의

중요성에 관해 환자, 부모, 의료진, 교사들에게 알린다.

·교사와 연락하여 환아와 연락하도록 돕는다.

·학급 친구와 교사들에서 암에 대해 교육한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추후관리한다.

사회적

기술

훈련

·의사소통기술을 증진한다.

·암환아 모임이나 친구들의 방문을 통해 협동적 역할, 친구관계,

친구 수용, 우정을 강화한다.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받을 시 대처방법에 관해 논의한다.

·자기주장훈련을 한다.

·사회적 혹은 지역사회 활동을 격려한다.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면 외출을 권한다.

지지

체계

강화

·가족의 지지 정도를 확인한다.

·학교생활과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의논한다.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격려한다.

(예 : 컴퓨터 동호인 모임)

·간호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가족/ 중요한 타인/ 친구들을

포함시킨다.

·돌봄과 지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기존의 자원을 강화한다.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도록 한다.

·전문가의 지지를 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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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사회적
환경

관리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가능하면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개인적인 칸막이 방,

진단 혹은 치료적 시술 시 스크린 제공 등).

·연령에 맞는 놀이 공간을 제공한다.

·재미있는 게임, 만화, 농담, 비디오, 책 등을 제공한다.

·환자의 유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진들은 언어 선택에 있어 신중함을 갖는다.

영적
영적

지지

·외로움이나 무기력함에 대한 환자의 표현을 받아들인다.

·원한다면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환자가 신념이나 가치관을 분명히 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가치 확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환자의 느낌을 경청한다.

·환자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기도나 종교적인 의식을

위한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한다.

·간호사는 고통의 시간동안 환자를 지지할 것이라고

환자에게 알린다.

·아픔이나 죽음에 대한 환자의 느낌을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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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지요법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와

간호 중재 프로토콜

1) 문제 확인

(1) 신체적 차원

유지요법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신체적 차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참조).

청소년기 암환자가 보고한 자신의 문제는 신체적 증상과 관련되어 성장지연, 외

모변화, 구토, 실신이었다. 가족이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는 신체적 증상

과 관련되어 감염에 대한 위험성 증가, 발열, 탈모, 혈관통이었다. 간호사가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는 신체적 증상과 관련되어 발열, 무기력, 위장관 문제, 폐

렴, 식욕부진, 구토, 출혈, 통증이었고, 검사 혹은 진단적 검사 및 처치와 관련되어

잦은 침습적 처치로 인한 고통이었다.

(2) 정서·심리적 차원

유지요법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3참조).

청소년기 암환자가 보고한 자신의 문제는 정서반응과 관련되어 동료의 죽음이나

재발소식에 대한 반응 (놀램, 무서움, 충격, 흥분, 슬픔, 갈등)이었고, 자존감과 관련

되어 창피함, 통제력 상실감, 의존성, 자신감 결여, 신체상 저하였으며, 치료의 장기

화와 관련되어 지겨움, 심심함, 답답함이었고, 재발에 대한 걱정, 미래계획 수정 시

갈등이었다. 가족이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는 정서반응과 관련되어 동료

의 죽음이나 재발소식에 대한 반응 (충격, 두려움)이었고, 자존감과 관련되어 우울,

창피함이었으며, 자립에 대한 걱정이었다. 간호사가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

제는 정서반응과 관련되어 통제력 상실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함, 동료의 죽음이나

재발소식과 관련된 우울, 방심이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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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헌고찰에서 나온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동료의 죽음이나 재발

소식에 대한 반응 (놀램, 충격, 두려움, 무서움, 흥분, 슬픔, 갈등, 우울), 감점을 표현

못함, 방심, 심심함, 답답함, 자립에 대한 걱정, 미래계획 수정 시 갈등의 문제가 심

층면담을 통해서 새로이 도출되었다.

(3) 인지적 차원

유지요법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 자신, 가족, 간호사가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

자의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다.

(4) 사회적 차원

유지요법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사회적 차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참조).

청소년기 암환자가 보고한 자신의 문제는 가족관계와 관련되어 형제와의 갈등,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었고, 병원생활과 관련되어 반복되는 일상, 이야기 상대 부족

이었으며, 사회적 격리와 관련되어 학업 중단, 활동력 저하였고, 일상생활의 변화,

활동범위 감소였다. 가족이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는 성격변화와 관련되

어 자기 중심적, 버릇 없어짐이었고,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사교성 부족이었으며, 학

교 생활에 대한 갈망이었다. 간호사가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는 대인관계

와 관련되어 의료진의 교체, 부담스런 주위 시선이었고, 잦은 결석이었으며, 일상

생활의 변화(외출제한, 음식제한, 마스크 착용)였다.

문헌고찰에서 나온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의료진의 교체, 부담

스런 주위시선, 이야기 상대 부족의 문제가 심층면담을 통해서 새로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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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요법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

신체적 차원 정서·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성장지연 ·*동 료 의 죽음 이 나 · 성격변화

·외모변화(탈모) 재발 소 식 에 대한 반 응 (자기 중심적,

·구토 (놀램 , 충 격 , 두 려 움 , 버릇 없어짐)

·식욕부진 무 서 움 , 흥 분 , 슬픔 , ·형제와의 갈등

·위장관 문제 갈 등 , 우 울 ) ·가족에 대한 미안함

·무기력 ·자존감 저하 ·사교성 부족

·감염에 대한 (창피함, ·의 료 진 의 교체

위험성 증가 통제력 상실감, ·부 담 스런 주 위 시 선

·발열 의존성 ·반복되는 일상

·폐렴 자신감 결여, ·이 야 기 상 대 부 족

·출혈 신체상 저하, ·사회적 격리

·통증 우울) (학업중단, 잦은 결석,

·혈관 통 ·*감정 을 표 현 못함 학교생활에 대한 갈망,

·실신 ·*방 심 활동력 저하)

·잦은 침습적 ·지겨움 ·생활 스타일의 변화

처치로 인한 고통 ·*심 심 함 (일상생활의 변화

·*답 답 함 - 마스크 착용

·불확실성 - 외출제한

(재발에 대한 걱정·두려움, - 음식제한,

*자 립 에 대 한 걱 정 , 활동범위 감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 래 계획 수 정 시 갈 등 )

그림 3. 유지요법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

(* 는 문헌고찰과 비교해 심층면접을 통해 새로이 도출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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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 중재 프로토콜 개발

초기 단계의 죽음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신체적 증상 등이 후기 단계로 올수록 감

소되면서 다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유지요법 단계와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에서 청소년과 가족의 문제 중

치료 후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의문점이 불확실성이

나 미래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느끼는

의문점은 질병의 예후, 진학, 결혼과 출산, 정상적인 성적 기능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 시기 절실한 심경을 한 여자아이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제일 처

음 한 달 정도 , 몇 달 정도는 부모는 사냐 죽냐 그것이 중요하지 교육이 중요하다

고 생각 안 하거든요 .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 .... 산다고 생

각하면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대상자 E의 보호자)

정보적 욕구가 초기 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한 것에서 점점 질병에서 회복되면서 소

아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관련됨을 시사하는 표현이었다. 그러므로 복귀단계

에서는 이런 정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 환자와 가족이 건강상태를 스

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종합하여 유지요법 단계 청소년기 암환자의 간호 중재 프로토콜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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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지요법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간호 중재 프로토콜

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정서적

동료의

죽음에

대한

반응

조절

·상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죽음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도록 하고, 위기의식을

조절하도록 지지한다.

·죽은 동료의 추모행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예 : 지지 모임을 갖고, 죽은 친구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글로 써서 공유하도록 하고 이 글을 모아 죽은 동료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행사)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수면, 음식물 섭취, 위생상태

등의 유지와 신체적 증상의 출현을 확인).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찾아 상실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도록

돕는다.

·성공적인 모델을 소개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유발시킨다.

인지적

정보

제공

(사전

준비)

·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포함될 내용 : 질병의 예후, 항암 치료의 후기 영향,

진학문제, 사회적 역할의 변화 수용,

성 기능문제, 결혼과 출산 등

·재발이나 다른 신생물의 출현 등의 조기 증상을 교육하고

스스로 모니터하도록 한다.

·질병의 부작용을 예방/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감염 예방법, 운동과 휴식의 중요성,

적절한 영양법, 추후관리 중요성 등

·생존자로서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표현하도록 한다.

·성공적인 모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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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와 간호 중재 프로토콜

1) 문제 확인

(1) 신체적 차원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신체적 차원의 문제는 다음

과 같다 (그림 4참조).

청소년기 암환자가 보고한 자신의 문제는 신체적 증상은 피로, 활동력 저하, 부종

이었다. 가족이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 문제는 성장지연, 다리 휘어짐, 요통, 피

로, 오심, 음식 취향의 변화, 면역력 저하였다. 간호사가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는 발육부진이었다.

문헌고찰에서 나온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다리 휘어짐, 요통, 음

식취향의 변화의 문제가 심층면담을 통해서 새로이 도출되었다.

(2) 정서·심리적 차원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그림 4참조).

청소년기 암환자가 보고한 자신의 문제는 질병의 만성화와 관련되어 지겨움, 지

침, 과보호, 자살 생각이었고, 자존감과 관련되어 병명을 은익, 창피함, 부담스런 주

위 시선, 평범함에 대한 동경이었으며, 미래 계획 수정 보류, 미래에 대한 걱정, 재

발에 대한 걱정이었다. 가족이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 문제는 자존감과 관련되어

병명을 은익, 신체상 저하, 부담스런 주위 시선, 평범함에 대한 동경이었고, 미래에

대한 의문 (예후, 진로, 결혼과 출산)이었다. 간호사가 인지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

제는 조숙이었고 자존감과 관련되어 신체상 저하(마스크, 모자, 가발의 사용)였으며,

재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감염 우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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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에서 나온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지겨움, 지침, 자살생

각, 조숙, 병명을 은익, 부담스런 주위시선, 평범함에 대한 동경, 미래계획 수정 보

류의 문제가 심층면담을 통해서 새로이 도출되었다.

(3) 인지적 차원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인지적 차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그림 4참조).

청소년기 암환자가 보고한 자신의 문제는 학업성취의 어려움, 흥미 결여, 성적에

대한 걱정, 숙제 스트레스였다. 가족이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는 학업에

대한 흥미 결여, 좌절이었고, 지나친 학구열이었다. 간호사가 인지한 청소년기 암

환자의 문제는 학업 성취의 어려움, 학습부진, 학업에 대한 포기였고, 지나친 학구

열이었다.

문헌고찰에서 나온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지나친 학구열의 문제

가 심층면담을 통해서 새로이 도출되었다.

4 ) 사회적 차원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사회적 차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그림 4참조).

청소년기 암환자가 보고한 자신의 문제는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친구들

의 놀림, 따돌림, 무시, 선생님의 배려 부족이었고, 사회적 격리와 관련되어 잦은 결

석이었으며, 수업시간의 변화, 일상생활의 변화, 활동범위 감소였다. 가족이 보고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는 친구들과의 거리감, 친구들의 놀림, 따돌림, 무시였고, 사

회적 격리와 관련되어 나이 어린 급우, 아프기 전 친구들의 진급, 학업중단이었으

며, 생활 스타일의 변화와 관련되어 괴외활동의 변화였다. 간호사가 보고한 청소년

기 암환자의 문제는 환자- 부모 관계 스트레스였고, 나이 어린 급우, 아프기 전 친구

들의 진급, 친구들의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 친구들과 단절감, 부담스런 주위 시

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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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에서 나온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친구들의 놀림, 따돌

림, 무시, 선생님의 배려부족, 환자- 부모 관계 스트레스, 아프기 전 친구들의 진급,

나이 어린 급우, 부담스런 주위시선,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문제가 심층면담을

통해서 새로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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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

신체적 차원 정서·심리적 차원 인지적 차원 사회적 차원

·피로 ·질병의 만성화 ·학업의 어려움 ·친구관계

·활동력 저하 (*지 겨 움 , 지 침 , (학업 성취의 (사귀는 것에

·성장지연 과보호, 어려움, 대한 두려움,

·발육부진 *자살 생 각 ) 흥미결여, *친 구 들의 놀 림 ·

·*다리 휘 어 짐 ·*조숙 좌절, 따돌 림 · 무 시 ,

·*요통 ·자존감 저하 학업 포기, 친구와의 거리감)

·부종 (*병 명 을 은 익 , 학습부진, ·*선 생 님 의 배 려 부 족

·오심 *부 담 스 런 성적에 대한 ·*환 자 - 부 모 관계

·*음식 취 향 의 주 위 시 선 , 걱정, 스 트 레스

변 화 *평 범 함에 대 한 숙제 스트레스) ·사회적 격리

·면역력 저하 동 경 , ·*지나 친 (잦은결석, 학습중단,

창피함 학 구 열 *아 프 기 전

신체상 저하) 친 구 들 의 진 급 ,

·불확실성 *나이 어 린 급우 ,

(미래·재발에 친구들과 단절감,

대한 걱정과 *부 담 스 런 주위

두려움, 시 선 ,

미래에 대한 *질 병 에 대 한

의문, 잘 못 된 인식 )

*미 래계 획 수 정 ·생활 스타일의 변화

보류 , (수업시간의 변화,

감염 우려 일상생활의 변화,

과외활동의 변화,

활동범위 감소)

그림 4.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

(* 는 문헌고찰과 비교해 심층면접을 통해 새로이 도출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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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 중재 프로토콜 개발

M cCarthy 등(1998)은 학교복귀 프로그램 전·후 관심을 어머니, 교사, 환자 자신

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어머니의 경우는 가장 보편적인 관심 중 하나가 아이

들이 다른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었고 아이

의 신체적 안녕에 관심을 가졌다. 반면, 학업 과정에 관한 관심은 표현하지 않았는

데 학교 복귀 프로그램 후로 어머니들이 계속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 걱정하

였으나, 놀림 당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완화되었고 학업 성취에 대한 아이의 능력

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교사의 경우는 학교 복귀 프로그

램 전에는 우선적으로 암환자의 적응과 동료가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렸다는 사

실에 급우들이 적응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나, 질병과 치료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

었음을 인정하고 암환아들이 숙제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별 관심을 갖지 않았

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학교 복귀 프로그램 후 지식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의 안

전과 학업 과정에 좀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부모와 양호교사에 더 의존적이 되었

다. 어린이의 경우 학업과 숙제 해결에 대한 걱정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고 자신

의 건강에는 관심이 덜 하였으며 프로그램 후에도 학교생활에서의 활동을 따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음을 보고하고 있어 학교 복귀 프로그램

이후 어머니, 교사, 아동의 관심 변화가 학업과정에 집중하게 됨을 보고하였다. 그

결과 학교 생활이 그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부모나 교사의 과보호를 예

방하고 아동이 독립적으로 동료집단과 어울리며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학교복귀단계의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로 친구들의 따돌림,

놀림, 친구들의 무시, 선생님의 배려부족 등 대인관계 문제와 급우들의 질병에 대

한 잘못된 인식, 부담스런 주위 시선, 친구들과의 단절감, 아프기 전 친구들의 진급,

나이 어린 급우, 잦은 결석, 학업 중단, 서먹함, 외로움 등 사회적 격리 문제가 도

출되었는데 이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소아암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된 것이며 학

교 복귀 전 면담을 통해 질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 본인이나 부모 모두가 질병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

았다. 이는 우리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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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감수해야 할 문제이고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 일반인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기 암환자의 학업 수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사정하

고 사전 학습능력의 파악이 이루어진 후 학교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학업의 어려움

과 관련되어 학업성취의 어려움, 흥미결여, 성적에 대한 걱정, 숙제 스트레스, 좌절,

학업 부진 의 문제도 감소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학교 복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싶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 청소년에서 자존감 저하와 관련되어

정상 혹은 평범함에 대한 동경 및 부러움, 부담스런 주위 시선, 병명을 은익 하는

문제가 특징적으로 도출되며, 학교생활이나 일상에서의 생활 스타일의 변화와 관련

되어 수업시간의 변화, 일상생활의 변화, 과외활동의 변화, 활동범위 감소 의 문제

가 나타났는데, 이는 W eekes 와 Kag an (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치료

가 끝난 11- 19세 청소년기 암환자 13명을 대상으로 치료 끝남의 의미와 치료 끝나

기 전·후의 대처전략을 면담한 결과 이들 대상자들은 치료가 끝났다는 것을 정상

적인 삶으로 이동 하는 것으로 인지 (69% )하였으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힘들어하

였고,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와 현실사이에서 갈등을 표현하였다(77% ). 그러

므로 이 단계에서 활동의 변화를 수용하고 자존감 증가를 위해 Lam b 과

W oods (1981)는 정상적 생활 (n orm alcy )을 촉진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학교

를 다니고 클럽활동과 같은 정상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였다. 이 접근은 친구-

집단과 사회적 격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친구- 집단과 동일화 (peer - group

ident ification )를 통해 사회화되어 가는 청소년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또한, 질병의 장기화와 관련되어 신체상에 대한 관심, 외로움, 사회적 불안이 치

료 종료 후 몇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문헌에서 보여 주고 있다. P endley 등

(1996)은 이런 것들이 치료 종료 직후에는 euphoria 기간을 경험하여 질병에 생존

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게 되고 그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며 다른 암환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운이 좋은 것으로 느낀다. 그러나, 첫 1년 이후 긍정적인 신

체변화가 느려지거나 중단되면서 건강한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동시에 의

료진과 가족의 지지가 감소하면서 내적 원인으로 탓을 돌리게 되면서 신체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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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불안감이 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상

에 대한 관심은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중재는 긍정적인 신체상을 갖도록 하

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암의 진단 초기부터 지속되는 예측할 수 없는 아동의 상태에 대한 불안, 불확실

성 및 죽음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은 치료결정에 있어서 양가감정과 더불어 자신의

상황에 무력감을 갖게 하며 이로 인한 슬픔이 깊게 됨으로써 환아의 적절한 치료는

물론 돌보는 개인이나 가족 전체가 위협을 받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Coh en &

M art in son , 1988).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의 문제로 불확실성과 관

련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질병의 위급함이 존재하는 진단 초기보다는 시간이 경

과할수록 불확실함이 점점 더 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간이 경과할수

록 재발, 후기 영향, 미래에 대한 막연함, 애매모호함, 예측할 수 없음이 더 심화되

고 정규적인 외래 추후 방문을 하기는 하나 치료나 전문가 집단과의 관계가 소홀해

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는 Mish el의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 즉 질

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상자는 확률적 및 조건적 사고로 세상을 보게 되며 그 결과

로 불확실성의 속성을 인생의 자연적 리듬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현실에 맞추어서

인생에 대해 계속적인 확실감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명제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

로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종합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단계 청소년기 암환자의 간호 중재 프로토

콜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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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간호 중재 프로토콜

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신체적
피로

감소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누워있기, 잠자기, 졸기, 하던 일을

멈추고 쉬기).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두시간 마다 10분정도

걷는 것이 효과적).

·음악감상, 독서, T V 시청 등을 통해 기분전환을 유도한다.

·샤워를 하거나, 먹거나 마신다.

정서적

자존감

증가

·정상적인 생활 (n orm alcy )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교를 다니고

클럽활동과 같은 일상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환자의 자존감 정도를 확인한다.

·자율성을 증가시켰던 경험들을 반복하도록 한다.

·부정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다.

·괴롭힘을 피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환자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알린다.

·자존심을 높힐 수 있는 현실적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동료그룹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지지의 중요성에 대해 부모에게 교육한다.

<표 계속>

- 57 -



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정서적

자기

책임증진

·점진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돕는다.

·자신의 건강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독립적이게 한다.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환자와 논의한다.

·의료진은 청소년과 함께 건강관리를 협상하고 청소년의

선호나 생활양식을 존중한다.

·의료진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여러 다른 접근이 공존함을

받아들이고 청소년의 우선순위나 바램을 인식한다.

·책임감을 갖는 것에 대한 느낌, 지각 그리고 두려움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독립성을 유지하되 환자가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소년을

돕는다.

·청소년에게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기대를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도록 부모들을 적절하게 격려한다

장기적인

적응 강화

·자존감 강화, 자신감 개발, 자기 신뢰를 증가시킨다.

·자기 통제력과 능력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독립적 기능과 책임감을 증가시킨다.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고 성인의 기능을 지지한다.

·투병 경험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다른 청소년과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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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정서적

불확실성

감소

·질병이 직업, 교육과 성적 선택 및 결정에서의 제한점을

고려하게한다.

·성숙을 돕고 건강증진을 위한 환자 교육을 제공한다.

·질병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포함되야 할 내용 : 원인은 무엇이고, 질병으로부터 예상되는

것은 무엇이며, 질병이 교육적, 직업적

관심에 어떤 영향을 주며 그들의 외모와

성적 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며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될지

등이다.

· 할 수 없다 보다 할 수 있다 가 강조되어야 한다.

·비슷한 경험을 한 동년배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아리, 활동 및 비슷한 관심을 가진 또래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도록 한다.

·청소년의 질병과 능력에 대해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들이 질병을 숨기지 않고 살수 있도록 지지한다.

미래

계획

수정보조

·변화에 대한 목표를 규명하는데 있어 환자를 돕는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유연성을 갖게 한다.

·청소년이 현재의 강점과 약점, 적응과 금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우도록 돕는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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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

·비슷한 시기에 진단 받은 청소년들과 치료 후 모임을 갖는다.

·환자 또는 가족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그룹을 활용할 수 있다.

(예: 청소년지지집단 또는 비형식적인 십대 활동집단,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명 십대방 )

·지역사회 지지집단 또는 옹호집단이 세워져야 하며

신체적, 심리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치료와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학교

복귀

·사전 학습문제 파악

- 뇌 종양이나 급성 림파구성 백혈병의 진단, 중추 신경계의

방사선 요법, 결석한 기간, 감각이나 신경적 결손, 외모에

대한 부담감, 감소된 스테미나, 가족력, 사회·경제적 상태,

진단 전 인지 능력, 내적 동기와 노력 정도 등.

·학교방문

- 교사 (양호 교사 포함), 부모, 의사/ 간호사가 함께 만난다.

★포함될 내용 : 진단에 대한 설명, 치료의 목적, 예상되는

치료 기간, 예상되는 결석, 치료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학업 수행에 대한 가능한

영향, 대처 양상, 학교에서의 약 복용과 같은

특별한 요구, 수정된 체육시간, 휴식기간,

특별한 장비에 대한 요구

- 반 친구들과 만난다.

★포함될 내용 : 진단, 치료, 변화된 외모, 좋은 친구 란 어떤

것인가, 친구의 진단과 관련된 느낌을 표현

·지속적인 집, 학교, 병원의 협력이 요구되며, 주기적으로

학습문제 및 학교생활 문제를 평가한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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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사회적

성인병동

으로의

전원

·건강 교육과 자아 간호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 특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진단과 치료적 시술과 프로토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받아야 한다.

·진단적 검사, 치료 절차, 다른 처치들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시킨다.

·청소년기 아동은 그들의 부모와 함께 내과적 혹은 외과적

시술에 대한 동의가 요구된다.

·모든 의료환경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원의 사전 준비로

소아병동 의료진과 성인병동 의료진이 함께 일하는 공존의

시기를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청소년의 나이가 아니라 성숙 수준에 의하여 전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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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청소년기 암환자 가족의 문제와 간호 중재 프로토콜

1) 문제 확인

(1) 진단단계

진단단계에서 가족이 가장 많이 경험한 문제는 불면이었고, 정서반응과 관련되어

암담함, 분노, 믿어지지 않음, 슬픔, 갈등, 죄책감, 거부감, 막막함, 당황, 위기감, 가

슴아픔이었다. 인지적 차원의 문제는 지식부족, 정신없슴, 경황없슴이었으며, 환자-

부모 관계 스트레스였고, 치료비 걱정이었다.

(2) 관해유도 단계

관해유도 단계에서 가족이 경험한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는 속상함, 절박함,

불안함, 가슴아픔, 갈등, 거부, 소외감이었다. 또한 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한 지식부

족, 의료진의 설명부족이 보고 되었다.

가족 관계와 관련되어 가족 내 웃음감소, 가정살림 엉망, 가족의 불화였고, 지지

체계 부족, 환자- 부모 관계 스트레스, 의료진에 대한 불만이었으며, 병원환경과 관

련되어 병원 접근성 문제를 들었고, 경제적 부담이었다.

관해유도 단계에서 가족이 경험한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다.

(3) 유지요법 단계

가족이 경험한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는 죽음에 대한 위기감, 긴장감, 예후에

대한 의문, 방사선·항암 요법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 재발에 대한 걱정, 닥쳐올 상

황에 대한 두려움, 자립에 대한 걱정, 미래계획 수정 시 갈등이었다.

가족들은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치료과정 결정 시 갈등, 치료 포기에 대한 생각을

보고하였고, 질병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일반인의 잘못된 인식으로 어려워 했다.

가족관계와 관련되어 비정상적인 가정생활, 형제의 불만, 나머지 형제에 대한 소

홀함이었고, 의료진의 교체, 의료진에 대한 불만, 주위 사람과의 관계 스트레스였으

며, 병원환경과 관련되어 격리문제, 병원시설의 낙후, 병원 구조상의 문제들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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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유지요법 단계에서 가족이 경험한 신체적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다.

(4)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에서 가족은 재발에 대한 두려움·걱정, 감염에 대한

걱정을 주로 보고하였으며, 병명을 감추려 함과 정보교환 부족을 주로 보고하였다.

이 단계에서 가족이 경험한 신체적, 인지적 차원의 문제는 도출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기 암환자의 가족은 청소년기 암환자 자신과 달리

불면, 죄책감, 가슴아픔, 절박함, 긴장감, 치료포기에 대한 생각, 의료진의 설명부족,

가족 내 웃음감소, 나머지 형제·자매에 대한 소홀함, 형제·자매의 불만, 가족의

불화, 비정상적인 가정생활, 가정 살림 엉망, 지지체계 부족, 정보교환 부족, 주위사

람과 관계 스트레스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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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암환자 가족의 문제

신체적 차원 정서·심리적 차원 인지적 차원 사회적 차원

· 불면 ·암담함 ·의사결정 ·환자- 부모

·막막함 (지식부족, 관계 스트레스

·당황 정신없슴, ·가족 내 웃음 감소

·믿어지지 않음 경황없슴, ·나머지 형제·자매에

·거부감 치료결정 시 갈등, 대한 소홀함

·분노 치료 포기에 ·형제·자매의 불만

·위기감 대한 생각) ·가족의 불화

·슬픔 ·의료진의 ·비정상적인

·갈등 설명부족 가정생활

·죄책감 ·일반인의 ·가정 살림 엉망

·가슴아픔 잘못된 인식 ·지지체계 부족

·속상함 ·은익

·절박함 ·정보교환 부족

·불안함 ·의료진에 대한 불만

·소외감 ·의료진의 교체

·긴장감 ·주위 사람과

·예후에 대한 관계 스트레스

의문 ·병원 접근성 문제

·후기 영향 ·격리문제

(방사선· ·병원시설의 낙후

항암 요법의 ·병원 구조상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

걱정 ·치료비 걱정

·재발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부담

·닥쳐올 상황에

대한 두려움

·미래 계획 수정시

갈등

그림 5. 청소년기 암환자 가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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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 중재 프로토콜 개발

문헌에서는 청소년기의 독특한 발달적 요구는 암 치료동안 환자- 부모 관계에 스

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픈 청소년의 교통문제, 지침, 정서적

지지에 있어 그들의 부모에 더 의존하는 것은 독립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를 저해하

고, 부모- 자녀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Ch esler & Barbarm , 1987;

V anDong en - M elm an & S ander s - W oudstr a , 1986; Zelt zer , LeBaron & Zelzer ,

1984). 부모와 갈등이 생길 때 아픈 청소년은 친구의 지지를 통해 그들의 감정을

완화시킬 기회가 더 적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 (M anne &

Miller , 1998). 이는 질병이 만성화되면서 심화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학교 및 지역

사회 복귀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점차로 자존감 문제 및 질병의 만성화와 관련되

어 지겨움, 지침, 과보호, 자살에 대한 생각, 부모- 청소년 관계 스트레스 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Nichols (1995)는 질병기간과 유머가 풍부하게 되는 것과 자존감 사이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며, 질병의 장기화에서 오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족 중

심 문제해결 방법을 찾거나 동료집단이나 친구집단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부모로부

터 독립이라는 정상적인 발달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 부정적 효과를 감소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의 문제로 형제·자매와의 갈등, 가족에 대

한 미안함, 가족 내 웃음 감소, 형제·자매의 불만, 나머지 아이에 대한 소홀함 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질병이 만성화되면서 아픈 아이에 대한 관심, 건강한 형제·자

매에 대한 장기간의 소홀함, 잦은 병원 입원과 방문 등으로 인해 가족의 불화나 갈

등의 정도가 더 심화된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 형제·자매에 대한 소홀함에 대해 후회하면서 한 아이의 어머니는 다

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저 애한테만 너무 신경을 써 버렸어요 . ... 나머지 두 아이

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그 아이 관리 , 그 아이 학력문제라든지 이런

거 . 그때 소홀히 했다고 봐야죠 . 두 아이에 대해서 , 학력 면에 뒤쳐진 부분들이 .....

급하다보니까 급한 쪽으로 가 버리니까 나머지 두 아이한테 소홀히 됐죠 . ... 남동생

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다녔는데 , .... 길러 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지 그렇게 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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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버리니까 , 숙제만 겨우 보고 그랬더니 이렇게 오면은 밖으로 축구하고 놀고 하

고 그런 습관이 길러져 있더라구요 . 그때 둘 중에 한 명은 병원오면 , 한 명은 집에

남아서 나머지 아이들을 돌봤어야 하는데 뭐 , 그때는 그걸 알았어야죠 . 이제야 후

회하는 거죠 . (대상자 E의 보호자)

전나영 (1995)은 소아암에 대한 형제·자매의 반응에 관한 연구에서 형제·자매의

반응으로 질병인식, 가정생활의 변화, 학교생활의 변화, 돌봄, 성숙의 5가지 범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가정생활의 변화에서 형제·자매의 부정적인 반응은 가족의

분리와 관련된 외로움, 무서움, 슬픔, 허전함, 가족 분위기의 변화와 관련된 침체,

우울함, 무기력함, 여가생활 감소와 여가 생활이 환아 중심이 되는 것과 관련된 원

망, 불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련된 화, 속상함, 부모에 대한 동정심, 부모와의 관

계변화와 관련된 속상함, 화, 양가감정, 형제·자매와의 관계변화와 관련된 부러움,

환아와 멀어짐 등을 표현하였다. 학교생활의 변화에서 형제·자매의 부정적인 반

응은 학업수행의 어려움과 관련된 학교성적이 떨어짐, 친구 및 선생님과의 관계변

화와 관련된 창피함, 속상함을 표현하였다. 전나영(1995)은 소아암에 대한 형제·

자매의 반응을 고려하여 형제·자매에게 소아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암환아를 돌보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에게는 이러한 형제·자매의요구를 인지하고 일관성 있는 양육을

할 수 있는 간호 중재를 제공할 것을 제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암환

자 가족에게 중요한 간호 중재의 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를 종합하여 청소년기 암환자 가족의 간호 중재 프로토콜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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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청소년기 암환자 가족의 간호 중재 프로토콜

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사회적

부모- 환

자와의

관계

개선

·청소년의 정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특성에 대해

교육한다.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청소년을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부정, 지식화 등 청소년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어기전을

확인하고 설명한다.

·청소년 자녀와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의사소통 기술을 교육한다.

·청소년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에게

제안한다.

·청소년기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해 토론한다.

가족

단합

증진

·가족 구성원에게 좋은 경청자가 된다.

·가족 구성원과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질병에 대한 가족의 이해를 사정한다.

·가족의 죄의식을 사정하고 죄의식의 느낌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의 우선 순위를 확인한다.

·가정생활에서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한다.

·1차 간호 제공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한다.

·현실적 희망을 갖도록 격려한다.

·가족 구성원들간에 개방적인 대화를 촉진시킨다.

·가족 구성원이 환자의 간호에 참여하도록 한다.

·비슷한 문제를 가진 다른 가족들의 지지그룹에 가족을

소개한다.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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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목표 간 호 활 동

사회적

형제·

자매

지지

·형제·자매가 질병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다.

·아픈 형제·자매와 관련되어 건강한 형제, 자매가 받는

스트레스를 평가한다.(예, 가정 일의 부담, 죄의식,

부모님의 관심 감소, 학교생활 문제 등)

·건강한 형제·자매들의 반응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형제·자매들의 옹호 역할을 한다.

·가능하다면 부모 중 한 명은 건강한

형제·자매를 돌보도록 격려한다.

·필요한 때 매일의 일상 생활과 활동들을 유지하도록

형제·자매를 돕는다.

·건강한 형제, 자매들과 아픈 형제·자매들 사이에 대화를

촉진시킨다.

·건강한 형제·자매들이 아픈 형제·자매들을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적절할 때에 건강한 형제·자매들이 아픈 형제·자매들을

돌보는데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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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논 의

1 . 청소년기 암환자의 치료 단계별 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의 문제를 치료 단계별로 확인하고 그 중

재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청소년기 암환자를 포함하는 소아암 환자의 진단과 치료관련 문제에 관한

연구와 본 연구결과로 나온 진단과 치료관련 문제를 비교해 볼 때, 비록 기존의 연

구들이 치료 단계별 문제를 사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질병 자체와 치료 과정은

청소년과 가족에게 진단 초기뿐만 아니라, 치료과정 내내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

치며, 치료 후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암의 진단과 치료 과정은 신체적 영향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 인지적 변화를 가져오고,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성

숙·발전시킨다 (신희선, 1997; 김원희, 1988; 김수지, 1981; F ish & Sh elly , 1979).

본 연구와 기존의 연구 결과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소아암 연구에서 치료 단계별로 문제를 분류한 연구가 없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진단 초기나 생존 이후에 진단과 치료관련 문제를 사정하

는데 그쳤는데 본 연구에서는 질병의 만성화와 장기화 경향에 따라 각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간호 양상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치료 단계별로 문제를 파악하고 분류하였

다. 문헌을 통해 암질환의 단계별 간호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Kristjan son & A sh croft , 1994; Lew andow ski & Jon es , 1988; T ring ali, 1986), 이

와 같이 질병의 경과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이에 따른 요구의 변화를 사정

하여 환자 간호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암환자 가족 역시 각

질병 과정의 단계마다 적절한 지지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신희선, 1997).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진단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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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신체적 문제를 비교해 보면 비록 진단 시부터 치료과정 내내 존재하면서 환

자와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질병 초기에는 동통, 오심, 구토, 출

혈, 발열, 처치관련 어려움 과 같은 질병 자체와 치료 스케줄로 인한 신체적 문제를

경험하는 반면, 유지요법 단계와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로 갈수록 치료 부작

용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대처전략의 개발을 통해 초기의 신체적 문제

는 감소하고 성장지연, 피로, 요통, 다리 휘어짐, 음식 취향의 변화 와 같은 새로운

문제가 대두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관해유도 단계에서 방사선 치료 후 약 2주

간 의욕과 기운이 없고 피로감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및 지역사회 복

귀 단계에서 피로 와 비교할 때 그 원인이 다르다. 그러므로 같은 신체적 차원의

문제일지라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에 따라 해결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또한 정서·심리적 차원에서도 치료 단계별로 청소년과 가족 모두에서 다른 정서

반응이나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진단단계에서

는 암의 진단과 관련되어 부정, 거부, 의심, 슬픔, 충격, 죽음에 대한 위기감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다가 관해유도 단계에서는 진단단계보다는 질병에 대한 수용이

증가되면서 진단단계의 문제는 다소 감소되는 반면 장기간 입원과 사회적 격리와

관련되어 서러움, 소외감, 외로움, 의기소침, 퇴행, 자존감 저하 의 문제가 새로이

대두된다. 그러므로 같은 정서적 반응일지라도 진단단계의 경우 정서적 문제는 가

족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이 더 적절하고 관해유도 단계에서의 정서적 문제는 또래

집단의 동질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유지요

법 단계에서는 관해유도 단계의 문제가 감소되고 동료의 죽음과 재발에 대한 반응,

치료의 장기화와 관련된 반응, 불확실성과 관련된 문제 들이 대두되며, 이 문제는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에서 점점 더 심화되는데 이는 질병 기간과 의료진과의

접촉 감소와 관련 있다고 사료된다.

청소년기 암환자의 가족의 경우에서도 치료 단계별로 다른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를 보여 주었다. 진단 시에는 암담함, 믿어지지 않음, 거부감, 죄책감 등의 정

서반응을 경험하다가 관해유도 단계에서는 청소년기 암환자가 치료와 관련되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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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차원의 문제로 고통을 경험하면서 속상함, 절박함, 불안, 소외감 등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단 시기에 가족은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아동의 상실에 대한 궁극적인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기존

의 연구 (신희선, 1997)와 상당히 진전된 말기 암 환아가 겪는 통증과 오심, 구토, 식

욕부진, 연하곤란 등으로 고통이 증가되며 오랫동안 환아를 돌보면서 느끼는 부모

의 절망감, 고립감, 예비적 상실감과 슬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 (조영숙 등, 1992)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환아의 신

체적 문제가 심화될수록 가족의 정서·심리적 문제가 심화됨을 알수 있었다. 그리

고 유지요법과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의 문제는 청소년기 암환자와 유사하게

청소년의 신체적 증상의 감소로 인해 기존의 정서반응은 감소되고 불확실성과 관

련된 문제 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지·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치료 단계별로 비교해 볼 때, 진단 초기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와 후기 요구 사이에 있어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 모두에서 진단초기에는 질병 자체와 치료과정에 대한 지식부족 을

경험하고, 차츰 대처방법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다가 치료 종료 후에는 암을 가지

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해결을 요구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진단 초기에는 병원생활에 대한 적응문제 를 경험하다

가 차츰 장기간의 입원생활로 인해 놀이공간 부족, 사적공간 부족 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학교에 복귀하면서 학업관련 어려움과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로

인한 문제 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은 치료 단계별로 신체적, 정서·심리

적, 인지적, 사회적 문제가 변화됨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치료 단계별로 차별화된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암환자의 치료 단계별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과 간호사

가 보고한 문제를 확인하여 청소년기 암환자 간호 중재에 보조 자료로 활용였다.

지금까지 연구는 청소년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불과 몇 편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의료진을 포함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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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은 관해 유도단계에서 대인관계 문제나 사

회적 격리와 관련된 문제 를 보고한 반면 간호사들은 진단단계에서 의료진에 대한

부적응, 의료진의 사무적인 태도 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와 대화단절, 묵상, 고립감,

학교나 친구로부터 멀어짐, 부담스런 주위 시선 의 사회적 격리문제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진단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은 정서적 충격으로 인해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인식하는데 덜 민감한 것으로 생각되며, 의료진들은 병원환경에 대한 부적

응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부, 낯설음, 놀라움, 무서움, 불안, 공격성 등을 대인관

계 문제나 사회적 격리 문제와 결부시켜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관해유도 단계에서 신체적 차원의 문제로 간호사들은 많은 양의 약물 복용,

가글의 어려움, 좌욕의 어려움 을 언급하였는데, 면담과정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이 비슷한 내용을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들을 특별히 어려움이나 문제로 간주

하지는 않았고, 이 단계에서의 위기감, 절박함, 죽음에 대한 불안 으로 인해 치료과

정에 대한 이행을 잘 견디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다른 연령층에 비

해 신체적 문제를 더 잘 견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n skar 등, 1996). 그리고

이 단계에서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간호사들은 퇴행 을 언급하였는데 이 시

기 부모들은 아동에게 과보호적이고 허용적이 되기 때문이며 (신희선, 1997), 치료

혹은 검사나 처치 관련 걱정, 거부, 스트레스 에 대한 반응이 의료진에게 퇴행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들은 유지요법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

제로 방심 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질병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질병 초기의 위급함과

절박함이 감소함으로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

의 경우 재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해 가

는 시기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기 암환자의 가족과 간호사들은 의료진의 교

체 를 청소년기 암환자의 사회적 문제로 언급함으로써 지속성 있는 치료의 중요성

을 지적하였다.

청소년기 암환자의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단계에서 인지적 차원의 문제로 가족과

간호사들은 지나친 학구열 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학구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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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과 간호사들은 지나친 학구열로

인한 무리가 재발을 일으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의료진을 포함하

여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를 확인함으로써 다각도에서 이들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세째,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대상자 선정 시 청소년만을 선택한 연구가 드물었

고, 청소년기 암환자가 포함된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특수한 문제를 도출해 내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문제의 경우 청소년기 암환자 역시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속하는 문제였지만 학령

기나 학령전기 아동에 비해 더 잘 견디어 내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정서·심리적 문제의 경우 진단 초기에는 특징적인 대처전략의 하나로 부정 을

들 수 있었고, 질병이 진행되면서 청소년기의 지지체계로서 가족만큼 중요한 집단

인 동료의 죽음이나 재발 소식에 대한 반응 을 알 수 있었으며, 자존감 저하와 관

련되어 병명을 감추거나 평범함을 동경 한다는 점에서 친구 집단과의 동질화라는

청소년기의 특징적 발달과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격리에 의해 더 심

화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을 감안하여 삶의 목표를 수정

하는 것과 과보호와 독립에 대한 걱정으로 갈등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들은 간호중재에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고 독립이라는 발달적 과업의 성취의 시기라는 점에서

다른 시기의 아동에 비해 의사결정, 질병에 대한 지식부족, 학업의 어려움 등의 인

지적 차원의 문제 또한 크게 대두되었다.

네째, 청소년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가 한 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는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문화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

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문헌고찰을 통해 청소년기 암환자의 질병과 치료관련

문제로 알콜 중독이나 위험행동의 증가 등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핵가족화 되긴 하

여도 아직은 가족중심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 체계망이 강한 우리 문

화에서는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여자의 경우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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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은익하려는 특성 을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되어 파생된 문제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나 결혼관과 관련된 우리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

다고 본다.

2 . 청소년기 암환자의 치료 단계별 간호 중재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일반적인 환자 간호 문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적절한 간호 행위

로 정의한다. 이는 특정한 환자 간호 이슈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질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간호관리의 일과(nur sin g care rout in e)를 수립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 중재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첫째,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제를 토대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간호 중재 프로토콜은 간호 실무의 지침이 되면서 동시에 간호실무 발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간호 중재 프로토콜은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이 용이하고 이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 개발

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단계별 간호 중재 프로토콜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에서도 언

급하였듯이 소아암의 만성화와 장기화 특성에 의해 소아암의 간호중재는 초기 예방

적인 간호뿐만 아니라 치료 종료 후에 올 수 있는 후기 영향을 최소화하는 재활적

간호까지 단기적인 간호목표에서부터 장기적인 간호목표를 세우는 것까지를 포함해

야 한다. 그러므로 치료 단계별로 중재 목표를 분류하는 것이 실무 간호에 용이하

고 시기 적절한 중재로 인해 청소년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 중재 프로토콜은 치료 단계별

문제를 토대로 시기 적절한 중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째, 청소년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는 정체성과

친근감의 발달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동료집단의 동질화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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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심과 책임감의 개발, 긍정적인 신체상의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본

간호 중재 프로토콜은 이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힘썼다.

그러나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호 중재 프로토콜은 다음

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계별 문제 사정을 바탕으로 간호 중재 프로토콜 역시 단계별로 분류하였

는데 중재 내용에 따라 꼭 그 시기에만 국한되어서 중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전반

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본 연구자의 임의에 따라 가장 중요한 시기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에 거주한 청소년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

에 문제가 있다.

세째, 연구자가 청소년기 암환자를 직접 실무에서 간호한 경험이 풍부하기는 하

나 청소년기라는 어려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기술 부족으로 심층적 면접이 미흡하

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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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1 .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이 진단과 치료와 관련되어 경험하는 문제를

치료 단계별로 환자 본인, 가족, 간호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치료 단계별 간호 중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1999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1일까지 광주시내 소재 C병원

에 등록된 청소년기 소아 암환자와 그의 가족을 임의로 표출하여 반 구조화된 질문

을 구성하여 심층면접을 하였고, 2000년 3월 1일에서 4월 1일까지 그 병원의 소아

병동 간호사 중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청소년기 암환자의 진단과

치료관련 문제에 대해 치료 단계별로 나누어 개방형 질문지에 기술하도록 하였다.

심층면담한 자료를 내용분석 하여 문제를 도출하였으며 전문가의 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기 암환자의 성별은 여아가 6명, 남아가 4명이었고, 연령은 최저 12세에

서 최고 18세였다. 치료 단계는 관해유도 단계가 1명, 유지요법 단계가 4명,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가 5명이었다. 진단명은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이 4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4명, 악성 임파종이 2명이었다. 청소년기 암환자 가족의 특성은

가족 관계는 어머니가 5명, 아버지가 2명, 형이 1명, 누나가 1명이었고, 1명의 가족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포함되었다.

2) 간호사의 학력은 대학원 졸이 1명, 대학 졸이 5명, 전문대 졸이 1명이었고, 소

아과 간호 경력은 평균 3.9년이었다.

3 ) 진단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는 신체적 문제로 발열, 출혈, 동통과 정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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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차원의 문제로 충격, 부정, 슬픔, 위기감, 검사에 대한 스트레스와 인지적 차원

의 문제로 질병에 대한 지식부족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는 거부, 낯설음, 공격성

등의 병원 환경에 대한 부적응을 주로 보고하였다.

4 ) 관해유도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는 신체적 문제로 통증, 오심·구토, 무기

력, 외모의 변화, 출혈, 처치관련 어려움과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위기감, 소

외감, 의기소침, 퇴행, 치료 혹은 진단적 검사나 처치와 관련된 스트레스, 자존감과

관련되어 창피함, 신체상 저하와 인지적 차원의 문제로 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한 지

식부족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는 사회적 격리, 환자- 부모 관계 스트레스, 사적공간

부족, 놀이공간 부족, 치료비 걱정을 주로 보고하였다.

5 ) 유지요법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는 신체적 문제로 외모변화, 감염에 대한

위험성 증가, 혈관통과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동료의 죽음이나 재발소식에

대한 반응, 자존감 저하, 재발, 죽음, 자립에 대한 걱정, 미래계획 수정 시 갈등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성격변화, 형제와의 갈등, 반복되는 일상, 사회적 격리, 생활

스타일의 변화를 주로 보고하였다.

6 ) 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는 신체적 문제로 피로, 활

동력 저하, 성장지연과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지겨움, 과보호, 자살 생각, 자

존감 저하, 미래·재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인지적 차원의 문제로 학업의 어

려움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는 친구관계와 관련되어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

움, 친구들의 놀림과 선생님의 배려 부족, 사회적 격리, 생활 스타일의 변화를 주로

보고하였다.

7 ) 청소년기 암환자 가족은 신체적 문제로 불면과 정서·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암담함, 갈등, 죄책감, 거부감, 절박함, 가슴아픔, 긴장감, 재발에 대한 걱정과 인지

적 차원의 문제로 지식부족, 의료진의 설명부족, 치료과정 결정 시 갈등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는 환자- 부모 관계 스트레스, 가족 내 웃음감소, 가정살림 엉망, 가족

의 불화, 비정상적인 가정생활, 형제의 불만, 나머지 형제에 대한 소홀함, 지지체계

부족, 정보교환 부족을 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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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문헌고찰을 통해 청소년기 암환자의 치료 단계별 간호 중

재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2 .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제시한 치료 단계별 간호 중재 프로토콜은 지방의 일개 대학 병

원 환자를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다른 병원이나 지역의 임상 실무에서 활용하

고 계속 수정 보완되어져야 한다.

2) 본 연구에서 제시된 치료 단계별 문제를 기초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를 다

각적인 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3 )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간호 결과 (nur sin g outcom e)를 확인

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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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청소년기 암환자와 가족의 치료 단계별 문제에 대한 내용분석

<진단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

영역 문제 의 미 있 는 표 현

정서

반응

슬픔

슬프기도 하고 그냥, 그냥(혀를 참) 빨리 나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그냥 날마다 울고, 엄마는 왜 저렇게 우실까 생각할 정도로. ..... 제

가 아프니까 속상하고 슬펐겠지요.

그리고 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당장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그러더라

고요. 그때 막 울었죠.

처음에 교수님한테 듣고 울었어.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충격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해야 된다고 해서 좋지 않는 갑다고 생각은 했어요.

형한테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막상 혈액 종

양이라는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위기감

엄마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엄마 나 살아, ... 엄마 정말이야 이런 이야기하면서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살고 싶어 그런 이야기했어요.

좋게 좋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는데 표정이 사뭇 어둡데요. 혼자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고 앉아 있기를 자주 했고,...

처음에 그말 들었을 때 어땠냐구 그랬더니 자기 죽는 줄 알았데요. 엄마

가 눈 빨개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정신 없으시니까 너무 황당

했을 거 아니예요. 엄마가 눈 빨개 가지고 왔다갔다하니까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데요. 식당에 가 가지고 그날 밥을 먹는데 OO이가 울면서 밥을 먹었

어요. .

무서움
어떤 병이냐고 해,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구요.

무섭다라고 만 알지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정

말 없었어요. 아예 무관심, 전혀 모르는 척, 완전히 자기 병에 관해서는 아

예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말도 안 하고.

저도 이따금 T V를 통해 대충 잘못된 상식이라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구요.

지 병에 대해서 물어 보지를 안 해요. 엄마, 아빠한테도 그런 것이 좀 마음

에 아팠어요.

엄마, 아빠한테 어쨌냐, 저쨌냐 물어 보기라도 할 건데, ...... 그런데, 참 가슴

이 아팠어요.

우리 애는 말 표현을 안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거에 관해서 말을 안 했

어요.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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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제 의 미 있 는 표 현

의사

결정

질병과

치료에

대한

지식

부족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 얘기 들었죠. 모르겠어요. 그렇게 몰랐으니까 병에 대해서 어떻

고, 이런 병인지 몰랐어요.

겁이 나고 영문도 모르고 하는 거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왜 검사를 해야 하며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했으니

까.

처음에는 금방 낫는 건 줄 알았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 병이 뭔지도 모르니까 평소에 안 들어봤거든요.

처음에는 몰랐고.....

처음에는 뭔지 몰랐고요. ....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 보면 대답을 못 해 줬

어요,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설명은 듣기는 했지만 그런 병이 있는가 보다. 병에 대해 자세히 모르니

까.

.... 뭣도 모르고 인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허리에 뭔 연고를 바르는데, 연

고 바르는 거 있잖아요. 연고 바르고 따라 갔어요. 부르기래. 그때 처음

으로 조직검산가를 하더라구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처음에 제일 힘들었

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때 끝나고 서너번은 더

했는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 무슨 검산지 뭐 허리에 붙이는 것

도. ... 처음이어서 그 링게루를 일주일 안에는 갈아야 한데요. 그런 걸 모

르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하고 있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갔다가 피검사하고 난 후 엄마가 울었어요. 엄마가 왜 입원한다는

말없이 입원하자고 했어요. 엄마가 우는 걸 보고 심각한 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

없슴
정신이 없어 가지고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경황

없슴

그때 치료 안하면 죽는다고 하기에 서둘러서 치료에 들어갔어요. 정말 어

떨결에 일어난 일이고 다른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충격을 수습하기도

전에 3층에서 8층으로 병실도 옮기고 다시 낯선 환경에 던져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게 의사를 물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식구들이 그래

야 한다고 하고, 주위 분위기가 그때는 그래야만 한다고(고개를 숙인다).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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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제 의 미 있 는 표 현

병원

환경에

대한

부적응

거부

엄마하고 저는 아닐거라고 하면서 인제 정작 입원을 하고 그때 또 병원 그

옷 입기 싫어 가지고 울고 계속 하다가, 그래도 그 뒤로 한 달 가량을 아

닐 거라고 잘못 됐을 거라고 다른 병원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코 줄을 끼었어요. 코줄도 빼 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만 싶었어요.

낯설음

처음에는 머리도 없고 이상했어요, 내가 보기에.

그때 입원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 봤고, 큰 병원 처음으로 와 봐서 낯설고

그래 가지고 막 울었는데, 엄마하고 나하고는 계속 울었어요.

딱 처음에 엄마 아빠도 암말도 안하고 갔는데 이상한데로 데려가는 거예

요.

놀라움

무서움

애들을 보고 처음에 너무 놀랬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보고 놀랍고 무서웠어요.

병실 사람들하고 말 걸기조차 무섭고 싫었으니까요.
불안 병실에 들어서니까 머리 없는 애들만 있어 낯설고 불안했어요.

공격성
나도 저 애들처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물건 다 집어 던지고 소리질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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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 가족의 문제>

영역 문제 의 미 있 는 표 현

신체적

증상
불면 설마 그런 게 나한테 닥치리라 생각하면서도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정서

반응

암담함

애기가 저래 버리니까 뭐 앞이 캄캄하고, ....2층에서 내려올 때 계단이 안

보이고...

정말 매스컴에서만 들었지, 하늘이 정말 노랗고, 거기가 2층인데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딛어진지 안 듣(딛)어진지도 모르고.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남한테 죄도 안 졌고 이랬는데 우리

애한테 이런 일이 있구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구요.

분노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화만 나고 진짜 나한테 이 고통이 왜 이렇게 힘

드나 그런 생각만 해요.

믿어지

지 않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런다고 하니까 오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내 아이한테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날벼락, 그

런 날벼락이 없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T V에서만 봤지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

거든요.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T V에서 머

리 빠지는 것 만 봤지 우리 OO이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슬픔
처음에는 눈물만 나더라구요. 우리 OO이가 나쁜 일 한 것도 없는데(눈물

글썽).

갈등 갈등이 진짜 많았죠.

죄책감 그러면 아휴 그때 쯤 니가 이렇게 아팠는 갑다, 자책감이 들지요.

거부감

오진이라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거부하고 싶은 마음....

나는 정말 OO 내과에서 오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지요.

막막함

막막하니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했죠

발병해 가지고 엄청 힘들고 막막했지만,....

처음에 OO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막막 했지라. .... 차마 입을 떼기가

어렵데요.
당황 ...정말로 백혈이 나와서 너무나도 그때 당황했었고,...

위기감
처음에 나는 우리 아이가 금방 어떻게 될 줄 알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벌

떡 벌떡 일어나서 머리도 만져보고 이랬는데,....

가슴

아픔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골수검사 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많이

울었어.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요걸 몇 년 하냐니까 몇 년 한다고, 2년인

가, 3년 하다고 해서, 카, 몇 번하냐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환자들이 제일

처음에 제일 고통이 심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몇 번씩 골수검사 할 때, 그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애가 소리 지

르고 그럴 때,...그 큰 바늘로 돌릴 때 그럴 때는 정말 너무 가슴이 무너지

는 것처럼 그것이 제일 고통스럽더라고요.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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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결정

정신

없슴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니까....

우산도 원무과에 다 놓고 가고 지갑도 놔둬 불고 계산하라고 그러드만....

소지품을 다 놓고 다닌 거예요. 그래 갔고 막상 병실로 가려고 하니까,

찾으니까, 소지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나는 뭐라고 한지 모르고,... 나는 우니라고 뭐 정신도 없고.

경황

없슴

처음에는 경황없이, 그 병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경황없이 그냥 넘어갔어

요. 별다른 것도 없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하고...

그때는 너무 당황하고 경황이 없고 어떻게 해야할 줄 몰라서 여기 저기

다 알리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되요.
지식부족 시키는 대로 하지, 우리가 뭘 알아야지.

대인

관계

환자-

부모

관계

스트레스

저 나이 때 애들이 좀 힘든 것 같애요. 아주 어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

서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이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이해는 안 되

고, 지그들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몇 배 더 힘들고 또 부모들도 옆에서

더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애들은 엄마, 아빠가

정 말을 안 들으면 윽박질 처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다든지, 하면

또 엄마, 아빠니까 말 듣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런 애들은 근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지그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뭐라고 설명

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 조그만 애들 같았으면 그러지 않을 건데,

지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애들이라 ..... 저도 이따금 T V를 통해

대충 잘못된 상식이라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러니까 말을 안하더라

구요. ..... 우리 애는 그 선생님한테 그 말을 듣고도 물어 보지를 안 해요.

...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러니까 말을 안더라구요. 좀 큰애라 자기도

좀 그런 께 저도 좀 사춘기 때고 이러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경제 치료비

걱정

백혈병은 돈은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집은 어렵지, 아무래도 안 되겠

더라고. 첫째로 돈이 있어야 병을 낫는 거고.

특실은 비싸네 어쩌네 그래 쌌고, ........ 특실로 안 간다고 그랬어.

돈도 준비가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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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제 의 미 있 는 표 현

신체적

증상

통증

편도가 심해 가지고 1차 때 관해할 때 심하고..... 목이 많이 아팠어요.

힘들었던 건 피 맞을 때 팔 아픈 거. 피하고 혈소판 맞을 때 속이 이상하

고 팔 아픈 것.

속도 안 좋고, 아픈 주사 맞고 하니까 그런 게 힘들었어요.

피 뺄 때, 하루에 한 번씩 피 빼고요, 너무 힘들었었고요. 피가 안 나오면

계속 반복하잖아요. .... 이쪽하고 저쪽하고 계속 하다가 손이 엄청 부은 적

도 있고요. 하다 못해 드디어, 겨우 의사 선생님 불러 가지고, 주치의 선

생님 불러 가지고 뺀 적도 있었고, 너무 싫었고요.

처음에 관해할 때는 입이 아파서 2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미음만 먹

었어요. 말도 못하고....

구토

밥도 못 먹고, 구토도 많이 하고.

병원에서 준 거 그걸 먹이라고 했는데, 애가 먹으면 토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밥을 못 먹고 토한 것, 그때가 좀 안타까운데, ....

오심

식당 밥 같은 게, 그런 병원 냄새가 싫었어요.

속이 안 좋고, 미식미식하고....

처음 항암제 맞을 때 너무 보대겼거든요. 속이 미식미식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후로는 항암제 맞을 때 덜 보대끼는데 처음에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 그때는 잠도 못 자면서 혼자 끙끙 앓았던 것 같아

요.

식욕

부진

방사선 치료할 때 그때 막 방사선하고 나면 힘들고 밥맛도 없고 그래 가지

고 엄마한테 밥 안 먹는다고 혼나기도 하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요.

출혈

제일 힘들었을 때는 뭐라고 하지 저기 이쪽예요(쇄골부위를 가르키며), 심

는 거 있잖아요. ... 심을 때도 피 많이 났었거든요. 며칠동안 안 멈춰서,

부모님도 잠 못 드시고, ...

지혈이 안 되 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고 ..... 그걸 심었는데, 혈소판이 낮은

상태에서 하니까 안에서 출혈이 생겼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지혈이

안 되가지고 계속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때, 몇날 며칠 그래 가지고

그때가 참 힘들었어요.

수혈

부작용

.... 수혈을 갑자기 하니까 그 부작용으로 온몸이 이렇게 붓더라구요. 부어

가지고 까맣게 되데요. 너무 저는 가렵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

요. 그때 입원해 가지고 보름정도 그 기간이.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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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증상

부은

외모

프레드 먹으면 이렇게 부었다가 다시 한 달 이상 빠졌다 그래요. 부었을

때 사람 만나기 싫죠.

맨 처음에 쓴 약 있거든요. 그 약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약 먹으면 막

밥맛도 좋고 얼굴도 붓고 배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랬어요. 얼굴 보면

얼굴이 막 완전히 부어 있고 하니까, 놀라고 그랬어요.

탈모

타격 입은 부분은 머리 빠진 것.

머리카락 빠질 때. 처음 스케줄에 머리를 깎자고 해서 죽어도 안 자른다고

버티면서 1주일간을 신경을 썼더니 하루는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

서 CT 까지 찍었어요.

주사

쇽

주사 쇽 난 적도 있어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어떤 주사를 가져왔는데

천천히 맞아야 하거든요. 미는 걸로. 갑자기 놓드만 부어 가지고 입술이

이만해져 가지고 숨도 못 쉬고.

염증

골수검사를 했는데 그게 염증이 와 버려 가지고 열이 나고 해 가지고 그게

곪아 버려 가지고 퇴원도 못하고, 퇴원도 못하고 한 일주일 지나서 설날 땐

가 딱 온 것이 기억나요. 그래 가지고 시골도 못 내려가고 대충 이랬어요.

편도

부종

관해 때 처음에 수치가 떨어지니까 편도가 목을 꽉 막아 버렸제.

... 그 수치 떨어지면 고생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지....

목 아팠을 때 짠하지......편도 때문에 밥을 못 먹고 난리를 해서 .... 아(애)가

밥을 못 먹는다니까

발열
그 힘든 과정에서도, 쟤는 유독스럽게 열이 많이 나 가지고 처음부터 힘들

었거든요.

무기력

항암제 들어가고 그러면 기운도 없고, 힘들고 막 그래요. 누워만 있고 싶

고, 의욕도 없고.

방사선 치료할 때 느낌이 이상하다고, 기분이 대개 이상하다고, 점점 세지는

것 같다 강도가. 그렇게 하고 나면 정신이 멍한 가 봐요. 비틀거리고 대

부분 끝나고 나서 자 버려요. 끝나고 나서 발바닥도 저리고 걷기가 힘든가

봐요. 예전에는 지가 운동하자고 나가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치료하

고 항암치료까지 하니까, 이제는 지가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해요. 대개 피

곤해 해요. 의욕도 감소됐어요.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아요.

견디기

힘듬

워낙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그때는 그게 뭔지 어쩐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 가지고 아무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 가지고(한숨), 그래 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다른 애들에

비해 좀 더 힘들었어요.

... 그런데 그게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그 약이

< 계 속>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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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반응

위기감

힘든 병이다는 걸 실감할 때는 맨 처음에 열나고, 약 부작용으로 가렵고

그럴 때 제일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우는 걸 보고, 어- 큰 병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기상황이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소외감
맨날 피 검사하고 다른 애들은 지금쯤 학교 다니고 막 그러는데 나 혼자

병원에서 이런 것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외로움

혼자 있어요, 대부분. 책도 많이 보고 그림도 그리고 혼자. 혼자 있으면

괜히 옛날에 안 좋은 생각 들기도 하고, .... 검사할 때 나 혼자하게 되면

괜히 기분 나쁘고 그랬어요.

엄마가 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슬픈 것 그런 것 다 얘기해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혼자 있거나 병실에서 분위기

썰렁하고 그럴 때. 그런데 그럴만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회피 가만히 누워 있으면 헛생각 나니까 자 버려요. ... 그러니까 잠자 버려요.
원망 왜 여기 와 있나 원망스럽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안타까움

내가 진짜 아팠을 때. 배가 엄청 아팠을 때. 근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꾀

병부린다고 했어요. 나중에 장이 붙어서 그런 줄 알고 미안하다고 했어

요. 그때는 정말이지 내 아픔을 누구도 겪을 수 없음이 안타까웠어요.
서러움 아프기도 몹시 아팠지만, 그런 것들이 더 서러웠던 것 같아요.

자존감 창피함

T V에 나왔거든요. 지역방송에서 찍는다고 해서 왔었어요. 우리 사생활

같은 것 다 나와가지고 너무 불쌍하게 나온 거예요 저희가. 일부러 성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T V보고 전화해 가지고 막 그러니까. 두영이도

다른 데로 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개인 사정이 너무 밝혀져서 학

교 가기가 싫다고도 하고.

검사

및

처치

걱정
그 다음 날 주사가 들어간다거나 골수검사 한다거나 그러면 괜히 걱정되

고, 그러면은 걱정되고 그랬고요

거부

서너번 더 하고 나서 이제 허리 붙이는 것만 딱 오면은 울고 안 할라고

그랬고.

처음에는 약 맞기 싫고 치료받기 싫다고 맨날 울었죠. 거짓말 안하고 일

주일에 한번 꼴로는 울었어요. 날만 어둑어둑 해지면 집에 간다고 울었

으니까요. 아침마다 교수님보고 날마다 집에 언제 갈 수 없냐고 물었어요.

스트레스
골수검사 때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 늘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

거는 언제나 그래요.

학업

학업

성취에

대한

걱정

처음에는 공부를 못하니까, 여기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참고서 사

달라고 해서 몇 권 사다 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보더니 자기 혼자

봐야 뭘 알겠어요. 이제는 아예 보지도 안 해요 책을. 진도를 못 따라

갈까봐 걱정해요.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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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문제
미안함

엄마 보니까 괜히 눈물나고.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눈물이 글썽거림).

동생도 많이 힘들고, .... 동생도 엄마랑 떨어져 있고 가까이 외숙모가

사시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봐 주시고, 힘들겠죠.

엄마도 막 가만히 있으면, 아프니까, 엄마 얼굴만 봐도 미안하기도 하

고 그래요. 괜히 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엄마한테 제일 미안했어요. 나 때문에 너무 힘드셨어요. 항상 릴겔

맞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데 항상 링겔 맞고 있어서 화

장실 갈 때마다 엄마를 깨워야 하고, 여러 가지로 엄마한테 미안했어

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가족들이 제 눈치를 보기는 하죠. 좋은 일도 함께 즐거워 할 수 없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대인

관계

문제

대화부족

나는 말 거의 안 걸었어요. 쑥스럽고 귀찮잖아요.

말만, 대답만 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 안 해요.

한규는 거의 말을 안 하니까, 다른 환자들하고 걔는 거의 말을 않고 지

냈어요. .... 근데 병실에 가면 별라(유별나게) 말을 더 안더라구요.

사교성

부족

쟤는 다른 사람하고 말을 안 해요. 원래도 말수가 적기는 했는데, 병

원 들어온 뒤로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얘들은 간호사 이모들이나

의사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묻는 말에나 겨우 대답하는 정도

예요.

OO이는 왠만한 사람들하고 말 안해요. 식구들하고만 이야기해요. 좀

사교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환자-

부모 관계

스트레스

아빠보다는 엄마가 낫죠. 그래도 여자끼리가 더 나은데, 아빠한테 미

안하지만 그게 좀 불편한 때가 있었어요.

의료진에

대한 원망
간호사님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병원

환경

사적

공간부족

혼자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또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어린애들만 있고, 시끄럽고, 아줌마들 수다도 듣기 싫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도 있고 피곤해서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만한

곳이 없어요.

처음에는 시끄럽고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방해되는 때도 있

는데, 몸이 괴롭고 그러면 혼자 있고 싶어요.
놀이공간

부족

애들이 놀만한 공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놀 일은 없지만

심심하잖아요.

경제

상태

치료비

걱정

두 번째 울었던 적은 병원비가 나왔거든요.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집안 형편도 넉넉한 것도 아닌데. 약값도 계산 해 보고 병원비도 계산

해 보더니,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돈 걱

정이 되니까 자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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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유도 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 가족의 문제>

영역 문제 의 미 있 는 표 현

정서적

반응

속상함

말을 안 하니까 몰랐어요. 하루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OO이가 혼

자 앉아서 울고 있습디다. 속이 상해서 왜 우냐고 소리를 쳤어요. 아프

면 형 깨워서 간호사라도 불러오게 하지 왜 청승맞게 울고 있냐고 소리를

치다가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지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두 다 자는 밤

에 앉아서 말도 못하고 울고 있었겠어요. 그걸 생각하니 머리로 스팀이

올라오고, 계속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게 해야 하나 생각하니 시골로

내려가자고 하면서 울었어라.

OO이가 힘든 건 제가 봤을 때,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처음에

OO이가 눈물을 흘렀을 때가 있었는데 아파서는 안 울거든요. 다른 애들

은 척수검사하거나 골수검사 한다고만 해도 소리부터 지르고 우는데 OO

이는 절대 안 울어요. 그런 일이 더 속상해요. 골수검사를 했는데 그때

도 안 울었는데 제가 아프면 말 하지 왜 안 우냐고 제가 막 울었어요.

속상하고 그러니까. 같이 울더라구요. 막 옆에서.

절박함

... 죽고 사는 문제 급박하니까... 병원에 있을 때에는 그냥 정신없이 애만

살리는 게 목적이고 괜찮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절박했어요.

뭐 하든지 말든지, 사회적인 제 기능을 못하더라도 낫기만 했으면 좋겠어

요.

불안감

...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 병은 거의 다 죽는 것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 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처음 진단 받을 때는 그 혹시 놓칠

수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제일 힘들죠.

가슴

아픔

나는 휴직도 못 하고, 나는 간호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생각해도 가장 가

슴이 아픈 게(계속 흐느끼면서 이야기 하심) 어린애를 혼자 두고 아침에

장평까지 출근하는 거예요.

혼자 토해 가지고 이불 쓰고 울고 남들 엄마는 다 있는데, 저 혼자(계속

우심).

갈등
... 단지 제 희생이 제일 컸던 거 같아요. 갈등도 심하고 제가 제일 힘들

었어요.

거부
우리는 제일 처음에 6인실은 안 가고 3인실에만 있었어요. 그때 환자들

하고 섞는다는 것이 도저히 내 마음속으로 수용이 안 되 버렸어.

소외감
실제 나도 주위에서 하는 위로들이 도움이 안 됐던 적이 많았었죠. 그

고통이란 게 .... 그 고통을 어떻게 짐작하겠어요. 한 다리가 천린데.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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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치료

과정

설명

부족

치료를 시작했을 때 제가 없고 엄마가 계셨는데 엄마한테 설명을 했는지

몰라도 아직도 물어 봐야지 대답해 주지 자세히는 잘 안 가르쳐 줘요. 구

체적으로 말 안 하시고 뭘 한다 그러지 뭐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는 안해요.

OO이도 답답하니까 물어보고 오라고 해요. 저도 궁금하니까 왜 하냐고

물어보고 오라고 해요. 저번에 방사선 치료할 때도 그때 저는 몰랐거든요

하는지. 근데 아줌마들이 주위에서 방사선, 방사선 이야기만 들었지 그걸

왜 하는지 뭐하며는 뭐 이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건 전혀 못 들었거든요.

그저 방사선이 있다고만 들었지. 근데, 방사선 했는데 어떤 꼬마는 방이

추운 것처럼 몸을 떨고 그랬다,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만 들었지 자

세하게는 몰랐거든요. OO이도 방사선 한데요. 아무 말씀도 없어서 갔어

요. 근데, 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 왜 하는 거예요 그랬

더니 뭐, 머리에 암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머리에도 방사선을 쐬는 거라

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거기까지 딱 말하고 말을 안 하시는 거

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하면 나쁜 증상 같은 것 없냐고 했더니 시원하게

말 안하시고 뇌염에 걸린다거나 목 붓거나 아프거나 근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꼬치 꼬치 물어 봐야지 말해주지 말 안 해줘서 답답해요.

지식

부족

그때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자주 안 다녔기 때문에 무슨 약인지,

무슨 약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 텁텁해 가지고, 그것들이 나와서 정말 놀

랬어요.

혼자 우리는, 혼자, 교수님한테 우리 애는 절대 머리도 안 깎을랍니다 했거

든요. 웃으시더라구요. 그 정도로 몰랐어요.

어쩐줄도 모르고 상황에 밀려서 엄벙덩범 보냈어요.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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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웃음

감소
아프기고 나서 웃던 게 덜 하죠, 아프니까.

가정

살림

엉망

....걔네들은 집에서 자기들이 밥 끓여 먹고, 옆에 친구들 와서 도와주고

하면서 사실상 엉망이죠.

입원이 너무 길어 버리니까요, 그게 가정 생활이 제대로 안 되더라구요.

가족의

불화

아이구 ! 처음에 한번은 내가 없으니까 지그 아빠가 그것한테 맘껏 잔소리

를 한 거제. 나한테 잔소리는 의례 것 들을 줄 알고 들었는데, 아빠하고

둘이 안 좋을라고 하더라구요. 아빠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맨날 나한

테 잔소리만 한다고 하고 지그 아빠는 왜 OO가 그냥 옛날 안 같고 더 말

을 안 들을라 한다고 하고. .... 그때 같았으면 좀 안 좋더라구요.

대인

관계

지지체계

부족

항상 부러운 것이 .... 부모 형제들, 나의 형제들 또는 남편의 형제들간에

그런 교류가 우리 집은 없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한테 오는 사람

이라고는 별로 없어요. 제일 부러운 것이, 부럽다기 보다는 좀 그런 것

이, 같은 형제들이, 언니 오빠나 동생들이나 형제들이 반찬거리 해 가지

고, 돈이 아니라, 도시락에 다 싸 가지고 같이 병실에 나눠 줄 때, 나는

아무도 없어 가지고(울먹임), 내가 항상 사서 돌려 줄 때, 그럴 때 계란

하나 삶아 가지고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경제적인

거 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 가지고 OO이도 그렇게 느끼고.

환자-

부모

관계

스트레스

근데, 병원비 나올 때마다 얼마 나왔는지 꼭 확인해요. 그런거요. 다른

애들은 어리니까 돈 걱정은 아예 안 하잖아요. 저번에 OO이랑 같이 들

어온 애가 걔는 골수성이라 OO이보다 더 많이 아팠거든요. 열도 나고

아무튼 안한 것 한 것 다 했거든요. 갸는 나갈 때 나가는 것만 좋지 병

원비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나 봐요. 어리니까. 어려서 그런 건 좋은데.

OO이는 커 가지고 자기 혼자 끙끙 앓아요 말 안하고. 물어봐야 어느

정도 말하지 말을 안 해요.

OO이는 커 가지고. 어쩔 때는 막 너무 어린애들이 부러워요. 그 또래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의료진에

대한

불만

OO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염증이 생겨 가지고 고름이 나와 가지고 제

대로 스케줄 못 나갔어요. 끊고 거기 치료받고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그

점이 좀 서운하고,.....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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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태

치료비

부담

치료비 때문에, 어머 어마 많이 들어간다는 그 치료비 부담이 크더라구

요, 시간이 갈수록 ..... 시간이 갈수록 치료비 부담이 크더라구요.

정말 이겨내기 힘들고, 우리가 사회복지만 되면 나는 휴직 바로 해 버리

고 최선을 다해 줘야겠다, 우리 신랑이랑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 와 달라고 했어요. 사회복지 그 양반한테. 우리집 한 번만 와 달라,

우리 집 사는 것 보고 안 해 줘도 좋으니 한 번만 와 달라. 그래도 오

지도 않더라구요. 그 부부교사라는 허울 좋은 빚 좋은 개살구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병원

접근성

문제

저도 여수에 있고 싶지 않아요. OO이도 그렇고 OO이 또래 걔는 중학

교 1학년인데 퇴원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있는 동안에(입원해 있는 동

안에) 열이 나서 여수에서 두 번이나 왔어요. 걔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자가용으로 막 밤에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차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

시니까 택시 밖에 없잖아요. 경비만 해도 몇 십 만원 하는데 병원이 머

니까 그럴 때 면 여수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까 생각하면 여수에 있고

싶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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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요법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

영역 문제 의 미 있 는 표 현

신체적

증상

성장

지연

키가 안 컸어요. 친구들은 더 많이 컸는데요. 병원 있을 때 안 컸거든요,

거의.... 친구들은 중 1때부터 목소리 변하고 그랬거든요. 좀 늦는 것 같아

요.

외모의

변화

머리카락도 새로 낳는데 잘 안 빠지고 머리 숱도 옛날보다 더 적어지고 얼

굴도 붓고 그런 게 안 좋은 거구요.

살 찌고, 손, 피부 색깔 까매지고 타격을 받은 부분은 살이 다 찢어지고...

구토

2차에는 계속 토하고 입원했을 때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계속 토하고 인

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항암제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만 봐도 토

했어요, 약 안 들어갔어도.

실신

내가 아무도 못 알아볼 때. ..... 엄마 추워 추워라고 말하고 정신을 잃었어.

사일동안인가 정신을 못 차렸어. 엄마도 못 알아보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

어. 나중에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했대요. .... 꼭 본드

먹은 사람 같이 행동하고 벌레가 기여 다닌다고 해서 시트를 하루에도 일

고 여덟 번 갈았대.

감염에

대한

위험성

.....수치 낮을 때 감염되기 제일 쉬운 거 아니냐고. .....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것이.....가장 감기를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결핵이 와 버리면 치료과정이

늦고 늦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은 실패율이 많다고 다 그래.

그때 물어 봤다고, 왜 우리 아이는 수치가 안 올라오고 계속 밑으로 있는

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 봤다고. ... 애는 그 만큼 힘들지. 힘들고 면

역성이 약하다는 얘기지.

날 음식 먹지 말고 끓여서 먹고, 애들은 반대로 먹지 말라는, 씻기 곤란한

것, 애들은 그런 걸 좋아해.

발열
근데도 스케줄 끝나고 어김없이 열이 났어요. 또 응급실 가고 열이 그냥

사십도가 넘게 이렇게 나 가지고 고생 엄청 했어요.

탈모

머리 빠지고 할 때 애들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조혈모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한단 말이 머리를 길- - 어 봐야겠다는 거, 그

말은 하데요.
주사에

대한

아픔

놀 때는 좋은데,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막 보데껴요. 그 주사를 천천히

놔야 되는데, 외래에서도 좀 빨리 놔 버리면 여기가(손등에서 어깨를 가리

킴) 아파 버려. .... 그것을 혈관에 바로 놓으면 보대끼고 계속 통증이 오고.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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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창피함

이렇게 되가지고 동네 돌아다니기도 챙피해서 거의 집에만 있어요. 동네

어른들이 걱정하는 소리도 고맙지만, 듣기 싫고 나를 모르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그립기는 한데 다 낫고 만나고 싶어요. 아픈 모습도 보이기 싫고.

우리 식구만 있을 때는 모자를 안 쓴데, 벨만 울렸다하면 모자를 얼른 주

서(주어) 쓰고 두건을 쓰고 있어요. 동생 친구들이 왔다 해 가지고 두건

안 쓴 모습을 보여 주면은 혼자 울고, 불고 난리 친 적도 있어요.

무력감

처음부터 내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도 내 맘대

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했지만, 지금처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을 느껴보기는 처음이에요.

의존성

의존적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남들에게도 도움만 받고. 건강해져서 갚아할 빚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

결여

타격을 받은 부분은....자신감이 없어졌어요. ... 그냥 모든 부분에서요. ....

같은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건강하지도 못 하지.

우울

내색은 잘 안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우울해 보이제.

그리고는 약간 침울해진 점이 걱정이 되요. 워낙 명랑한 아이였는데, 의기

소침해 있어요. 아직까지 치료일정을 어기는 일은 없는데 점점 심해져서

투병의 의지를 상실하면 어짤까 걱정도 되고요.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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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죽음이나

재발

놀램

... 입원했을 때 아는 애가 있었는데, .... 퇴원하고 나가서 죽었다는 소

식 듣고 놀라고 많이 놀랐어요.

무서움

그때 상황은 대개 힘들고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잘

기억도 그렇게 힘들다는 것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 듣고는 다시 기억 떠 올리면서 무서웠고...

두려움
말은 안 해도 힘들 때도 있고, 저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겠지요.

어른인 나도 겁나고 안정을 못 찾았는디.

충격

... 그 충격으로 막 울고 밥도 안 먹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디 이번에 계남이 친구 순재란 애가 죽었을 때 상당한 타격을 입었

는갑습니다. 나도 충격을 먹었는데 지는 오죽 했겠어라..

나이 먹은 사람은 별로 충격 안 받는데 이번에 21살 짜리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 좀 충격 받는 것 같아요.

흥분
씨, 아무생각도 안 났어요. 하늘이 노래지고 빙글빙글 돌고 가슴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아요.

슬픔
형이 속상해 할까봐 화장실가서 울었어요. 한 2- 3일을 밥도 안 넘어

가고 눈물만 나왔어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루룩 흘렀어요. .

갈등
이럴 봐에는 처음부터 고생 덜 하고 돈 덜 까먹고 집에 있는게 더 낫

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불확실성

재발에

대한

걱정

치료받을 때보다 받고 나서 내가 좋다가 재발할까 봐 그게 걱정이죠.

내가 다 해도 재발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걱정이죠.

재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려고 해요.
자립에

대한

걱정

.... 자기는 뭣을 해 가지고 살 건가 그런 생각이 걱정이 된가봐요, 되

기는.

미래

계획

수정 시

갈등

학교를 일단 졸업하고 재발이 없고, 막 근데 재발이란 게 없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확실히 하나 딱 집어 갔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해도 괜찮다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좋죠.

대학도 이제 서울로 못 가고(헛웃음). 음식 같은 것 조심해야 하니까.

집에서 하는 음식처럼 청결할 수 없으니까. 위생상태가 안 좋으니까.

객지에 나가서 살면 아무래도. 병 걸려서 1년 손해 본 게 가장 스트

레스고 그후에도 계속 엄마 곁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로 대학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포기하기까지 좀 힘

들었는데, 활동하는 것 무리하면 안 되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도

록 해야 하니까. 무리하면 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까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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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장기화

지겨움

병원 생활은 지금도 하루하루가 지겨워요.

차라리 어쩔 때는 엄마 차라리 죽어줬으면, 죽여줬으면 쓰겠다고 힘들 때

는, 머리 다 빠지고 힘들 때는.

심심함
그냥 또 심심하겠구나하는 생각해요. 심심하니까. 병원 오면 별로 제

또래가 없어요. 알고는 지내는데 친하지는 않아요.

답답함

병원 생활이 답답하고 할 일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뭐 하면서 시간 보

내기도 마땅치 않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기는 한데, 수치 떨어지면 그야

말로 꼼짝 못하고 병실에 갇혀 있어야 하니까요.

가족

관계

형제와의

갈등

제가 맨 날 병실에만 있으니까 부모님이 집에 안 들어오시니까 누나 혼

자 있잖아요. 누나 혼자 자고 아침에 학교 가고 그리고, 퇴원해서도 엄

마가, 부모님이 저만 챙겨주시니까 누나가 화내고 막 그래요. ... 아직도

문제가 돼요. 맨 날 그래요.

근데 입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언니가 하여간 OO이한테만 모든 걸

다 해 준다고 OO이 너 때문에 내가 배 아파도 아무도 식구들이 모른 다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미안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언니하고 동생한테 제일 미안했어요(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결국 울음).

미안함

부담스럽기까지는 않고, 형한테 제일 미안해요. 나 때문에 직장도 그만

두고 내려와서 병간호하고 있으니까요. 형도 형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텐데 나 때문에 못 하게 되어서 제일 미안해요. 농사짓고 있는 부모님한

테도 돈을 너무 많이 까먹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병원

생활

반복되는

일상

하루하루가 똑같으니까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야기 할

상대 부족
마음 털어놓고 이야기 할 상대가 없긴 한데요.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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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격리

학업중단

2차가 끝나고 3차부터는 병원만 왔다갔다해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병원

만 왔다 갔다 하는데 1주일에 한 번 계속 빠른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했

기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고, ....
활동력의

저하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 쉽게 피곤해져서 옛날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 것

도 아니지만.

성격

변화

버릇없슴

근데 아프고 난 후로는 버릇이 좀 없어졌다고 해야 하나 좀 그런 건 좀

있죠.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저한테 매달리고 저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버릇이 좀 없어졌어요. 아픈 애들이 보면 대부분 다 그러더

라구요.

자기중심

적

급하고 좀 성질을 잘 부리고, 짜증을 잘 부리고. 언니하고 있을 때 더

그러고. 글 안한 사람도 싸우겠지만. 자기중심적인 편이예요. .... 그래

도 성격은 급하고, 아무래도 아프다고 뜻을 많이 받아 주니까 아무래도

좀 지나칠 때가 있긴 해요.

다른 건 모른데, 음식을 먹고 싶다하면 기어코 먹어야 되요.
대인

관계

사교성

부족

OO는 거의 말을 안 하니까, 다른 환자들하고 걔는 거의 말을 않고 지냈

어요. .... 근데 병실에 가면 별라(유별나게) 말을 더 안더라구요.

학업

학교생활

에 대한

갈망

다른 애들 같이 학교 가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고, 놀고 싶다는 그런 얘

기했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따분해 가지고 친구들 보고 싶고, 그

런 얘기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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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죽음에

대한

위기

의식

연령차이가 없어. 죽어 나가는 디(데)는 젊었다고 안 주고 뭐 어리다고

안 죽고 그런 것도 없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도 타격을 많이 입제.

그럴 때마다 남일 같지 않고 내 일이다 이런 생각드니까.

저는 다 모른디 10정도 죽었어. 우리 오기 전에는 얼마 죽었는디 몰라

도 한 병실에 왔다 갔다 한 께 항상 여기 맺혀 갔고 있제 가슴에 아이

고(한숨). 행여나 행여나 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자 운명이니까. .... 그리

고 사는 것만 문제고 끝나도록 내 목숨 떨어질 때까지 목숨 붙어 있는

것만 바래. .... 치료받으면서 행여나 어쩔까 어쩔까 그 맘 밖에 없어.

긴장감

...항상 집에만 있다가, 혹시 애가 벌벌벌 했죠. 혹시나 어쩔까 싶어 가

지고.

왜 걱정되는 게 없겠어요. 항상 걱정이지요. 항상 혹시나 혹시나 하고

항상 조마조마해요. 살 얼음판에 두고 온 기분이지요.

예후에

대한

의문

낫는다는 보장도 없지, 끝도 갔도 없지, 그게 제일 힘든 일이지. 누가

단정도 안 지어주는 것이제...... 낫는다 확정적인 근거도 없는 거 아니냐

고. 낫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언제 죽을지도 몰라 저것

은 또 죽는다고 보장도 없는 거고, 안 죽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방사선

요법의

부작용

에 대한

걱정

앞날 생각하면 걱정되죠. 앞날이 그거 해 가지고 고개를 흔들어요. 우

리는 방사선 치료까지 해 놔서 엄마 생각은 지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 가지고 그런 그것까지도 앞날을 생각하면 그런 것도 참 염려되거든

요.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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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항암제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

재발하면 어쩌나, 낫는다고 해도 제대로 제 구실할 수 있을까. 모든 사

람이 암에 걸리면 불행해지겠지만, 이 애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창창한데, 치료한다고 해도 완전히 낫는다는 보장

도 없고 어느 정도 불편이 남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직장도 가져야 하

고, 결혼도 해야하고, 자식도 낳아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될

지도 모르는 일이고.

혹시 여자로서 결함이 생길까 걱정이 되요. 걱정 많이 하제.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해. 결혼하지 말고 나하고 살자고. 일부러 저(가영이)한테

해 줘요. 피임약을 계속 먹거든요. 지금 그런 것도 그러고 그전에 하

나 애기도 산모도 다 죽은 걸 봤거든요.

재발에

대한

걱정

재발왔다 하면 그게 힘들죠. 앞날이 그거 해 가지고 고개를 흔들어요.

재발할까 싶으니까. 1년 이내 재발이 높아서 공부하면 힘들어서 힘든

께 재발한 것 같아서.

재발 와 기지고 치료하다 갔다 그런 얘기 들릴 때는 착찹해요. 그냥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재발 와 가지고 치료하다 갔다 그런 얘기 들릴 때는,....그럴 때는 갑갑하

죠.

닥쳐올

상황에

대한

두려움

쟤가 만약 뭔 일 있으면 어쩔까하는 그런 두려움. ... 만약에 쟤가 재발

이 와 가지고 안 좋은 상태로 병원 오면 어쩔까, 병원에 오면은 누구

갔다, 누구 갔다 그런 얘기 들리잖아요.

좁고도 넓은 데 알제. 백혈병 걸린 지 알제. 진짜 처음에는 아무한테

안 알리고 싶었는데 입에서 입으로 광주시내 바닥이라 알 사람은 다

알제. 혼담 나올 때 지장 있을 것이고. 나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립에

대한

걱정

평생을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쫒아 다니면서 엄마가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그것만 한다면은 걱정이 안 되요.

다 아픈 애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을란가, 진짜 부모들이 없으면 부

모 있을 때는 그거 해 주는데 부모들이 없을 때는 저 애들이 어떻게 살

아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갑갑해요.

미래

계획

수정 시

갈등

원래 서울 쪽으로 대학, 서울대학교 갈려고 했는데 아프면서 포기하라

니까 그것도 스스로 (포기했어). 지도 속상하지만 병이 좀 크니까 적당

한 병 같으면 속이 더 상했겠지만 이 정도되면 지가 포기했어요. 나는

서울로는 죽어도 못 보낸다 내 밑에 있어야지 재발도 되고 하는데.

자퇴처리 할 거예요. 내년에 낫게 되면 검정고시 봐 가지고, 학교는 힘

들어서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해서 못 다닐거예요. 저도 미련있고 나도

미련 있어 휴학 처리했는데.... 그래도 조까(조금) 서운한 것 같아서 느

낌이 서운한 것 같아요, 퇴학처리 하자니까. 우선 휴학처리 했어요. .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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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제 의 미 있 는 표 현

치료

결정

치료과정

결정 시

갈등

조혈모를 하려고 하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좀 많긴 했는데 멍하니

누워 있다가도 구술같은 눈물을 뚝 떨굴 때마다 그냥 집으로 데리고 가

버릴까 여러 차례 갈등했지라. ...

치료하면서 계속 더 힘든 고통이 있을텐데, 그럴 때마다 상처받을 걸 생

각하면 속상하지라.

말을 안 하니까 몰랐어요. 하루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OO이가 혼

자 앉아서 울고 있습디다. 속이 상해서 왜 우냐고 소리를 쳤어요. 아프

면 형 깨워서 간호사라도 불러오게 하지 왜 청승맞게 울고 있냐고 소리

를 치다가 둘이 부둥켜안고 울었지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두 다 자는

밤에 앉아서 말도 못하고 울고 있었겠어요. 그걸 생각하니 머리로 스팀

이 올라오고, 계속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게 해야 하나 생각하니 시골

로 내려가자고 하면서 울었어라.

치료포기

에 대한

생각

질병의
일반인의

잘못된

인식문제

방송에서 백혈병은 항상 죽는다고 나오는 게 참 싫어요. 완치된다고 생

각하고 있는 애한테 방송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항상 백혈병으로 죽는

모습만 보이던지, 어렵게 투병생활하고 있는 모습들만 나오니 희망을 주

지는 못할 망정 가지고 있는 희망까지 꺾어 버리게 되드만요.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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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제 의 미 있 는 표 현

가족

관계

형제

관리에

어려움

둘째 애가 바로 중3짜리, 걔가 사춘기 딱 접어들면서 OO가 아프니까 걔

를 잡기가 힘들더라구요. 걔가 공부를 참 잘 했었던 애였는데 지금은

중상, 하로 떨어졌어요. 걔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형제의

불만

.... 우리 집의 모든 일들이 쟤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누나가 불만이 상

당하죠. 인제 누나도 인자 사춘기, 고2데 누나가 많이 힘들어 해요, 그

때문에.

나머지

아이에

대한

소홀함

저 애한테만 너무 신경을 써 버렸어요. ... 나머지 두 아이도 참 중요하

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아이 관리, 그 아이 학력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때 소홀히 했다고 봐야죠. 두 아이에 대해서, 학력 면에 뒤쳐진

부분들이..... 급하다보나까 급한 쪽으로 가 버리니까 나머지 두 아이한테

소홀히 됐죠. ... 남동생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다녔는데, .... 길러 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지 그렇게 냅도 버리니까, 숙제만 겨우 보고 그랬더

니 이렇게 오면은 밖으로 축구하고 놀고 하고 그런 습관이 길러져 있더

라구요.

동생도 사춘긴데 좀 그러기는 하죠. 등치만 크지. 엄마 보호만 받다가

저도 고달픈가봐요. 내가 직장에 다닌 것도 아니고 완전히 뒷바라지

해 주다가 혼자 일어나서 챙겨서 학교 가려니까 어쩔 때는 짜증내기도

해요. 잘 타이르지요. 이것은 나랑 같이 있은 께 집에가 젤 걸리죠.

지 아버지도 일 나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 먹고 저녁에 와서

혼자 먹는데 빨래도 하고 그래야니까. .... 아무래도 동생이 스트레스 받

죠.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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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제 의 미 있 는 표 현

병원

환경

격리문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다른 환자를 입원시켰을 때 좀 께름직하더라구요.

그렇게 기침을 하고 난리를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금방

들어갔다 나가 버리고 금방 들어갔다 나가고 별놈의 사람 다 집어넣고 하

니까...... 백혈구 수치가 이백, 삼백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병원 시설

낙후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 시설이 좀 떨어진 것 같애요. ..... 불

만이긴 하죠. 시설 면에서 좀 투자를 해 가지고 깨끗하고 그랬으면 좋겠

어요.
병원구조

상의 문제

처음에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병원 건물이 복잡해서 약국이 어딘지,

검사실이 어딘지 정말 찾기 힘듭디다. 병원 생각하면 골치부터 아퍼요.

대기시간

지연

입원해 있으면 그래도 차라리 나은데, 시골에서 새벽밥 차려 먹고 아침

일찍 광주 올라와서 하루종이 의사 한 번 만나 보려고 기다리는 것 생각

하면 화가 나요. 그 10분도 안 되는 시간 얼굴 좀 보려고, 잠 설쳐가며

아픈 애기 데리고 올라와서 하는 일이라곤 기다리는 일밖에 없어요.

대인

관계

의료진의

교체

주치의도 2개월마다 바꿔 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들은 대부

분 말을 안 듣더라고.... 처음이다 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더라고. 제일로

어려워요. 의사들이 항상 바뀐 게.... 인턴들이 단 바꿨을 때 처음 좀 , 그

때 좀 안 좋더라구요.

의료진에

대한 불만

저번에 뭐가 잘못 됐는지 항암제를 다 버리고 다시 맞은 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러지 않아도 될텐데. 화가 나서 과장님한

테 한소리 하려다가 참았서라. 한 두해 OO이가 치료할 것 아닌데 괜히

미운 털 박힐까봐 참기는 했지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러겠냐고

요. 돈도 돈이지만, 잘못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 우리들은 뭐

모르고 여기에다 목메 달고 있는데 너무 무신경하게들 일처리를 할 때가

잦아서 서운해요.

주위사람

의 무례함

아무튼 환자 부모들 사이에도 약간의 서로간의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 그럴 때 좀 너무 엄마들이 보면 예의가 없다고 해야 하나.... 엄마가

좀 무례하고 이런 엄마를 만나면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내 아이가 안 좋

을 때, 대부분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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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단계에서 청소년기 암환자의 문제>

영역 문제 의 미 있 는 표 현

신체적

증상

활동력

저하

학교생활이 좀 무리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 1,2교시 빠지면요 공부

못 따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고 그래요.

예전만큼은 힘들어서 못 뛰어요. 좀 불편해요. 많이 뛰고 싶은데 힘들어

서 다리 힘 빠지고 못 뛰어요.

피로

아프기 전보다 훨씬 피곤해요. 학교 한 번 갔다오면 피곤해요.

학교생활이 아직은 저한테 피곤하죠. .... 근데 상당히 피곤하죠. .... 아직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체력이 안 따라 주니까 피로 가지고 갔다오면 가방만 팽겨쳐 놓고 사실 자

고 나서 활동을 하고, 피로가 쉽게 오데요, 애들은.

부종
스테로이드 치료해서 부었잖아요. 버스 탈 때도 힘들고 막 그랬어요. 발가

락이 부어서 통근 치료할 때 학교 다니잖아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성장

지연

치료하고 나와서 보니까 그 애들이 OO보다 더 컸더라구요. 정말 속상하데

요 그것도. 더 많이 컸어요. 변성기도 오고 다 이렇게 왔어요. .... 안 아

팠으면 더 컸을 것 같애, 생각에. 다른 친구들은 훨씬 적던 애들이 더 커

져 버렸어요. ....항암제 때문에 니가 좀 덜 컸는갑다 하는 생각은 해요.

키가 안 컸어요. 지금 자기 그 중학교 3학년 나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키

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아마 우리 큰 애도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인자

딱 재 보면 안 커요. 키가 안 커요.

무리

그런데, 우리 애가 성격상 뭐를 숙제해 가지고 가야 한다면 분명히 해 가지

고 가야 돼요. 안 해 가지고 가면 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성

격상. 그것이 나는 좀 안 좋더라구요. 부담스럽고. ... 그것이 나는 제일

스트레스예요. 밤 11시까지 막 붙들고 하고 하는 거예요. 무리가 좀 있었

던 것 같아요, 그때.

오심 속이 항상 미식 미식하고 그런 가 봐요.
시원한 해물탕, 매운탕,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통태국 같은 거 얼큰하게

끓여 주라고 하고. 지금도 병원에서 막 나왔을 때부터 계속 그런 걸 찾아

요. 소 뼈 같은 거는 안 먹을라고 해요. 질려 가지고, 병원에서. 아예 안

먹으려고 하고. 그때 병원에서 피자를 그렇게 먹고 싶어 해 가지고 피자를

시켜 주라고 그랬는데, 그때 질려 버렸는가 지금도 못 먹어요, 지금도. 피

자 같은 건 못 먹어요. 엄마 나는 병원에서 질려 가지고 지금도 피자만 보

면 속이 토할란다고. 친구들하고 피자 클럽에 가면 지 친구들은 피자만 먹

는데 지는 못 먹는다고.

음식

취향의

변화

면역력

저하

음식을 먹는다든가 조금만 뭐 그 감기가 든다던가 하면 제일 먼저 와요. ....

병에 빨리 걸린다던가. 그리고 잘 안 나아요.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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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제 의 미 있 는 표 현

신체적

증상

다리

휘어짐

그리고 쟤가 빈크리스틴 그것 맞을 때 손도 그랬지만, 다리가 약간 휘어

졌어요. 원래 안 휘어진 애거든요. 왜 휘어졌는가 확실한 이유는 잘 모

르겠어요. 휘어졌어요.

지금도 다리가 아프고 빈크리스틴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디, OO

이는 그 약 들어갈 무렵에 화장실 가면 딱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벌리고 걸어가다가도 일어서지 못하고 꼬구라져 가지고 피가

(를) 묻혀 버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마 그 약이 그렇게 독한가 봐

요.

요통
요즘에는 비 올라하고 어쩌고 날씨가 좀 이러잖아요, 엄마 허리 아파, 허

리 아파, 완전히 병이 생긴 것 같아요.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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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제 의 미 있 는 표 현

질병의

만성화

지겨움
대개 먹기가 싫어 가지고 그냥 일부러 안 먹었어요. 지겹기도 하고 그날

따라 대개 먹기가 싫었어요.

지침

이제 병원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너무 지치죠, 인제. 언제나 끝날까 하

는 생각도 하고 .... 하도 (피) 빼니까 빼라면 빼라는 식이고, 병원 가기도

그렇게 오래 되서 무섭지도 않고, 병원 가는 날 오면 그렇게 가게 되고,

지칠 뿐이예요.

과보호

제가 좋아하는 건, 과일도 수박이나 껍질 두꺼운 귤이나 먹지, 미니 토마

토나 딸기, 포도는 손도 못 대 봤고 다른 것도 손도 못 대 봤고,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도 엄마, 아빠는 제대로 안 사주세요. 전 또 방에 와서 울

고, 옛날 기억도 나고요. 또 울고, 못 먹는 것도 물론 슬펐지만 지금은

다 괜찮은데 너무 나를 아직도 나를 옛날처럼 보호하시려는 게 싫었고,...

자살에

대한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고, 학교 생활 힘들

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왜 살아야 하는 걸까 하면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고, 이렇게 힘들면서 살기는 싫단 생각도 해 봤고, 살기 싫다는

생각도 많이 해 봤어요. ...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살려 주셨을까 그런 생

각도 해 봤고, 살기 싫다는 생각도 많이 해 봤어요, 힘들 때는, 많이 힘들

때는.

<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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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제 의 미 있 는 표 현

자존감

병명을

은익함

애들이 있어 가지고 말못하고....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엄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오는 것 안 좋아해요 저는.

혹시 사람들이 절 이상한 눈으로 볼까 봐 그런 게 있어요. ... 남한테 막

알려지고 이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안 해요.

혹시 또 선생님이 말해 가지고 전교생들 모아 놓고 조회시간에 그런 말하

는 거 아니죠. 그러면 학교 안 다녀요 이러더라구요.

지금도 말 안 해요. 그 아팠던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가 말 안

하려고 해요.

.... 지가 그 병을 감출라(려)고 그래요. 요즘 왕따 있잖아요.

.... 그걸 알면은 지가 왕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담임 선생

님한테도 일체 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애들한테 확실히 말할 순 없고, 또 여자 아이고, 학교에다 말 해 버리면

전 교생이 다 퍼져 버리고 저도 학교에서 앎으로써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게만 해 주라고 하는데,....

인제 나이가 한 살 지 친구들보다도 한 살 많죠. 그 부분을 감출려고 그

래요.

부담스

런 주위

시선

연민의 눈으로 보는 게 싫고 부담되요.

애들이 좀 이상하게 봤어요. 그래 가지고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신경 쓰이고 그러는데, ....

혹시 사람들이 절 이상한 눈으로 볼까 봐 그런 게 있어요. 백혈병이라면

사람들이 얼추 상상하기에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식이. .... 그러니까

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이 자기를 그렇게 볼까 봐 그런 마음

들이.

평범함

에 대한

동경

보통 내가 하던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하고 싶은데.... 내가 아프다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프다고 너무.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그냥 튀고 싶지도 않고, 다 나았잖아요.

교사가 되고 싶고, 남 못지 않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 꿈

이예요

계단 오를 때 숨차서 힘들고, 체육시간에 애들 운동하는 거 보고 앉아

있을 때 부럽기도 하고.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외래 다시 올라고 점심 먹고. 애가 눈물이 고여

있더라구요, 눈가에가. ..... 엄마 차에서 유리창을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가는데, 그렇게 부럽더래요.

근데, 쟤가 가장 원하는 것은 건강한 저 또래 애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

기를 가장 원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파요

창피함
그리고 몸무게가 늘어서 창피하기도 했어요. 부어서 힘들고 창피하고 무

리되는 면도 있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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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미래계획

수정 보류

아직 생각 안 해 봤어요. 아프기 전에는 경찰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요, 아프고 나니까 그런 거 하는 거 힘들잖아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장래 그런 것 생각 안 하고요, 하루, 하루, 내일 생각 그런

것 정도만, 미래 생각 그런 건 안 해요.

운동하면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생각

을 아직 못 하겠어요. 4년 뒤에나 평상시 사람처럼 될 거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인제 미래가 걱정되죠. ... 또 아이 낳아서 똑같은 경험 당하기 싫으면

낳지 말라고 글고, 제가 커서 잘 살 수 있을지, 이런 것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그냥 혼자 살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걱정되고 미래도 걱정되

고,....

언제쯤 확실히 완쾌가 되는 것인가.

지금 재발시기니까, 재발이 가장 걱정되고 재발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 재발되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재발과 죽음에 대한 걱정(다시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재발했

대요. 재발했다는 소리도 무서웠고, 나도 재발하지 않겠지, 않겠지 했

는데, ....

지금도 재발했다는 소리 들으면 걱정되고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나 그

런 생각들고,....

누가 죽었고, 누가 재발했다 그런 소식 들어요. 타격이 상당히 있죠.

근데 안 믿겨지죠. 대개 그때는 건강한 것 같은데.

재발에

대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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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

과정에

대한

의문

예후에

대한 의문

이것이 끝도 갔도 없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언제가 주의 기간인거예요?

환경을 바꿔주면 체질이 개선된다고. 맞는가 틀린가 잘 모르겠어요?

피부가 굉장히 좋은 피부였는데, OO이는 지 말로도 정말 엄마 나는 다

망쳤어. 근데, .... 그건 언제까지 그럴란가 모르겠어요?

진학지도

시 의문

앞으로 진학지도를 할 때 아프니까 크게 욕심을 부릴 수도 없고, 그렇

다고 사람은 꿈을 먹고사는데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꿈을 심어줄 수 있

는 면으로 이끌고 싶은데, 마음을 비운다고 무작정 아프니까 너하고 싶

은대로 해라 하기는 부모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 질

문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문

또 한가지 궁금한 걸 물어 볼께요? 혹시 여자나 남자나 완쾌됐다고

하고 결혼 적령기 돼서 결혼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건

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런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여자로서의

삶에 대한

걱정

엄마 생각인데, 성숙한 여성으로서 혼인 연령이 됐을 때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정말 지를

좋아하는 남자가 죽고 살고, 남자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 중매로 한다

고 했을 때 힘에 부딪힐 것 같애요. 그럴 때 정말 평생 지 스스로 경

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정된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

요.

두 번째로 결혼하더라도 애기를, ...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요.

직업을 전문직으로 가져 가지고 계속 가급적이면 또 결혼을 안 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지가 또 그런 아이를 낳는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요. 그러니까 아이는 가급적 안 낳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은 하되 나이든 남자한테 시집가라고 그래요. 애는

절대 안 낳으면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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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학업

따라가기

힘듬

알면은 하고 그럴건데 기초부터 안 됐으니까 따라 가기 힘든데다가. 지

금 빠져 버리니까 그것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골등은 안 하지만 따라 가기가 힘들죠.

첫 시험 봐 봐야 알겠어요.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1년을

쉬어서 1학년 때 걸 다 잊어 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수업 따라가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성적은 중간 정도였는데, 지금 예상 성적은

하위권.

휴학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가 하기 싫대요. 다녀야 된다고. 좀 힘

들었죠.

흥미

결여

계속 학교 빠지니까 계속 학교도 하기 싫어지고. 뭘 알아야 배우죠.

... 공부에 취미가 없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 공부에 별 취미 없드

만.

... 공부에 취미가 없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 공부에 별 취미 없드

만.

한 번 공부할 때 애들이 공부를 안 해 버리니까 멀어지더라구요, 공부에

서. 반대로 더 잘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애는 더 멀

어졌어요.
좌절 취미 딱 붙여 가지고 탄력을 받을 시긴데, 아퍼 버리니까 좌절해 버려.

성적에

대한 걱정

걱정되는 일은 시험 잘 봐야 하는데, 못 보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엄마가

못 보면 혼낸다고 했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건 성적이요. 성적이 예전처럼 안 나올 것 같고.

성적은 중간 정도 였는데, 지금 예상 성적은 하위권.
숙제

스트레스

그리고는 스트레스는 숙제가 많거든요. 피곤해서 일찍 자야하는데, 숙제

해야 하니까 잠을 빨리 잘 수 없어요.

지나친

학구열

욕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사실 아프고 난 후로부터는

정말 꿈이 있어 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욕심이 있어 가지고.

사실 지 언니는 시험기간에도 태평하게 자는데, 엄마 저는 언니가 이해

가 안 가요. 그러면서 새벽 두시까지, 세시까지 공부하고 ... 전 과목을

하라니까 힘들어요. ...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욕심을 버려라, 너는 너

무 욕심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잘 안 된가 봐요.

공부를, 대학교를 갔으면 하는데 그런 걱정. 이렇게 아파 갔고 있으니까

내가 전문적으로 대학교를 꼭 다른 사람보다는 대학을 가 가지고 그걸

해야되겠지- 잉......돈이 없는 데 어떻게 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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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관계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새로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도 약간 두려워요. 후배하고 친하자니 친구

들이 좀 그러고, 너무 잘 해 준다고 그러고, 선후배관계 그런 게 있거든

요.

지금 2학년 애들은 다 착한 것 같고 지금은 잘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괜찮고, 또 지나면 어쩔 줄 모르겠어요. 1학년 처음에는 이상 없

었는데, 중간고사 치르고 나서부터 시작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

금은 괜찮지만 또 그러지 않을까 지금 1학년 때도 그랬으니까 그러지 않

을 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2학년 때 잘 버틸 수 있을까....

놀림

머리 같은 거 없잖아요. 애들이 놀리고 그러거든요.

남자애들처럼 길어 가지고 모자 항상 쓰고 다니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짖궂은 남자애들이 어느 날은 막 홀라당 벗겨 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울고 오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지 스스로는 많이 상처

가 됐겠지만,....

따돌림

.... 그런 것 때문에 차별한다고 그때부터 애들이 시작했어요. ... (선생님

이) 나가시면 애들이 저 앤 또 안 때렸다 막 안 때렸다(소근거렸어요.

애들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선생님 저 때려 주세요, 그랬어요....(울

먹이기 시작) ....너무 소근대고 너무 많이 막 울다가 너무 충격 받고 계

속 참기 힘들어서 울다가 쓰러져 버렸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1학년 때 많이 따돌림당했었고, .... 다서, 여섯 명씩 지

들끼리 막 모여서 제 욕하고, 쟤는 항상 그런다고, 선생님들이 차별한다

고 하면서....

복학했다고 왕따 당하기도 싫었고 따돌림당하기도 싫었고 해서 여러 가

지로 싫었어요.

친구의

무시

....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공부도 못한 것이 그렇게 저를 무시하는 거예

요.

계속 무시하다가 어느 날 애들끼리 와서 너 왜 복학했냐 글더라구요.

아무말도 안 했죠. 뭐 머리가 미련해서 그랬겠지 막 계속 무시를 하더

라구요. ... 1학년 때가 너무 힘들었고 또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하다 못

해 그렇게 견디가가 보니까....

선생님의

배려 부족

제가 말하지 않으면 먼저 알아서 해 주시지 못 하죠.

저는 무리가 되는데 이 선생님이 안 보내주려고 그냥 같이 있으라고 막

꼭 그래요.

쉬는 시간에 쉬어도 되지 않냐고 막 그러는 거 있죠(황당하다는 듯 숨이

거칠어짐).

나이 어린

급우

인자 학교생활 적응하기가 지가 조금, ..... 지고 아직까지는 지 마음속에

말은 안 해도 그런 게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애들이 꺼리고, 애들이 아무

래도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도 거리감이 있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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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스타일

의

변화

수업시간

의 변화
체육시간에 하기도 그렇고 체육시간에는 거의 앉아만 있었죠.

일상습관

의 변화

변화된 상황은 지네들이 마시면 제가 목마르잖아요. 그래도 잘 안 마셔

요. 목말라도 참고 그래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니까요. 맨 날 한 12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다가

맨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학교 가기 싫고요, 그래요.

친구들하고 점심 먹는 거,..... 저는 제 거만 먹어요. 친구들 거 안 먹고.
과외활동

의 변화

집에는 이제 노는 시간이 없잖아요. 놀고 뛰놀고 친구 만나고 그런 시

간이 저 한테는 없으니까.

사회적

격리

잦은 결석

학교 결석이 잦죠. 지금 이렇게 3월 달에 이러고 있을 때 수업 진도가

반은 나가 버리고. 학교 다니는데 불편한 거 밖에 없어요. 자주 입원하

고, 자주 병원 와야 하는 것.

학업중단
초반에는 학교가 문젠가 했는데 갈수록 1년을 쉰게 타격이 큰 것 같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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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지역사회 복귀단계에서 가족의 문제>

영역 문제 의 미 있 는 표 현

불확실

성

재발에

대한

두려움

근데, 솔직히 지금도 불안해요, 마음으로. 왜냐면 워낙 저 병이 재발률이

높은 병이라 지금도 하루, 하루가 두렵고 그래요.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마음의 부담이 없는데, 그런데 수치가 조금,

애가 감기가 왔다든지 좀 상태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걱정은 돼요. 그

래 가지고 수치가 조금 다른 때 비해 높고 그러면 걱정은 되죠.

정말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 재발이 와 버리면 어떻해요. 정말 그게

더 두려운 거지,...

혹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 그럴 때는 정말 혹시 재발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재발이 없으면 다행인데, 다른 애들도 재발을

이렇게 막하고 그러니까 정말 무사히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으면 하는 바

램 뿐이예요.

나는 많이 걱정이 되요. 우선 결혼할 때까지 첫째로 절대로(강조) 재발하

지 않았으면 좋겠고,...

친구들하고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게 걸려서 안 했으면 하죠. 아직은

엄마, 아빠는 회복이 다 안 된 상태라 몸에 무리 갈까봐.
감염에

대한

걱정

걱정되는 건 감기라도 와 가지고 아파 버릴까봐 그런 게 제일 걱정돼요.

수치 안 좋을 때 그럴 때 걱정되죠.

사회

지지

체계

병명을

감추려

함

사실은 모임이 있는데, 치료 끝나면 당연히 모임에서 활동하고 그래야 하

는데, 거꾸로 말하면, 자기 애들을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거든요. 거

꾸로 말하면 오히려 마음적으로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나중에 혼인

문제도 있고, 생길 일들 생각하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교

환부족

OO이가 병원에는 질렸겠지요. 또 입원해 버리면, 병원에 가면은 백혈은

한 일주일, 병원에 가면 일단은 일주일 입원이 되 버리거든요. OO이가 아

니 저 안 갈래요, 너무나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안 가도 괜찮다고 막 그

래서

도와주

신 분에

대한

미안함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는 미안한 생각이 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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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 조사지

인사의 말씀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에서 아동간호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으로서 소

아암으로 투병중인 환자치료와 간호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소아과 간호사로서 근무했던 시절 환아들과 부모님들의 요구에 성의껏

돌봐 드리려고 하였으나 항상 그들의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 당황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아동 자신이 인지하는 문제와 보호자가 인지하는

문제와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가집단이 인지한 문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질병이 장기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초기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어려움을

사정하여 진단시부터 시작되는 예방적인 전략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지

역사회와 학교로 돌아와서 적응하고 재활하는 것을 돕는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각 집단에서 확인하여 어려운 질환으로

투병중인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건강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생

겼습니다. 소아암 환자 중 청소년기 환자를 대상으로 선택했던 것은 질병과 발달

적 과업 두가지의 도전에 노출되어 있고 이유 없는 반항의 시기로 치료과정에 가장

비협조적인 시기임이 문헌에서 보고되었고 비협조적인 태도가 치료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바쁘신 줄 알지만 앞으로 임상에서 청소년기 소아암 환자를 치료

하고 간호할 후배들에게 지침이 될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오니 임상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1개월) 검토하셔서 좋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최 자윤 올림

- 122 -



A . 다 음 에 간 단히 답 해 주십 시 오 .

1. 연령은? 만 세

2. 결혼상태는?

2. 최종 학력은?

3. 종교는?

4. 소아과 간호사 경력은?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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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다 음 질 문 에 자유 롭 고 형 식에 구 애 됨 없 이 기 술 하여 주 십 시 오 .

(실제 ca se를 예로 들어 설명하셔도 됩니다.)

1. 청소년기 암환자(만 12세에서 만 18세를 기준)를 치료나 간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질병으로 인해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 스트레스, 증상, 불편감,

불이익 등에 대해 단계별로 기술해 주십시오.

(신체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의 문제 포함)

진단단계

관해유도 단계

유지요법 단계

지역사회 학교 복귀단계

2. 1번에서 기술했던 문제나 어려움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평상시 생각했던 방법이나 실제로 사용해서 효과를 얻었던 방법 포함)

3. 이들 대상자들이 질병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삶의 영역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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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ST RA CT >

D e v e lopm ent o f a T re atm ent S t ag e b as e d N urs in g

Int erv ent ion P rot o c ol for A do le s c ent s w ith Can c er

Ch oi , Jay un

Coll e g e of N u rs in g

T h e Gradu ate S ch o ol

Y on s e i U n iv ers ity

T he m 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 o dev elop a nur sin g int erv ention prot ocol

for adolescent pat ient s w ith can cer an d their fam ilies ba sed on th eir tr eatm ent

st ag e. Nur sing problem s w ere ident ified by liter ature review , in - depth

int erv iew s w ith 10 adolescent pat ient s , 9 fam ily m em ber s , and 9 nur ses w orkin g

on a pediatr ic w ard. Int erv iew s w ere done at on e univ er sity affiliated h ospit al

locat ed in southern part of Korea from April 1999 t o April 2000. U sin g a

structured qu est ionnair e, adolescent pat ient s w ere asked t o ident ify problem s

they h ad to deal w ith at each stage of th e can cer t r eatm ent . T he fam ily

m em ber s an d nur ses w ere asked t o ident ify th e problem s th ey noticed in

adolescent pat ient s an d fam ily m em ber s . T he cont ent of the in terv iew w as

an aly zed t o ident ify the list of problem s an d it w a s compared w ith the problem s

reported in the lit er ature. T he nur sin g in t erv ent ion prot ocol w as dev eloped

based on a tr eatm ent st age .

A ccording t o th e fin ding s of the in terv iew s , durin g the diagnosis stag e,

adolescent s and fam ily m em ber s experien ced difficulties in decision m aking .

Durin g the in duct ion st age , adolescent s ex perien ced comm on phy sical problem s

as sociat ed w ith chem oth erapy , su ch as n au sea an d v om iting . Durin g th e

m aint enance st age, adolescent s ex perienced lon eliness and social isolat ion from

peer s an d low ered self- esteem . An d at the tim e of school r eentry , they h ad

difficult ies w ith academ ic w ork , fear of relap se, and lack of self - confiden ce.

F amily m em ber s ex perienced guilty , helplessn ess , pow erlessnes s , financial

hardship .

It is sug gested to im plem ent this nur sin g in terv ent ion protocol and revis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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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cessary t o provide bet ter nur sin g care . It is also sug gest ed to dev elop an

indicator t o m ea sure nur sing outcom e of this prot ocol.

key w ords : adolescent w ith cancer , cancer t r eatm ent st ag e based nur sin g

int erv ention prot ocol dev elopm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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