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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한 강의로 처음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셨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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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청소년 간호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논문의 내용

을 더욱 알차게 해 주신 김선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잔뜩 힘들어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세

심하게 일일이 지도해 주신 현명선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교수님의 경험과 지도로 인해 제가 순조롭게 논문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참여자 선정에서부터 자료수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병인 교수님께 깊

이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주제에 대한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은 제가 연구

참여자들을 이해하고 논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렵게 연구 참여에 동의해 주신 청소년들과 보호자들께 감사의 말 을 드립

니다. 남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은 경험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참여가 간질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의 어깨가 무거워짐을 새삼 느

꼈고, 논문을 진행하는 과정 내내 마음 속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의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신 간질클리닉의 고은숙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일

이 있을 때에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데도 기꺼이 들어주시는 아낌없는 후배 

사랑에 송구한 마음 뿐입니다.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성인간호학교실 

김조자 교수님, 이원희 교수님, 오의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쓰느라 미

처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할 때에도 너그럽게 감싸 주신 사랑은 두고두고 잊

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

해 봅니다. 그리고 저 대신 많은 교실일을 도맡아 한 조교 김 진에게도 감사하다

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안심하고 논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논문을 진행한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저와 비슷해 마치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강경화 선배, 

항상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논리적인 김은정 선배, 열정적인 권명순 선배, 설악산 

웤샾을 하면서 미래의 삶에 자신감을 가지게 해 준 이숙정, 이 자, 김광숙 선배, 

논문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남모르게 도와준 한현미 선배, 정보제공의 근원지

인 아언니, 그리고 든든하고 꼼꼼한 후배 연정이까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

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과정을 의미있게 해 주는지를 알게 해 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머나먼 타지 미국에서 후배의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주는 권명숙, 

남경아 선배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에 있는 저의 절친한 후배 마희

경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모두들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저에게 관심

을 가져 주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구민언니, 제 말

을 잘 들어주고 힘들어 찾아갈 때마다 위안을 주는 노 숙 선배,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친구 은숙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늘 힘이 되어 주시는 든든한 시부모님께 깊이 감사드

립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부모님 덕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친정 부모님께

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가 부모님들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힘들 때마다 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항상 반갑게 맞아 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 준 큰언니 내외와 작은언니 내외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희 부부, 

지 이 부부, 경숙이, 석준이 모두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에게 웃음과 용기와 삶의 활력을 주는 한결같은 남편 그리고 씩씩하

고 예쁘게 자라는 두 아들 진이 정이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발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2003년 6월

                                                      문성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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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문요약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 으며, 

연구 참여자는 일 대학병원 간질 클리닉을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청소년 9명이었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다.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

자와의 심층면접에 의해 이루어졌고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이론적 표출을 시도하

으며,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일방적인 공개로 인해 힘들어함’, ‘지나친 배려에 의한 이질감’ 등 

61개의 개념과 ‘심리적 낙인’,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격리’ 등 23개의 범주가 도출

되었고 범주들로부터 속성과 차원을 추출하 으며, 범주들을 상황-작용/상호작용-

결과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 다. 23개의 범주들은 현상, 인과적 상황, 맥락, 중재

적 상황,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통하여 6개의 가

설적 관계 진술문을 도출하 다. 핵심범주는 ‘고통의 극복과정’으로 나타났고 범주

들을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이론적 개요를 기술하 다. 

한편 시간에 따른 과정을 분석한 결과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고통의 극복과정

은 간질과 나의 분리 단계, 간질에 대한 조절 단계, 간질과 나의 일치 단계를 거

치면서 일어나고 있었고 이 과정은 ‘일상적 갈등’,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사

회적 지지’, ‘정서적 안정’과 같은 중재적 상황의 향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나온 모든 결과를 요약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제시

하기 위한 상황/결과 모형을 개인 수준, 대인간 수준, 지역사회 수준에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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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해 ‘고통의 

극복과정’이라는 과정 속에서 개별적인 간호중재 전략을 개발하는 기틀을 제공해 

주며, 여기서 제시된 가설적 관계 진술문들은 가설 검증을 통해 보다 풍부한 지식

체의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간질을 가진 청소년,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 근거이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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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질은 뇌세포의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흥분으로 인해 발작 증세가 반복적으

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신경계 질환으로 발병률은 매년 10만명당 46.7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연 2만명 이상의 간질환자가 발생하리라 추정되고, 국내 간질환자 

수는 어림잡아 3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01)

간질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그 예후가 일반적으로 좋

고 특히 완치라고 볼 수 있는 상태가 70∼80%에 달하고 있다(Sander, 1993).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간질이라는 질병 자체는 심각한 향을 주게 되는데 이는 간질성 

발작은 비록 일과성이지만 반복되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심리적 문

제를 야기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질이 개인에게 미치는 향은 신체적으

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간질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신경계 문제의 하나로 특

히 이들 시기의 사회심리적 적응 문제는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이들이 삶을 질적

으로 위하는데 중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만성적인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Austin, Huster, 

Dunn, & Risinger, 1996; Blum, 1992). 지금까지 간질을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

년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은 우울, 불안, 학업수행의 어

려움, 여러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Austin, Smith, Risinger, & McNelis, 1994; Austin, Huberty, Huster, & 

Dunn, 1998; Ettinger, et al., 1998). 또한 간질 자체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때문에 

더욱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Anderson, Pharm, & Warner, 2000). 

특히 청소년기는 심리적,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서 심리적, 사회

적 발달과 더불어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이슈로서 부각된다. 청소

년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를 새롭게 정의하며 대인관계의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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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게 되고 자아정체감, 가치, 신념 등을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문제는 곧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달성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은 긍정적인 동료관계를 형성하고 지

속시키며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발달시키고, 부모와의 연관성을 지속시키면서  

동시에 독립심을 발달시켜 나가야 하는 이런 과업들을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만

성적인 간질 발작이라는 삶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Dean & Austin, 1996).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을 심층 면담하여 분석한 Wilde & Haslam(1996)의 연구

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71%의 대상자가 편견의 희생자 다고 한 것이었

다. 연구대상자들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 다고 고백하 고, 게다가 많은 

대상자들이 의료진이나 기타 지지 서비스들이 그들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주

지 않았다고 비판하 다. Healy(2000)에 의하면 간호사와 상담한 한 간질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할 대상이 없고 부모는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 다. 

Austin, Huster, Dunn, & Risinger(1996)는 간질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발작

을 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이 활동성 천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보다 심리적, 사회

적 적응과 학교 적응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 다. 또한 Sbarra, 

Rimm - Kaufman, & Pianta(2002)은 아동기에 발작을 시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7년 후에 어떠한 행동적 심리적 문제들이 나타났는지를 조사하 는데, 그 결과 현

재의 발작 상태에 관계없이 간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심리적인 적응 문제

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 현재 발작을 경험하고 있든 아니면 발작이 잘 조

절되어 현재 발작을 경험하고 있지 않든 간에 아동기의 간질은 청소년기의 정서

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이라고 하 다. 

간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심리적 적응은 사회문화적인 인식 및 태도

와 관계가 있다. 서양에서는 이미 1949년 Caveness등이 간질에 대한 사회적 태도

를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계몽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어느 정도의 성

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Caveness & Gallup, 1980). 이와 함께 간질을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삶의 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었

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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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기능과 욕구, 간호중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Austin & Dunn, 2000; Sawin, Lannon, & Austin, 2001). 한편 우리나라에서 간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대해 시행된 연구를 보면, 오석환과 유계준(1971)

은 간질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열등감과 사회 일반이 보이는 비난과

의 사이에 생기는 마찰이 원인이 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회 부적응 

상태를 일으킨다고 하 다. 우리 사회의 간질에 대한 편견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김명규, 조기현, 정인숙, 김세종, 1994; 김흥동, 고창준, 

1991; 이예이, 김성수, 임정근, 이상도, 박 춘, 1997).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간질을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박 숙, 1999; 박 숙, 

우선혜, 1987; 성경미, 1992; 신순옥, 2002), 잠재력 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

하여 간질을 가진 성인들의 치욕감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김은자, 1998) 등 

간호중재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간질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자기효능․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구(문성미, 2000), 간질을 

가진 사람들의 교육 요구도와 의료인이 인지하는 요구도 비교(최미리등, 2000) 등 

일부 조사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 모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아직 우리나라에는 간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요구가 어떠하며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실시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집단 상담 등의 간호중재가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간질에 대

한 적응 문제는 특히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의한 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적응에 대한 탐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간질을 가진 청소

년들이 사회심리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간

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현상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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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자 한다. 특히 인간이 적응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에 탐구의 초점을 두고 기

본적인 사회심리적 과정을 발견하는 근거이론방법(Benolie, 1996)은 본 연구를 위

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실체이론은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인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연구 질문

본 연구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을 심층적이고 포괄적

으로 파악하는 실체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문제는 “간질을 가진 청소

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은 어떠한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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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 기능의 변화가 심하고, 독립하려는 요구가 강해지

며 인간관계의 변화, 직업에 대한 준비 등 많은 적응적 요구를 겪게 된다.

만성적인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신체적, 사회심리적, 인지적 

역에서 적정 수준의 성장발달을 성취해야 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가진 건강문제에 

대해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만성적인 건강문제를 가지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 증상에 직면해야 하는 점, 규칙적인 약물 이행, 일상생활에

서의 제한, 정기적인 병원 방문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만성적인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결과와 관련된 스트레스도 경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치료적인 제약 때

문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게 된다거나 그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점, 장기적인 학

교 결석에 대해 선생님에게 설명해야 하는 점 등이 있다(Boekaerts & Roder,1999). 

특히 간질은 다른 건강문제를 지닌 사람들과는 달리 간질을 가지고 있는 주체

와 그들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환경과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

게 되고, 비록 성공적으로 증상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

에 대한 기대치와 현실에서 받아들여지는 자신과의 거리감 때문에 여러 가지 사

회심리적 갈등에 노출되게 마련이다. 심지어는 의학적으로 완치되었다는 개념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간질이라는 과거력 때문에 갖는 스스로의 심리적 부담과 자신

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다(김문엽, 송수식, 

1997). 이와 같은 맥락에서 Donker, Foets, & Spreeuwenberg(1997)는 간질을 가진 

사람에게서 발작이 드물게 발생한다 해도 사회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인용한 문헌들은 보통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으므로 

문헌 인용 부분에서 아동이라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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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

적 적응 과정을 밝히기 위해 사용한 근거이론방법 그리고 이에 많은 향을 준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한 측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측

정과는 달리 청소년이라는 발달기적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간질을 가진 청소년

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Batzel등(1991)은 간질을 가진 성인의 사회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WPSI(Washington Psychosocial Seizure 

Inventory; Dodrill, Batzel, Queisser, & Temkin, 1980)를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APSI(Adolescent Psychosocial Seizure Inventory)를 개발하 다. 이것은 

크게 9가지 역으로 구분되는데 가족 배경 역(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가족 역

동, 안전감, 소속감), 정서적 적응 역(우울, 긴장, 불안, 절망감, 자살의도, 삶에 

대한 불만족감), 대인관계 적응 역(친구의 존재, 사회적 수용, 사회적 접촉 정도, 

안위감, 타인을 만나는 능력), 학교 적응 역(학교에 대한 두려움 수준, 성적, 출

석, 학습의 어려움, 학교를 그만 둘 의도, 행동 문제, 학우 및 선생님과의 관계), 

직업 전망 역(잠재적인 직업에 대한 인지, 고용 경험, 발작으로 인해 기대되는 

장애), 발작에 대한 적응 역(당황, 분노, 갑작스런 발작에 대한 두려움, 가치없음

을 느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느낌), 의료적 관리 역(의료인과의 관

계, 의료인에 대한 신뢰), 반사회적 활동 역(물질 남용, 반사회적 행동 집단에 참

여), 전반적인 사회심리적 기능 역 등이 있다. 

Austin, Dunn, Huster, & Rose(1998)는 간질을 가진 아동들의 사회심리적 요구

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 는데 이것은 돌봄에 대한 만족, 돌봄에 대한 충

족되지 않은 욕구(정보와 지지), 발작과 관련된 두려움 등을 부모와 아동으로부터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들의 정보 요구, 지지 요구, 그리고 발작에 대한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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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은 부모가 낙인을 인지하는 것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모들의 긍정적인 

기분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아동의 발작에 대한 태도는 아동의 정보 요

구, 지지 요구, 발작에 대한 두려움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포함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

는 도구들도 개발되었다. 측정되는 역을 보면 간질에 대한 충격, 기억/집중, 태

도, 신체적 기능, 낙인, 사회적지지, 학교, 건강 인지(Cramer, Westbrook, 

Devinsky, Perrine, Glassman, & Camfield, 1999), 자아개념, 가정 생활, 학교 생

활, 사회적 활동, 의료(Wildrick, Parker-Fisher, & Morales, 1996) 등이 있다.

Carlton-Ford, Miller, Brown, Nealeigh, & Jennings(1995)는 국가건강조사 자료

를 이용하여 간질을 가진 아동들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조사하 는데, 간질을 가진 

아동이 간질 발작을 한 적이 없는 아동보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행동이 더 반항적

이고 우울과 충동적 성향이 더 높았다. 그러나 비활동성 간질(현재 간질 발작이 

잘 조절되어 발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과 활동성 간질(최근 1년 동안 간질 발

작을 경험하는 상태)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적응 문제는 같은 수준이었다. 

Ettinger등(1998)도 간질 아동에게서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하 다. 

Dunn, Austin, & Huster(1997)는 새로 간질 발작을 시작한 아동의 24%에서 6

개월 후에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점수가 상승하 다고 보고하여 간질이 

발생한 이후의 행동 문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Caplan등(1998)은 간질을 가진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과 비교했을 때 정신과적 진단을 2∼3배 더 많이 받는다

고 하 다. 가장 빈번한 것은 파괴적인 행동 장애로 이것은 간질을 가진 아동의 

1/4에서 나타났다. 

Williams, Griebel, & Dykman(1998)은 부모들의 보고를 통해 아동의 주의집중

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 고, 실제로 주의집중 점수가 기대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

왔다고 하 다. 그러나 주의집중력은 간질을 가지지 않은 아동과 차이가 없는 반

면 기억력 점수가 낮다고 보고한 결과도 있다(McCarthy, Richman, & Yarbrough, 

1995). 항간질제에 의한 인지기능 변화 연구도 있는데, 약물 점감요법(tapering) 전

과 후를 평가함으로써 항간질제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 다. 아동들

은 약물을 끊었을 때 유의하게 피곤함을 덜 호소하 다. 부모들도 자녀가 더 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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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졌고, 덜 피곤해 하고 졸려하며, 기억력 문제가 감소하 다고 보고한 반면 대

조군은 변화가 없었다고 하 다(Aldenkamp, et al., 1998).

약물 이행 역시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중요

한 문제이다. 잊어버리지 않고 약을 먹어야 하는 것과 학교에서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친구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바라봄으로써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등이 그것이다. 학교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친구관계와 유의한 관

계가 있다. Anderson, Pharm, & Warner(2000)는 간질을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것에 대한 향을 조사하 는데 

약을 먹기 위하여 교실을 나가거나 기타 학교 활동을 쉬는 것과 친구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 다. 이는 특히 자가보고로 발작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그룹에서 그러하 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나이든 청소년들이 아동들

에 비해 더 약을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 다. 이는 어릴수록 부모가 약물 이행을 

도와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약물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

이라고 연구자들은 설명하 다.

McNelis, Musick, Austin, Dunn, & Creasy(1998)는 간질 발작을 새롭게 시작

한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요구를 조사하 는데 38%의 아동이 항경련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을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의 두려움이나 걱정

에 대해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 다. 74%의 아동들이 발작 조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원했고, 70%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65%는 발작의 원인에 대한 정보

를 얻기 원했다. 한편 Brown(1994)이 간질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사들은 간질 발작에 대해 결코 설명하지 않았고, 의사가 설명을 해준 

아동들의 절반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 다. 또한 약 ⅔의 아동은 항경련

제에 의한 피로를 호소하 고, 절반은 무력감, 두려움, 다른 사람과는 다름을 느꼈

다고 하 다.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양적으로 조사한 연구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을 면접하여 그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 Wilde & Haslam 

(1996)은 한 간질클리닉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13세∼25세의 청소년 24명을 면접

하여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분석하 다. ‘편견에 대한 경험’에서는 대다수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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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을 당했으며 학교 밖에서도 사람들이 간질에 대해 오

해를 하고 있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 다. ‘부모에 대한 

경험’에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지지적이며 자녀들을 이해하고 있으나, 밤에 나가

서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종종 자녀들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 다. 

또한 나이가 든 청소년일수록 부모의 지나친 관심을 꺼려하 다. ‘간질에 대한 친

구들의 반응’에서는 대부분이 처음에는 그들의 친구에게 자신이 간질이라는 사실

을 밝히지 않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후 사실을 말할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고 

하 다. 이들 대부분은 친구 집단 내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다. 그러나 한편,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과 술을 같이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이들

이 친구들과는 다름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들이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

로 하여금 좌절감을 가져온다고 하 다. ‘의료인에 대한 경험’에서는 대부분이 의

사들은 도움과 용기를 주었다고 하 다. 한편 비판적인 의견으로는 의사들이 그들

의 상태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대해 실질적인 충고를 

해 주면서 너무 과잉으로 치료에 대해 걱정하는 것처럼 보 다고 하 다. ‘지지 

그룹에 대한 경험’에서는 대부분이 간질 협회 같은 지지 그룹에 참여하지 않았는

데 그 이유는 그러한 그룹들이 일상생활과 무관하고, 간질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

조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청소년들은 간질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간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

각하면서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원하 다. ‘직업에 

대한 경험’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간질을 가진 것 때문에 직업을 구하는 것

이 어렵다고 하 는데, 이러한 응답은 실제 경험에서 혹은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일상생활에 대한 감정’에서 청소년들은 간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거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여전히 자

신을 부끄러워하는 청소년도 있었지만 점점 갈수록 간질에 대해 수용적이고 개방

된 태도가 되었으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 청소년도 있었다. 몇몇 청소년들은 그

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 때문에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슬프고 화가 났

다고 하 다. ‘일상생활에서의 두려움’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아이를 갖는 것과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 걱정하 고, 상해의 위험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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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은 다른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들보다 더 사회심리적 

적응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stin, Huberty, Huster, & Dunn 

(1998, 1999)은 간질을 가진 아동과 천식을 가진 아동의 학업성취능력을 비교하

는데, 집단 학업성취 점수가 간질을 가진 아동이 더 낮았다. 간질 발작이 잘 조절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학업 성취는 변화가 없었고, 천식을 가진 아동보다 간질을 

가진 아동이 학업 성취의 모든 역에서 점수가 낮았다. Wirrell, Camfield, 

Camfield, Dooley, Gordon, & Smith(1997)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과 류마티스 관

절염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비교하 는데, 간질을 가진 청소년이 류

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청소년보다 더 증상의 완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학업문제(낙제, 학업에 있어서의 특별한 도움, 고등학교 졸업 실패, 대학 진

학 실패 등)와 행동적인 문제(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노 표출이나, 심각한 규칙 위

반)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청소년에 비해 정서적인 어려

움과 형제와의 관계 형성 어려움이 더 많았고 계획되지 않은 임신도 더 많았다. 

Eiser, Havermans, Pancer, & Eiser(1992)는 간질을 가진 아동의 적대감이 천식 아

동보다 더 강하다고 하 고, Hoare & Mann(1994)은 당뇨를 가진 아동보다 간질

을 가진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더 낮았다고 하 다.

Spirito, DeLawyer, & Stark(1991)는 동료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외모에서의 일

탈과 질병에 의해 부과되는 신체적 활동 제한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 다. 예

를 들어 암이나 간질과 같은 만성적인 건강문제들은 당뇨나 심장 문제와 같은 것

들보다 외모와 신체적 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하 다. 결과적으로 백혈

병이나 간질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

이 있을 것이라고 하 다. Eiser, Havermans, Pancer, & Eiser(1992)도 천식과 간

질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당뇨나 백혈병 혹은 심장 문제가 있는 아동들보다 동

료 관계에 있어서 더 적응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 다. 이들 두 연

구에서 간질은 공통적으로 다른 만성적인 건강문제들보다 동료 관계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Austin, Smith, Risinger, & McNelis(1994)는 간질을 가진 아동과 천식을 가진 



11

아동의 삶의 질을 비교하 는데, 천식을 가진 아동이 신체적인 문제(발작 빈도, 학

교 결석, 약물 부작용)가 더 많은 반면 간질을 가진 아동은 심리적, 사회적, 학교 

역에서 더 문제가 많았다. 천식을 가진 아동에 비해 간질을 가진 아동은 심리적

으로 더 위축되고, 그러한 심리가 행동으로 표출되며 가족관계에 덜 만족하고 동

료관계도 더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취도는 더 떨어졌다.

이처럼 간질을 가진 청소년은 천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등과 같은 다른 

만성적인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비해 학업 성취나 정서․행동적인 측

면,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적응의 문제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간질에 대한 낙인(stigma) 또한 간질을 가진 사람들의 중요한 사회심리적 적응 

문제이다. Stigma라는 어휘는 심한 불명예를 가져오는 속성을 지칭할 때 주로 사

용될 것이지만 속성 자체보다는 관계의 상대적 시각이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Goffman, 1964, 김용환역, 1995).　그러면서도 Goffman은 사회 어

디에서나 불명예를 가져다주는 준 보편적인 주요 속성들이 존재한다고 하 다. 그

는 세 유형의 낙인을 구분하 는데 첫째는 다양한 신체적 기형에서 비롯하여 혐

오감을 유발하는 것들, 둘째는 정신장애나 중독, 자살기도 등의 알려진 기록으로

부터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 추론되어 나약한 의지나 불성실하며 부정직함 등으로 

감지되는 것들, 셋째는 인종, 민족, 종교적인 것들이다. 간질의 경우는 이 중 첫째

와 둘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우리가 낙인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

는 완전히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믿고 있고 이러한 전제 아래 다양한 차별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하 다. 간질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어 발작이 잘 조절

되고 부작용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간질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맥락이 형성되지 않

는 이상 간질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낙인에 대처해야 할 수밖에 없다(Morrell, 

2002).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간질을 가진 청소년은 사회심리적으로 적응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서, 행동, 인지/학습, 대인관계와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문

제가 있었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역할 수행 측면에서도 갈등을 겪고 있었다. 또한 

간질에 대한 낙인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적응 문제 다. 그러나 이러한 문

제들은 특정 시기에서 측정된 단편적인 것들일 뿐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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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 사회심리적으로 적응을 

해 나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다만 Wilde & Haslam (1996)이 실

시한 질적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점점 갈수록 간질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

게 되었다는 연구결과는 이들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한 과정적 측면을 일부 보

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을 포괄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각각의 사회문

화적 맥락 내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간에 어

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

응에 대한 중범위 이론(middle range theory)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과 근거이론방법

간질이 사람들에게 주는 주된 향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고, 

그러므로 사회적 장애로서의 간질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Levisohn, 

2002). 간질을 둘러싼 낙인(stigma)은 간질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나 건강관리기관, 

그리고 일반 대중들로부터 무시당하도록 하 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Reynolds, 2000).

따라서 간질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질 자체가 하나의 질병으

로서 개인에게 부여하는 의미와 더불어 우리 사회와 일반 대중들이 간질을 가진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간질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에 의해 부여된 의미로 말미암아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 또

한 이와 같은 배경 속에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흐르고 있는 간질에 

대한 의미가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 개개인에게 반 되어 이들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과정을 발전시키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탐구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이론적 관점으로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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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은 사회심리학 이론 중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으로 이것은 사회

가 개인에 반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와 개인간의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의미는 사회 전체의 관점이 개인에게 반 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성찰적인 의식과정을 통해서이며 이는 개인의 내재적인 대화의 

과정 즉 상징의 작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호작용론적 관점을 적용하는 

주된 역 중 하나가 일탈의 연구이다. 이는 사회에서 어떠한 행위를 일탈로 규정

짓는가가 일탈을 조성하는 주된 조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타자의 판단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낙인 이론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일탈행동을 

이해하려는 것이다(손장권, 이성식, 전신현 편저, 1994). 간질이 사회적으로 일반적

이지 못한 일탈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관

점은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을 연구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Strauss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향을 강하게 받아 근거이론방법을 개발하

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이 근거이론방법의 발달에 미친 향으로는 현장으로 

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필요성을 제시한 점, 자료에 근거한 이론

의 학문 발달에 대한 관련성과 사회적 행동의 기초를 제공한 점, 현상과 인간 행

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제시한 점, 인간은 의미를 기초로 하여 행위를 한다는 것

을 현실화 한 점, 의미는 상호작용을 통해 정의되고 재정의 된다는 것에 대한 이

해를 제공한 점,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전개되는 사건(과정)에 대한 민감성을 제공

한 점, 상황(구조)과 행위(과정) 그리고 결과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공한 

점 등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처럼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이 근거이론방법에 미친 많은 향들로 인해 근거

이론방법은 아직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해 밝혀진 것

이 없는 현 상황에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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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을 분석하고 설명

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 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은 어떠한가?” 이다.

2. 연구참여자

서울시내 일 대학병원의 간질클리닉을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13세∼20세의 청

소년들 중 정신과적 병력이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

현할 수 있는 사람들 중 보호자와 청소년 모두 연구에 동의한 사람을 연구참여자

로 선정하 다. 연구참여자 표본추출은 연구의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론적 표출 방법을 따랐다.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대로 가능한 한 많은 

개념과 범주를 발견하기 위하여 개방적 표출을 하 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료들을 체계화하고 패러다임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범주의 도를 심화

시키기 위하여 연관적이고 다양한 표본추출을 시도하 다. 이야기 윤곽을 설정하

고 핵심범주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추상화 된 범주와 원자료와 서로 맞는지를 

비교하 고, 원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현장으로 되돌아가 이론적 표출을 시도하

다.

한편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어머니와도 면접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시

도하여 이를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하 다. 



15

3. 자료수집

3.1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우선 주치의로부터 연구참여자의 심층면접에 대한 승

인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청소년들의 명단을 간호사의 협조 

하에 확보한 후 우선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연구자 소개와 연구목적, 연구

방법, 심층면접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 다. 또한 연구결과는 연구의 목적 이외에

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 비 이 보장됨을 

설명하 다. 그리고 연구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면접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청소년에게 연구자를 소개한 

후 연구목적, 연구방법, 심층면접 내용에 대해 설명하 고,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 

비 을 보장됨과 언제든지 면접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3.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참여자들

로부터 보다 풍부하고 생생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각 참여자들과의 첫 면접은 비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채택하 고 면접의 횟수를 더해 가면서 구조적인 질문을 

병행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11월에서 2003년 6월까지 으며, 자료수집은 

주로 연구참여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 으며, 연구참여자가 집에서 면접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대학 세미나실에서 실시하 다. 

6명의 연구참여자들(A, B, C, D, E, F)과의 면접은 가능한 다양한 개념과 범주

를 찾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 다. 그 다음 3명의 연구참여자들(G, H, I)과의 면

접은 이미 나온 개념과 범주 및 범주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목적으로 

진행하 다. 면접은 모든 분석 단계에서도 지속하 고, 이들과의 면접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나오지 않아 포화를 이룬 것으로 보았다. 

면접은 “간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기타 사회생활

에서 겪었던 일이나 느낀 것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하 다. 첫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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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을 진행하는 동안은 연구 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 다. 면접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면접 도중에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다. 

면접 진행 동안에는 되도록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을 통하여 연구참여자

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충분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면접 도중 연

구자의 견해나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말에 대해 비

판적이고 해석적인 태도는 지양하 다.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참여자의 반응

이나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은 현장노트에 기록하 다. 

면접이 끝난 후 연구보조원이 녹음 테이프를 그대로 녹취하 으며, 작성된 녹

취록은 연구자가 다시 한번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확인 및 수정하여 이를 원자

료로 사용하 다. 면접 내용에 대해서나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떠오른 생

각들은 이론적인 메모를 하 다.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분석은 Strauss & Corbin 

(1998)이 제시한 절차를 따랐다. 

4.1 개방코딩

각 연구참여자와의 면접에 대해 녹취록과 현장노트, 이론적 메모의 자료를 줄

마다 읽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한 후 의미에 맞는 명명화를 시도하 고 그 결과 

개념들이 생성되었다. 각 연구참여자들과의 면접에서 생성된 모든 개념들을 분류, 

비교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묶는 작업을 통해 범주를 형성하 다. 이 과정에서 개

념의 명명화와 개념들이 제대로 범주로 묶 는지에 대해 국문학과 심리학을 전공

하는 박사과정생 2인과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의 자문을 받았고, 지도교수들

이 검토하 다.

위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개념 및 범주들을 수정하 고 그 결과 61개

의 개념과 23개의 범주가 생성되었다. 또한 생성된 23개의 범주들로부터 각각 속

성과 차원을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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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축코딩 

각 범주들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현상, 상황(인과적 상황, 맥락, 중재적 상

황), 작용/상호작용, 결과라는 패러다임으로 범주들을 파악하 다. 그 후 가설적 

관계 진술문을 도출하기 위해 패러다임에 의해 근거자료에서 범주들을 지속적으

로 비교하 고 그 결과 6개의 가설적 관계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각 가설적 관계 

진술문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하 고 이들 간의 비교를 시도하 다.

4.3 선택코딩

핵심범주를 파악하기 위해 이야기 윤곽(story line)을 기술하 으며 이야기 속

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핵심범주를 결정하 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2인

에게 이야기 윤곽을 보여주고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 다. 그 후 핵

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들을 조직화 하여 이론적 개요를 형성하 다. 이론적 개요

를 통해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이 드러난 후 이를 이론적으

로 정련화 하기 위해 다시 근거자료로 돌아가 확인하 다. 이 과정에서 추상화 된 

범주와 근거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비교하 고, 근거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현장으

로 되돌아가 이론적 표출을 하 다.

4.4 과정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작용/상호작용들이 상

황적 변수들의 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는 단계로 우선 각 

연구참여자 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이 사용하는 작용/상호작용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향을 주는 상황들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이를 통합

하 다.

4.5 상황/결과 모형

본 연구에서 나온 모든 결과를 통합하여 보여주는 단계로 상황(인과적 상황, 

맥락, 중재적 상황) - 작용/상호작용 - 결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 으며 이

를 모형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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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신경외과 및 신경과 병동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간질환자를 

간호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잘 조절되지 않는 간질발작으로 인

해 입원한 소아와 청소년의 경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들이 나중에 사

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석사과

정 중 한 학기 동안 간질클리닉에서 실습하면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

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석사학위논문을 간질환자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한 주제

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헌고찰 및 면접을 통해 이론적 민감성을 높 다. 또

한 두 학기 동안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 남자 고등학교에서 청소년기 발

달에 대한 실습 지도를 하여 청소년기의 보편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

고 박사과정 중 질적연구방법론 3학점을 이수하 으며, 질적 연구와 관련된 학술

대회에 참석하 다.

6. 연구의 신뢰성(trustworthiness)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이 질적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양적 연구방

법으로 수행된 연구의 평가 기준인 내외적 타당도, 신뢰도, 객관성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Guba & Lincoln(1985)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측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 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연구의 참여자들이 처한 맥락 안에서 얼마나 믿을

만한 사실을 발견하 는가 이며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한다. 이는 실제 

연구에서 신빙성(credibility)이라고 조작화 될 수 있는데,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 고 해석하 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질을 가진 청소

년들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추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태의 간질 청소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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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날 수 있는 일 대학병원 간질클리닉을 자료수집 장소로 선정하 고, 이곳으로  

내원하는 청소년들의 간질 상태에 따라 골고루 참여자를 선정하 으며, 보다 사실

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간질 청소년 어머니와의 면접도 시도하여 보조적인 자료

로 활용하 다.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결과가 연구가 이루어진 맥락 외의 다른 맥락과 다

른 대상들에게도 적합한가, 그리고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읽고 그들 자신의 경험세

계에서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며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

도에 해당한다. 이는 실제 연구에서 융통성(transferability)이라고 조작화 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된 결과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간질 동호회 사이트

에 접속하여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린 들을 참고하 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본 연

구 결과가 연구자의 주관에 치우친 분석이 아니고 면접 대상 이외의 다른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이 경험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결과를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 직접 보여주고 이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일관성(consistency)은 양적 연구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반복

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경우는 동일한 내용의 반복 보다는 오히려 경

험의 다양성이 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일관성은 의존성

(dependability)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자에 의해 사용된 “분명한 자취(decision 

trail)"를 다른 연구자가 따라갈 수 있는 감사 가능성(audibility)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국문학, 심리학, 간호학 전공자들과 함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논의를 하 으며 지도교수들에 의해 다시 한번 검증 받는 등 연구결

과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또한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의 절

차를 그대로 따랐다. 

중립성(neutrality)이란 신뢰할 수 있고, 사실적이며,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확

인 가능한(혹은 확인된) 자료를 의미하며, 이는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이 배제

될 때 가능하다. 중립성은 확인 가능성(confirmability)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연구 참여자들과 면접시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 으며, 

비구조적인 면담으로 최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그대로 반 하 다. 또한 연구결

과를 2인의 연구참여자에게 보여 주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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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13명의 청소년과 면접하 으나, 그 중 충분하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9명

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9명으로 남자 4명

(A, B, C, G), 여자 5명(D, E, F, H, I)이었다. 이들 참여자 중 A, B, C, D, E, F는 

현재 발작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상태 다. G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발작을 하고 있었고 H는 한달에 한번 정도, I는 한달에 두세번 정도로 발

작이 있는 상태 다. 참여자들 중 E와 F는 수술(측두엽 절제술)을 받았다.

면담 당시의 재학 상태를 보면 I는 고등학교 1학년, C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

학 중이었고, A와 H는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B, E, F는 재수생이었다. 

현재 B, E, F는 대학에 다니고 있고, A는 공군에 입대하 으며 C는 학원에 다니

고 있다. D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 고 G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휴학

하여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 다.

첫 증상 발현 시기를 보면 G는 1살 때부터 고, F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그

리고 B와 D, H, I는 초등학교, C와 E는 중학교, A는 고등학교로 다양하 다.

2. 개방코딩

분석을 통해 ‘일방적인 공개로 힘들어함’, ‘지나친 배려에 의한 이질감’ 등 총 

61개의 개념이 생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각 개념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자료

만 제시하 다. 또한 개념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은 범주는 총 23개가 생성되었으

며, 각 범주들로부터 속성과 차원을 추출하 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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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나이 재학 상태 첫 증상 발현 시기 발작 종류

A 남 19 대학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GTC

B 남 19 재수 초등학교 3학년 GTC

C 남 18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CPS

D 여 19 직장 초등학교 5학년 CPS

E 여 19 재수 중학교 2학년 CPS(수술함)

F 여 19 재수 초등학교 입학 이전 CPS(수술함)

G 남 19 고등학교 2학년때 휴학 1살 GTC

H 여 19 대학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GTC

I 여 16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GTC

* GTC : Generalized Tonic Clonic seizure

* CPS : Complex Partial Seizure

생성된 범주들은 ‘심리적 낙인’,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격리’, ‘간질에 대한 부정

적 정서’, ‘장기적인 치료순응의 어려움’, ‘고통’, ‘사회문화적적 낙인’, ‘적절한 간질

정보 제공의 부재’,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부담’, ‘완치방안 모색에 

대한 집착’, ‘일상적 갈등’,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사회적 지지’, ‘정서적 안

정’,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간질 은폐’, ‘정서를 억압함’, ‘스스로

를 위로함’, ‘간질을 수용함’,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희망을 가짐’, ‘삶을 받아들

임’, ‘부정’, ‘인지적 재구성’ 이다. 

2.1 근거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

(1) 일방적인 공개로 인해 힘들어함

참여자들은 일방적으로 자신이 간질인 사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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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단체로 활동을 해야 할 때 자신은 모두들 보는 앞에

서 공개적으로 제외됨으로써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

러한 상황을 힘들어하 다. 사례 F는 양호선생님과 일대일로 대면한 상황에서 자

신이 간질임이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만, 전교생이 모인 자

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호명되었을 때에는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힘들었다고 하 다. 

수련회 같은 거 갔을 때 이제 학교마다 보면 정신지체애들 따로 모아서... 저 같은 

경우 그런 애들이랑 따로 분류를 해서 그 야간 산행 같은 거 갈 때 따로 빼고, 걔

네들 끼리만 같이 가고 그런 거... 그게 기분 나빴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안가고 

그런 애들끼리만 따로 빼놓는다는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냥 

아파서 생리통 약 같은거 가지러 가면 몇 반 몇 번 이제 다 적잖아요. 적고, 양호

선생님이 명단 보고 “어? 너 여기 무슨 병 가지고 있는 애 아니냐?“ ”예 맞아요“ 

그러거든요. 그거는 기분 나쁘지 않은데요, 수련회 때는 1반부터 13반까지 있었는

데, 운동장에 반별로 줄 다 세워놓고, 거기서 선생님들이, 교관 선생님한테 이제 

명단을 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마이크에 대고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각 반에 있는 그런 애들을 따로 앞에 무대 같은데 불 어요. 그

러니까 양호 선생님하고는 일대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거기서는 애들이 전부 다 

있는 상태니까 기분이 그렇죠. 정말 창피해 가지고... 창피하다기 보다는 그러니깐, 

우리 반 애들이... 앞에서 선생님이 명단을 딱 불러서 지금 부른 애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랬을 때 제 이름이 딱 불러져서 나갈 때 “야 너 왜나가” 막 이러는데, 

걔네들이 “아 쟤는 우리랑 좀 뭔가 다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싫었어요. 그

래서 그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 순간이. (F) 

(2) 지나친 배려에 의한 이질감

학교 선생님들은 참여자들이 수련회나 체육 등 육체적 노력이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일부러 제외시켜 주는데, 참여자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행위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히려 그런 배려는 다른 학생들과 자신을 

구별시켜 이들이 ‘괜히 혼자 바보되는’ 것처럼(사례 C),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사례 D) 느끼게 만들어 다른 학생들과의 이질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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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간에 육체적으로 좀 힘들다 싶은 거는 못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하는

데 나는 못하게 하니까 슬프죠. 다 할 수 있는데. 애들이랑두요 운동 할 건 다 했

어요. 그냥 해요. 해도 괜찮아요. 학교에서는 쓰러진 적 없어요. 안하고 혼자 있으

면 괜히 바보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볼거고... (C)

... 교관이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은 빠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가 했더니, 선생님이 제가 약을 

먹으니까 거기다 이름을 올린 거예요. 너는 빠져라 그래서, 식당가서 밥 펏어요. 

밥 푸는거 해주고... 밥 푸는게 더 힘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배려해줄 필요도 없는데, 오바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처럼 단체행동에서 빠뜨리고. (D)

수련회 때 그렇게 앞으로 불려나가는 애들은요, 소아마비나 다운증후군 그런 애들

도 있었거든요. 저능아 이런 애들... 그담에 혈우병 같은 애들도 있었어요. 걔네들

은 상처 나면 안되니까. 주로 그런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확연히 장

애인이다 이런 게 표시가 나는 애들이랑 그리고 뭐 혈우병이나 저 같은 그런 사람

들이 나가죠. 뭐... 힘든걸 못하겠다 싶은 애들은 그렇게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딴 

애들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한테는 그런게 별로 힘들지 않은 거거든요. 뭐 선생

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겠죠. (F)

(3) 차별적 시선 의식

발작조절이 잘 되고 있는 참여자들조차 자신이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간질임

이 알려지면 괜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어차피 계속 항경련제를 복용하

고 있는 한은 ‘간질이라는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주

위의 차별적인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괜히 뭐 그런 얘기... 제가 어떻다는 말 꺼냈다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모르면 전

혀 다를 게 없는데. 가만있으면 정상인인데 말 좀 잘못 꺼내면 완전히 이상한 사

람 되는 거죠. (A)

설사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무슨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다 하더라도요, 약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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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다는 거요, 그건 간질이라는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게 있

잖아요. 완전히 나았다는 그런게 없잖아요. (E)

(4) 집단 속에서의 불편감

참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편하지 않음을 표현하 는데 대부

분이 그것을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말하 다. 이들은 자신이 친구를 못 사귀고 사

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하 다. 

이러한 성격이 간질을 가지기 이전부터 형성된 것인지 간질을 가진 이후에 나타

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 는데, 참여자들이 말하는 내성적인 성격

은 결국 집단 속에서의 불편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제 성격이 대충 말 같은 거를 잘 못해요. 사람들 앞에 있으면 말을 잘 못하겠더라

고요. 그러고 싶진 않은데 성격이라서 쉽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A)

학교 다니면서 음... 그냥 반에서 혼자서 애들하고 얘기 안했어요. 거의. 혼자 다니

고 혼자 음악 듣고. 혼자 있는 게 좋았어요. 밖에서두요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구

요. 도시락도 혼자 먹었어요. 친구들이 같이 먹자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같이 먹고. 원래 제 성격이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말을 잘 안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정도만 해요. 저한테 말을 걸면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구요. (G)

제가 어디가 아프다는 말 잘 안해요.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사람 만나는게... 제가 사람 만나는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프면서 그런 의식

이 있어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이게 원래 성격이어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잘 모

르겠어요. (H)

(5) 또래로부터 점점 멀어져감

간질을 가진 이후로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구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간질을 가진 이후로 점점 고학

년이 되면서 “머리가 깨임에 따라” 좋았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경험

하 는데 이러한 현상을 또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으로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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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렇게 심각한 건지를 애들이요 인제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

다고 해서 제가 아파가지고 뭘 못할까 뭐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인제 점점 갈수록 머리가 깨이니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깨

이니깐. 애들이 저한테 대하는 그런걸 보면서 이게 사람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

을 정도로 심각하구나. (E)

초등학교때는 애들하고 잘 놀았어요. 친구도 많았고. 그때도 아프긴 했지만 그런게 

문제는 안됐던거 같애요. 근데 중학교때는 친구들이 안그랬어요. 제가 먼저 가서 

말걸지도 못했구요. 말걸기가...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제가 아프고 그러니까 나서

기가 그랬어요. (G)

(6) 또래로부터 따돌림당함

참여자들은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여자 참여

자들의 경우 같은 여자 또래들로부터 심하게 따돌림을 당하 는데 사례 E와 F의 

경우 여자 또래들이 끼리끼리 뭉쳐 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힌데 비해 남자 또래들

은 뭉쳐 다님 없이 골고루 섞여서 그들과 원만하게 지냈다고 하 다. 사례 H는 

여자와 남자 또래 모두로부터 따돌림을 당하 다. 한편 남자인 사례 G는 학교에

서 남자 또래들이 자신을 피하고,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등의 따돌림을 경험

하 다.

여고하고 남녀공학하고는요 큰 차이점이 있는 거 같아요. 여고는요, 한번 뭉치면요 

끼리끼리 노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큰 차이점이예요. 그게 무서워요. 이렇게 그

룹끼리 모이는 그런 게 있어서요 참 그런 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를 따시키면요 

그게... 그런게 정말 힘들었어요.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이어서요. 남자들이 다 섞여

서 놀기 때문에 그렇게 따를 시켜도요 장난으로 그런다거나... (E)

여자애들이 무리가 있잖아요. 날라리 같은 그 무리가. 저를 피하는게 걔네 무리에

서 시작이 됐거든요. 의도적으로 피하는거 있잖아요. 눈에 딱 띄게. 쟤 뭐냐는 식

으로 보고. 기분 정말 나쁘죠. 남자애들도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게 무리지어서 그

러진 않았지만. 그게 초등학교 동안 계속 그랬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아프다는게 

그 명단에 있었어요. 출석부에 다 있거든요. 제 병명이 기록되 있었어요. 근데 저



26

랑 같이 앉는 남자애가 출석부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저보고 저리 가라고 책상 

고 그런 식으로... 애들이 출석부 잘 보거든요. 그거를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니가 가라 그랬죠. 제가.  (H)

(7) 발작 후 추한 모습에 대한 자괴감

발작 후의 자신의 모습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뒤집어 져서 거품을 무는 개구

리’ 처럼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있겠다는 자괴감을 가지게 하 다. 사례 F의 경

우 발작을 하면서 오줌을 싸게 된 상황 즉 자기조절 불능 상황을 겪으면서 심한 

자괴감을 경험하 다.

경기할 때는 기분 더럽죠. 누나도 당해봐요. 기분 안 더럽나. 아 쪽팔리잖아요. 개

구리처럼 뒤집어져서 거품 물고. 하여간 그냥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짜증나요. (B)

떡볶이를 먹는 도중에 그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얀 바지를 입었었는

데 바지에 떡볶이가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왜이래? 그랬더니 니가 만

졌다고 떡볶이를. 도저히 이해가 안가가지고, 뜨거운걸 만져 가지고 손이 무사했을

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내가 그러면 정말 추한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을...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한번 딱 그러고 나면 멍한데, 그 순간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

요. 그리고 딱 정신을 차려 보면 이제 바지에 오줌싸있고 그러면은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내가 나도 모르게 오줌을 쌌다는 그런 

상황이 무섭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F)

(8) 자기조절이 없는 발작 상황에 대한 공포

발작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된다. 발작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여자들

은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공포를 경험하 다. 한편,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경우라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발작은 참여자에게 공포감이 들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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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요 길을 가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학교 가다가요 찻길요 길

이 이렇게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가면은요. 제가 그때 무단횡단을 하다가요 신호

등을 어기는데 거기는요 큰 찻길이 아니고 그냥 왔다갔다 하는 찻길 있잖아요. 그

래가지고 거기는 차도 별로 안 다니는 길이라서 애들이 되게 무단횡단을 많이 해

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갈라고 아침에 거기를 딱 건너는데요. 차도 없어 가지

고 보도블럭을 딱 한 칸 내려가는데 그 순간에 기분이 딱 이상하면서 순간에... 깜

짝할 사이에... 아픈 건가봐요. 그때 아 내가 위험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요. 순간 너무 무서워지는 거 있잖아요. (E)

하루는 제가 다림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니랑 엄마는 텔레비젼 보고 있었는데 

베란다에서 다림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림질 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깐 갑자

기 다림질... 다림질을 계속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데 옷 다 태웠거든요. 그래서 

다리미를 끄고 정신 차릴 때까지 가만히 있었거든요.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엄

마가 쟤한테 좀 가보라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와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그럴 때가 참 무서운거 같아요. (F)

중학교 때 자주 그랬을 땐 그저 무서웠어요. 무섭고 하루 빨리 이런 게 지나갔으

면 좋겠다... 그때는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뭔가 나한테만 어떤 나쁜 일이 

닥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C)

(9) 간질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분노

참여자들은 자신이 항경련제로 인해 힘들었을 때, 발작을 하고 났을 때 매우 

화가 났다고 하 다. 이들에게는 ‘왜 내가 그래야 하나’ 라는 생각과 함께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노로 표현되고 있었다.

한번 약을 과다복용 한 적이 있었어요. 그니깐 두 알씩이요. 그거 땜에 계속 여운

이 남았어요. 그때 한번 조금씩 정신이 이상했어요. 그때 엄마한테 계속 뭐라고 했

어요. 왜 괜히 많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때 왜 그랬

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진짜 그때는 진짜 화났어요. 장난 아니게 어지러웠

어요. 아 이건 정말 폐인의 지름길이에요. (B)

어렸을 때 쓰러지고 그랬던게... 쓰러지고 시선받고 그랬던게... 굉장히 안좋은 기억

이 남거든요. 그게 되게... 솔직히 정말 막 화가 나거든요. 왜 내가 그래야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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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럽고 그런 것도 참 안 좋지만 그런게 정말 막... 하여간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럴 

정도로. (H)

아프고 나면 정말 막 속에서 화가 나죠. 분노심 같은 거가 막 생겨요. 마음 속에서

요. 물론 터뜨리진 않지만요. (I)

(10) 장기적인 약물 복용에 따른 부담감

참여자들은 장기간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지쳐 있었

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해본 

사람만이 안다고 하 고, 지치고 귀찮다고 하 으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

자기의 말을 하는 등 장기적인 약물 복용이 그들에게 얼마나 부담감을 주는 것인

지를 알 수 있었다.

아 몰라요 몰라. 될대로 되라예요. 저는 맨날 약 먹으면서도 이유를 모르니깐 안 

먹어도 될 거 같애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아 사실 약 먹는게 얼마나 귀찮아요. 누가 약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잘 안 지킬 거 같아요. (A)

약 먹는 게 되게되게 막 스트레스 어요. 그래서 아 빼먹으면 안돼 빼먹으면 안돼 

그래 가지구 한번은 엄마가 약을 들고 학교까지 찾아온 적도 있구... 이렇게 되면 

어딜 가도 약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게 한참 약먹는게 되게 스트레스 구... (D)]

진짜 너무 지치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을 먹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지금 약을 몇 

년째 먹는 건데... 약을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미치겠어요. 제발 약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질려요. 질리도록 먹었어요. (E)

(11) 약물 불이행에 따른 발작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

참여자들은 약물 이행을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

려 불이행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참여자들은 혹시 발작이 일

어날까봐 긴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긴장감으로 인해 사례 H의 경우는 자다가도 

새벽에 깨어 약을 복용한다고 하 다. 사례 D는 발작이 일어났을 경우 ‘다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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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고 하 다. 

이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약 빼먹으면 다시 3년인데...’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죠. 내 병이 언제 완치되나 이게 아니라 지겹게 또 약을 먹어야 하

는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거죠. (D)

힘들고 속이 안 좋고 졸립고 너무 피곤할 때는 약을 안먹게 되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자다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먹어요. 약을 안 먹으면 또 머리 아

프고 어지럽고 그러니까요. 좀 찜찜해요. 습관적으로 계속 먹는걸 안 먹으면. 자다

가도 찜찜한 기분에 깨게 되나봐요. 약 먹으려고... (I)

(12) 약물 불이행에 따른 발작으로 인해 약물 이행을 다짐함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가 생각이 나도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경우 참

여자들은 발작을 경험하게 되고 그제서야 후회하며 약물 이행에 대한 다짐을 하

게 된다. 사례 F의 경우는 약물 불이행 후 발작이 나타났을 때 자신이 완전히 낫

지 않았음을 깨닫고 약을 잘 먹어야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솔직히 몇 번 빼먹었어요. 괜찮길래 신경 안쓰고 그러다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의사선생님한테 말하니까 다시 3년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도 약을 잘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D)

예를 들어 어젯밤에 빼서 안 먹었다 그러면 꼭 오늘 아파요. 그 정도로 신호가 빨

리 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바로 후회를 하죠. 약 잘 먹을걸. 일부러 안 먹은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짐을 해요. (E)

컨디션이 좋다는 전제를 깔고, 약을 안 먹으면 옛날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바로, 딱 

먹는 시간에 약 먹으면 바로 한 시간 내에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먹으면 그렇지는 않고 그냥 머리 아프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고...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 내가 완전히 낫지는 않았구나 약을 잘 먹어야 하는구

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놓고 후회하죠. (F)

(13) 간질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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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자신이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걱정하고 불안해하 다. 선생님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수업 도중에 병원 방문을 해

야 한다든지 부모님이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고, 친구들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건강기록부나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혹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발작을 일

으켰을 때 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주위 사람들에게 간질임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걱정과 불안을 지니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병명이 간질이라는 이유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거나 심각하게 생각

하실 것 같아서 말  드리기 싫었거든요. 그냥 별일 아닌데 선생님께서 크게 생각

하실까봐 그게 전 걱정 됐어요. 그다지 선생님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정도로 심각

한것도 아니고 모르고 계셔도 상관없고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꼭 알려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 했거든요. 근데 약을 빼먹고 왔을 때는 집에 갔다 와야 하는데 그냥 

집에 잠깐 보내 달라면 어떤 선생님이 보내 주시겠어요. 왠만한 선생님들은 이유

가 있어도 잘 안 보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러한 병이 있어서 

약을 꼭 먹어야 하므로 집에 갔다 와야 합니다 하고 말  드려야 했고, 또 3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했기 때문에 그 때마다 학교는 조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제가 가지고 있는 병명에 대해 말 을 드려야 했구요. 병원을 가

야 하는게 1년에 한두번이었으면 그냥 다른 핑계로 조퇴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 말 을 드려야 했어요. (D)

제가 이러는 거 대충 쫌 아는 사람은 알죠. 친구들. 친구들이 보는데서 쓰러진 적

도 있고. 선생님은요 학교 다니다가 수업시간에 병원에 간 적이 있어서 알게 되고

요, 생활기록부가 있으니까 다 알게 되는 거죠. 양호선생님도 아세요. 건강기록분

가 거기에 적혀 있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내가 이렇다는걸 누가 알까 그런 생각

을 해요. 신경이 좀 곤두서고. (C)

(14) 비 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분노

참여자들에게는 간질이 노출되는 것이 사생활 침해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고 하 다. 자신이 간질임을 

밝히는 것이 아무리 자신에게 이익이 될 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노출 될 수 없는 

비 이었고, 자신의 비 이 들어있는 기록을 누구나 쉽게 접하게 되었을 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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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는 분노가 생겨났다. 

아무리 군대 안가고 싶어도 그건 알려져서는 안되요. 절대, 절대. 전 입대 신검 할 

때도 절대 그런거 표시도 안 할거예요. 아, 미쳤어요? 설사 사람들이 알았다 해도 

그냥 무조건 부정해야죠. 무조건 부정해요. 막 아니라고... 처음엔 막 긴가민가 하

다가 계속 아니라고 하면은 뭐 아닌가보다 하겠죠. 친구들한테 알려지는 것도 절

대 싫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싫어요.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

밖에 몰라요. 이 세상에서. 죽죠. 그거 퍼뜨리는 사람은요, 저한테 죽어요. 이제까

지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원래 되게 공손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정말 그래서 말이 곱게 안나가요. (B)

출석부에 명단이 다 붙어요. 누가 어디가 아프다는게. 병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

게 그 자체가 저는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아요. 애들이 그걸 막 보거든요. 다 봐

요. 앞에 교탁에 있는거를. 그거를 보고 저보고 막 뭐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

는지 모르겠어요. 화나죠. 열받죠. 지금 생각하면 사생활 보장 막 안되는 그런 건

데... 보라고 놔둔 것도 잘못이고 그런거 막 보는것도 잘하는건 아니죠. (H)

(15) 보이지 않는 간질과의 끝없는 싸움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타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

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 특히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가장 절망적인 질병인 

암과 비교하면서 간질은 ‘암과 다를 바가 없다’ 혹은 ‘암보다 더 지독하다’라고 생

각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간질은 암과 마찬가지로 평생 힘들게 싸워야 하

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실재로 보이지 않는 간질과의 끝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암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처음부터 딱 한 다음에 계속 지속되잖아요. 근데 이제 간

질 걸린 사람은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 계속 그거 생각하고 다니니까 그게 더 지독

하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뭐 어디 나가도 그 생각만 하고... 보이지 않는 

거하고 싸우는게 더 힘든 법이죠. (B)

암이라는 거는요 그런 거잖아요. 한번 걸리면요 고칠 수도 있는 병이지만 말기나 

이렇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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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 간질이라는 병이요 그렇게 약으로 치료될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에라도 치

료가 안되면요 평생 저는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약 없이는 

진짜 못사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말이 간질이지 진짜 어떻게 보면 암이나 별반 

다를게 없다... (E)

(16) 간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더 크게 부각됨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간질은 다른 질병들에 비해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례 E에게는 경험적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더 부각이 되었다. 

사례 E는 학업 때문에 수술을 미루다가 최근에 수술을 하 는데 그 이후 발작 조

절이 잘 되자 수술을 빨리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 그전의 자신의 삶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 다. 간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이처럼 참여자들에게 정신

적인 피해를 주고 있었다.

간질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말하기도 싫어요. 사람을 계속 괴롭혀

서... 다른 병들보다도 간질은 정신적으로 더 문제가 많잖아요. 정신적인 피해죠. 

다른 어떤 병보다도. 육체적으로보다 정신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탁 터놓

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 타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일 그게 드러

났다고 쳐봐요. 그럼 그런대로 또 힘들거 아니예요. 그게 정신적으로 피해가 큰거

죠. (B)

지금 와서 제일 그런 건요, 학교를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수술을 좀 일찍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안아프니까요. 진짜 너무 열받는게 수술

하니까요 너무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진짜 여태까지 진짜 어떻게 말해야 

하나. 얼마 안 살았지만 진짜 여태까지 살아온게요 진짜 너무 억울한 거 같아요. 

이렇게 수술하니까요. 이렇게 힘들게 몇 년을 살았다는게... (E)

(17) 정서표출의 제한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힘들었던 일이나 간질로 인해 힘든 속마음을 부모님에게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고, 속상하게 해 드

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편, 참여자가 힘들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짜증을 

내는 것 때문에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부모님들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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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면적인 대화만 하 고, 막상 정서표출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아빠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속마음을 풀 데가 없어도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내색을 안 했죠. 내색 안하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그렇게..... 

웃기만 했어요. 그래서 엄마아빠가 헤프다고 너는 왜 헤프냐? (E)

부모님께는 제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 안해요. 그냥 저 혼자만 생각해요. 그냥 저한

테 잘해주시니까. 부모님도 제 병에 대해 말 안 하시니까. 그런 말 해봤자 걱정하

시기만 하고 좋을 게 없잖아요. 제가 아픈 것 때문에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죠 

뭐. (C)

엄마랑 말은 많이 하는데요, 그냥 경기 몇 번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주로 해

요. 속마음 같은 건 잘 말 안 해요. 병이 계속 안 낫고 더 심해지고 약도 안 듣고 

하니까요 정말 힘들고 괴롭고 죽고싶죠. 그래도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짜증만 내세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짜증내세요. 왜 약이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짜증내세요. 그래서 더 미안해서 말 못하고... (G)

(18)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삶

간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면 

뭐하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 다. 이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음을 의미

한다. 사례 E는 발작을 계속 하는 한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변할 것이 없기 때문

에 더 이상 그런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 다. 한편 사례 F는 자신의 상태가 생

각보다 심각함을 깨닫고 그 절망감 때문에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사례 모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고 볼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나이에 정말 안 살고 싶은 날들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사는 게요 의미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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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제가 경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간질인 걸 알고 충격적이었어요. 경기

는 그냥 단순한 거고 간질은 경기보다 더 심하고 나쁜 거 아니예요? 경기가 간질

의 초기죠? 전 경기 는데 간질이라 그러니까 엄청 절망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

렇게 살면 뭐하나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

나... 그랬죠. (G)

(19) 타인에게 짐이 됨에 따른 죄책감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

고 있었고, 형제들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자기에게만 신경을 쓰고 상대적으로 형제

들에게 소홀히 하신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자신이 발작하면

서 쓰러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한 경우도 있었다.

언니가 맨날 좀 불만이 많았죠. (부모님이) 저만 이뻐한다고. 집에 언니랑 다 같이 

있는 시간에 주로 엄마아빠가 내가 언제 또 그럴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신경이 

다 저한테 가죠. 그런 것에서부터 저한테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미

안해요. (F)

제가 힘든거 엄마한테 티를 안내려고 하다가 혼난 적이 많아요. 전 엄마한테 짐이 

되기 싫고, 부모님 힘드신 거 뻔히 다 아는데. 일부러 학교에서 아팠어도 안아팠다

고 해요. 물론 들통나지만요. 그럴땐 막 혼내세요. 왜 힘든걸 혼자 품고 있냐고. 하

지만 그걸 말하면 짐이 되고... 전 제가 아픈 것만 생각하면 부모님 생각이 나서...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게 생각나서... (I)

주위사람들한테 미안하고 그랬어요. 미안하죠. 당연히 기절하고 막 그랬으니까. 막 

놀라게 하고 그래서 피해를 줬죠, 사람들한테. 제가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사람들

이 긴장하고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해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거리감을 느

낄 거 같아요.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겠다 생각되고. 쓰러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생활하는데 있어서 그런 모습 보여주면 좀, 사람들한테 미안하죠. (C)

(20) 기약 없는 치유에 대한 막막함

사례 I는 간질이 언제쯤 완치될지에 대해 막막해 하 다. 대학가서도 약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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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냐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 다.

제가 언제쯤 낫게 될까 이 생각만 하면 너무 막막해요. 정말... 10년도 넘게 약을 

먹고 있는데 대학 가서도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면 그땐 정말 어떡하나... 너무 막

막해요. 힘들어요. (I)

(21) 사회에 의해 강화되는 낙인

간질에 대한 이미지는 공개적으로 웃음거리가 됨으로써 혹은 대중매체를 통해

서 혹은 의미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더욱 부정적으로 대중에게 혹은 간질을 가

진 당사자에게 인식된다. 전반적인 우리 사회를 통해 간질에 대한 낙인이 강화되

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간질

에 대한 낙인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친구들도 다 알아요. 간질이라는 말은 다 알아들어요. 아 체육시간에 수업도 하는

데요, 그런 거 다 나와요, 막 질병 같은 거.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그 얘기하면서 막 웃어요. 간질 얘기하면서. 그럼 애들도 다 웃어요. 그래서 더 기

분 나빠요. (B)

대중매체에서 간질을 안 좋게 그리고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너무 간질을 한가지 

증상으로만 표현하는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눈

이 풀리고 거품을 무는 증상. 하긴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엔 간질에는 거품 무

는 증상만 있는 건줄 알았구요. 또 TV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사

람을 본 주위사람들은 서로 속닥이고 도망가고, 그 동안 여자친구가 그런 증상이 

있는지 몰랐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버리고 모른척하고 도망가는... (D)

양호선생님이 그랬는데요. 양호선생님 다니시던 옛날 학교에도 그런 선생님이 있

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다고. 생활을 하시긴 했는데 잘은 못했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깐 맘이 그랬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맘이 좀... 그랬어요. 

좀... 상했죠. 기분이 너무 안좋고,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시나... (E)

(22) 문화적 편견에 의한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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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간질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참여자들도 알고 있었다. 국어사전에도 간질은 ‘지랄병’이라고 나와 있을 만

큼 간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편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사전 같은 데에서도 간질을 찾아보면 지랄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하하. 간질 펴

니까는 지랄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렇게 생각할까봐 더 

말 못 하겠고... 다들 고쳐야 되요. (D)

옛날에 나는 간질이 고칠 수 없는 병인 줄 알았어요 거품 물고 그러면... 저는 저

랑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을 본적은 없어요. 본 건지 아니면 숨기는 건지 잘 모르

겠어요. 왜 숨기냐 하면 좋을 게 없으니까요. 거리감을 느낀다고요. 그 병을 가지

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낀다고요. (C)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눈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게 비춰지면 되게 이상하

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수근거리면서 어쩌고 저쩌

고 그러고. 좋은 말 하는건 아니겠죠. 전 안 그럴거예요. 저 자신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 사람인데... 전 안그래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I)

우리나라에서는 간질이 좋은 이미지는 아닌거 같애요. 사람들이 피하고 그런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제가 경험한 거예요. 병 자체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고 피한

다는 그런... (H)

(23) 제도에 의한 낙인

사례 B는 간질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장애인으로 인정됨으로써 받게 되

는 여러 가지 혜택 보다는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곱지 못한 시선을 더 

크게 의식하고 있었다. 사례 B에게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 자체도 하나의 낙인으로

서 인식되고 있었다.

간질은 장애인 판정 받으면 안되요. 절대, 절대. 아 그럼 제가 뭘 하든지 다 장애

인으로 해야 되잖아요. 뭐 서류에도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주차할 때도 장애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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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에 해야 하고... 그럼 사람들이 다 저를 장애인으로 볼 거 아니예요. 전 장애인 

싫어요. 왜 제가 장애인이예요? 누가 그렇게 바꿨어요? (B)

(24) 기존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음

참여자들은 주위에서 많은 정보에 접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않고 있었다. 병원의 환자용 교육자료 같은 경우 정보가 사실적이

긴 하지만 수준이 적절하지 않았고, 학교 교과서에도 간질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

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병원에서 나온 팜플렛 같은 거 보면 간질 이래가지고 간질은 유전이다 그래서 아 

나중에 결혼해 가지고 우리 애기들도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임신할 때도 의사와 상의하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언제 뭐에 대해 상의하지? 이런 

생각 했구요. 교련책에도 나와 있더라구요 간질 해가지고. 짧게 뭐 간질 뭐 어쩌구 

저쩌구 짧게만 되있고. 봐도 모르겠고. (D)

교련책에요 간질환자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었어요. 발작을 일으키는 증세를 가

지고 있고 뭐 한번 발작을 일으키고 나면 뭐 매우 피로함을 느낀다 뭐 이 정도

어요. 그냥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별 도움이 안되죠. (F)

(25) 간질 관리에 대한 지식부족

참여자들은 간질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약물에 

대해 두드러지게 지식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항경련제의 부작용으로 살이 찌고 

면역이 약해졌다고 믿고 있는가 하면 약을 언제까지 복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

침 저녁으로 약이 다를 경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한편, 경기는 아

동기에 간질은 청소년기 이후에 불리는 명칭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정신

과로 내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 생각에는 약을 그 때 겨울방학 때 먹은 때부터 한 15킬로 팍 쪘어요 살이. 그

래서 약 때문이다 약.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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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금도 반 정도는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눈에 알레

르기 결막염도 없었는데 그런 거 생기고. 되게 이상한 병들이 막, 비염도 막 생기

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막 생기니까 아 약을 먹어서 면

역이 약해졌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D)

저번에 (병원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약을 딱 끊으면 재발한다고... 안 

그럴 거 같은데.. 몇 번 빼먹어도 안 그러던데요. 괜히 그러시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하는 거예요? (A)

의사선생님이 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 하셨는데 제가 못알아들어서요. 약이 아침

에 먹는거하고 저녁에 먹는게 틀리거든요. 근데 왜 다른지 말 해 주셨는데 들어

도 모르겠어서... 그냥 색깔로 구분하고 먹어요. (H)

수술할 수도 있다면서요? 수술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게 신경계통 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수술 시켜달라고 했는데 전 안된다고... 아 수술하면 약 안 먹어도 

되잖아요. (B)

근데 그 간질이 어린애들한테는 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 그 초등학교 때는 

그냥 경기라고 부른 게 중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쪽으로 정신과로 옮겼거든요. (F)

(26) 수동적인 정보 획득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명이 간질이라는 사실을 부모님이나 의료인

으로부터 직접 들었거나 혹은 이들에게 물어보아서 혹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증상

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병원 진료실 팻말을 봄

으로써 수동적으로 자신이 간질임을 알게 되었다. 

굳이 병명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병원 진찰실에 간질이라고 써 있으니

까 제가 간질이겠죠. (C)

제가 간질이라는 것두요 의사선생님 계시는 그 방 있잖아요. 거기에 팻말 있잖아

요. 그거보고 알았어요. 직접 저한테 이 병명이 뭐다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

냥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궁금하긴 했는데요. 앞에 팻말에 그게 써져 있는거 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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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제가 알게 됐으니까요. (E)

의사선생님이 진료하시는 방 있잖아요. 그 방 앞에 성함 써있고 그 밑에 간질 어

쩌구 저쩌구 써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 병명이 간질인가 보구나... (F)

(27) 선생님의 이해 부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음

간질을 가진 청소년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신체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낄 때

에는 휴식을 취하며 발작 관리를 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병원도 방문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선생님의 이해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선생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되게 이상한 선생님들 많잖아요. 니가 뭐 아픈거 갖다가 공부 안하고 그러는게 핑

계라고... 저는 진짜로 공부를 안하진 않았거든요. 머리 아플때가 있잖아요. 그럴땐 

쉬어야 하거든요. 아파서 못할 때도 있었다구요. 그리고 병원에 가려고 가끔 빠지

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거 가지고 되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병

원을 간다고 이렇게 수업을 빠지면 되느냐는 둥.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조퇴를 

하는 건데, 또 의사선생님께서 진료를 하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니 사정을 봐줄 수가 없는 거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면서도 

아픈게 죄인가 싶기도 하고. 상처가 많이 됐어요, 그런 말들이. (H)

(28) 선생님의 배려에 대한 양가감정

학교에서 선생님은 참여자들이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름대로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체육시간에 쉬게 해 주고 수업 시간에도 힘들면 

양호실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참여자들에 대해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

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그러한 배려가 한편으로는 고맙긴 하지만 종종 너무 지나

친 경우가 있어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피해가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선생님

의 지나친 배려는 친구들로 하여금 반발심을 일으키기도 하여 참여자들에게는 오

히려 더 해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선생님의 배려에 대해 한편으로

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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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이요 고마울 때가 많아요. 제가 아픈거를 이해해 주셔서. 수업시간에요 힘

들고 머리아프고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말하고 엎드려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

요. 선생님은 아시거든요. 엄마가 미리 말 하셔서... 중학교 때는 전교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아픈걸. 그래서 힘들 때 양호실 가는 거나 수업 시간에 엎

드려 있는 거는 괜찮았어요. 그런게 고마운거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많

이 써 주실때는 귀찮아요. 이거 해라 마라 난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요. 그럴 땐 엄마가 왜 선생님들한테 제가 아프다는 말을 하셔가

지고 이러나... 아픈게 후회가 되요. (I)

체육시간에요, 달리기 이런건 안되지만 공갖다가 노는거는 괜찮거든요. 배드민턴도 

치고 그러면 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복 입고 나가서 지켜보면 안되나 

싶어서 나가서 보고 있었는데 체육선생님이 와가지고 왜 나오냐고 들어가라고 양

호실에 누워 있으라고... 한번은요 교실에 있는데 체육선생님이 그렇게 말 하셨나

봐요, 교실에 있는 사람 다 나오라고. 그때 저하고 주번 있었거든요. 주번이 안나

와서 선생님이 화나서 그런 건데 저는 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막 갔더니 너는 왜 

나오냐고. 막 안나오는데도 점수 다 좋게 주시고.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해요. 근데 

하지도 않았는데 막 십몇초로 해 주시고. 그럼 저사람 왜 저러나 싶죠. 항의하는 

애들도 있어요. 체력장 점수를 불러주는데 그때 쟤는 하나도 안했는데 왜 점수가 

좋게 나왔냐고. 그럼 아무 말 도 안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럼 제가 이제 기분

이 정말... 별루예요. 그냥 제일 낮은 점수를 주면 되지 왜 바라지도 않은 점수는 

줘 가지고... (H)

(29) 다양한 치료방법에 매달림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있을 때 사람들은 민간요법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간질

의 경우도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간질 치료해 드림’ 이라는 간판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의지해 보려고 그런 곳을 찾아다닌다. 대중매체에서도 다양한 

치료방법들이 소개가 된다. 사례 G는 발작 조절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치료방법들을 시도하 다.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직접 컴퓨터로 찾아 보기

도 하고, 못 구하는 것 빼고는 다 해봤다고 할 정도로 절박하게 여러 가지 방법에 

매달리고 있었다.

길가다 보면 간질 치료해드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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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 동네 산 막 많은데.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불치병하고 비슷한 그런 거 치료해

드립니다. 막 이런 거 그런거 써 있는거 봤거든요 제가.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그

런 거 갖고 있는 어머님들이 그런데 찾아가잖아요 또.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거 어떻게든 의지해 볼려고 그런데 찾아다니잖아요. (D)

뉴스에서 간질에 좋은 약이 나왔다고 그래서. 간질에 좋다는 약이 있대요. 그걸 구

해볼라고 그랬는데 못 구했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뭐 어떤 스님이 간질에 좋은 술

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컴퓨터에서 찾아볼라 그랬는데 그게 안나왔어요. 저는 

정말 간질에 좋다는 거는 못 구한거 빼고는 다해봤어요. 녹용도 직접 구해서 먹었

구요. 근데요 다 효과 없었어요. (G)

(30) 장기적인 약물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참여자들은 약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약을 평

생 복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참여자

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문제 다. 특히 사례 D의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의료보험료의 상승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약을 계속 먹으면 약값도 만만치 않고. 약값이 실생활에서는 부담이 되요. 저는 의

료보험료를 매달 내잖아요. 근데 의료보험료가 올랐어요. 항상 4만 얼마씩 내다가 

이번달부터 7만 얼마 내니까. 소득이 더 많아졌다 해 가지고 많아졌대요. 그래서 

칠만 얼마 내니까 약값은 죽어라고 먹어서 뽕을 뽑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D)

약값 좀 싸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평생 먹어야 되는 건데 한 

달이면 이게 얼마예요. 그리고 일년이면... (B)

(31) 학습성과의 저하로 인한 열등감

참여자들은 점차적인 기억력 저하 혹은 집중으로 인한 어지러움 때문에 학습

에 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수업시간에 아파서 제대로 수업을 못 듣고 체육활동

을 빠지게 됨으로써 성적을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

러한 문제들이 참여자들의 학습성과를 떨어뜨렸고 그로 인해 참여자들은 열등감

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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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면서 많이 느끼는건데 기억이 잘 안되요. 지금은 쎄요 잘 모르겠는데 어

쨌든 공부하면서 그런거 많이 느꼈거든요. 기억력 같은거. (H)

공부를 하기가 힘든게요. 집중을 하면요, 집중을 좀 많이 하면 눈이 벌개지잖아요. 

그리고 피곤해 지니까 경기를 해요. 제 성적은 잘 아시잖아요. 하예요 하. (G)

아파서 수업도 많이 빠지고, 수업 중간에도 누워 있거나 양호실 가느라고 제대로 

수업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다른 애들에 비해 떨어지

는 거 같아요, 그럴 땐. 체육 같은 것도 시험도 못받게 하니까 점수를 못 받잖아

요. 기본점수만 받고... 그래서 막 하겠다고 우겨요. 꼭 성적 때문만은 아니고, 기본

점수 받는 것도 기분 나쁘고... (I)

(32) 여러 제약에 따른 사회생활 제한

발작 조절이라는 치료적 목적을 위해 스트레스를 피하고, 금연과 금주 등 일상

생활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제약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들 때문에 수학여행이나 MT, 운동과 같이 참여자들에게

는 중요한 사회생활이 제한을 받고 있었고, 대학생 참여자의 경우 친구들끼리 술

을 마실 기회가 생겼을 때 같이 어울리지 못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한

편 남자 참여자들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과 병역의 의무에 대해 제한을 느끼고 있

었다. 사례 A와 B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어 했고 군대에도 가고 싶어 했으나 

간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간질임을 숨기겠다

고 하 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 사회생활의 제한을 경험

하고 있었다. 

사실 전 약을 먹으면서 언니도 알다시피 커피, 탄산음료, 술, 담배 등... 다른 사람

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학교 기숙사에

서도 친구들이 밖에 나가자고 해도 술을 마시게 되니깐 자연스레 빠지게 되더라 

구요. 한두 번 빠지게 되니깐 아이들이 말도 안 꺼내 구요. 그러니 어딜 가든 소외

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선생님 말로는 오로지 쥬스만 먹어라, 우유하고 쥬스만 

먹어라 그러시는데... 사회적 관계상 어떻게 그래요. 진짜 너무 억울한 게 저는 그

러면은요 그 동안 약 먹을 동안 술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어디가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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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대학이라도 가면요, 엠티 가서 술도 못 먹고 진짜 웃긴 말이지만 건강보다 

술이 더 중요하냐 진짜 그러면 할 말 없지만은... 진짜 사회생활에서는 술 빠지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친구들이 모이면요, 야 술 마시자 그러는데요, 야아 난 무슨 

일 있어서 안나갈래 이런 적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한번은 너무 속상해서 친구 

불러서 맥주 한 캔 막 마시구... (E) 

수학여행같이 몇박 몇일 가는건 엄마아빠가 불안해 하셔서 안보내 주세요. 저도 

제 자신이 불안하구요. 몸이 힘들면 아프게 되니까요. 수학여행 같은 거는 정말 추

억인데 저혼자 못가는거 같아서 많이 속상하죠. (H)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게 운전이예요. 운전 못하면 안되요. 아 남들 다하는 운

전 못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리고 딴것도 아니고 이런 것(간질) 때문에 운전 못 한

다는 게 말이 되요? 그리고, 아 미쳤어요? (운전면허시험 원서에) 그딴 거 표시하

게? 당연히 숨기고 해야죠. (B)

군대를 가고 싶어서 휴학했어요. 해병대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또 지원해 놓

고 있어요. 남자라면 군대 한번 갔다 와야죠. 저는 일부러 힘든 데를 지원했어요. 

(입대 원서에 질병사항은) 안 썼죠 당연히. 왜 떨어지려고 써요. 진짜 지금 걱정되

는 거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군대 못 가는 건 아닌가. 진짜요. 운전면허도 따

고 싶어요. 그래도 사회생활 하려면 운전은 기본으로 해야죠 이제. 좀 있다가 딸 

거예요. (A)

(33) 약물치료 종료로 인한 발작 가능성에 대한 불안

사례 B의 경우 장기적인 약물 이행의 의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막

상 약물치료 종료 시기가 되자 약물을 중단했을 경우 발작이 또 일어날 것 같은 

생각에 불안해하 다.

약은 일년만 더 먹으라고 하는데... 처음엔 되게 좋았죠. 이제 다 나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난 더 먹고 싶은데... 인제 불안해서요. 불안함. 또 

한번 쓰러지면 쪽팔리잖아요. 그냥 더 먹으면 안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B)

(34) 사회인으로서의 미래 역할에 대한 불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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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향을 미치

게 된다. 참여자들은 사회인으로서의 미래 역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 결혼과 임신을 하고 직업을 갖는데 있어서 자신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하고 있었다. 

난 결혼할 때 숨기고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고서 숨기고 결혼을 했다고 해

도 임신을 할 때는 어차피 남편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되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말하고 결혼해야 되나, 숨기고 결혼해야 되

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D)

이렇게 약 먹는거 때문에 그런거 있잖아요. 아이를 낳는다거나... 약 때문에 아이를 

낳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I)

이제 내가 아프니깐 이런 병에 걸렸으니깐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이 있겠다.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도 뭐 이런 병에 걸려서 뭐 못할 경우도 있겠다... 내가 앞으로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E)

어차피 저는 아프기 때문에 취직은 못할 거구요. 취직은 안 될 거 같애요. 특별히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생각한 건 없지만 그래도 취직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전 아

프니까 낫기 전까지는 생각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G)

(35) 꿈을 포기함

참여자들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간질로 인해 그것을 포기

해야 했던 경험들이 있었다. 그 이유로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

로 무리가 따르게 되면서 발작 조절을 못하게 되거나 혹은 꿈이 선생님인 경우 

학생들을 대하면서 발작을 일으킬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었다.

제 꿈을 포기하게 됐죠 뭐. 제 꿈이 운동선수인데, 학교에서도 계속 운동을 했었는

데, 야구요, 학교 야구선수 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자꾸 어지럽고 그러니까요. 운

동 계속하면 몸이 더 안 좋아질거 같고 아 남들 보기에도 그렇죠. 재수 없잖아요. 

하다가 막 쓰러지고 경기하고 그러면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아프고 치료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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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나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것 땜에 운동 그만뒀다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

요. (B)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이 되려면 여러 조건이 다 갖춰져야 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만약 제가 선생님

이 돼서 수업을 하다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이들 

앞에서... 꿈을 포기했죠. (E)

제가 음악을 했었어요. 음악 학원도 다녔었고. 근데 실용음악 같은 거는 작곡만 하

는게 아니라 악기 이런 거 배워야 하거든요. 제가 드럼을 배워야 하는데 그 소리

가 울리잖아요. 다른 악기도 그렇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기계적인 소리 같은것도 많이 듣고 그래서 어쨌든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서 정말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픈거 때문에 되게 지장을 많이 받는다, 모든 거

에 제한이 있고, 하고 싶은걸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서 내가 음악을 못하

는 건가... 그래서 학원 그만두고 그거 때문에 엄마랑 싸우고 그랬어요. (H)

(36) 의료인의 지지로부터 위안과 용기를 얻음

참여자들은 의사로부터 간질이 완치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노력

하는 것에 따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에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특히 사례 

H의 경우는 양호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참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다

는 용기를 주었다.

의사선생님이 너와 같은 증상의 사람들이 많고 흔하다며 약만 잘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말 을 해 주셨어요. 처음 이 병원을 와서 간질의 하나라고 알게 됐을 때

는 저도 간질에는 거품물고 쓰러지는 사람들만 있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많이 걱

정을 했었지만 선생님이 병원간 첫날 그렇게 말 을 해주셔서 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말 을 안 해 주셨더라면 혼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었던 문제를 의사 선생님의 말 으로 이해하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니

까 감사하죠. (D)

처음에 아프기 전에는 성적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잘난 척을 좀 하자면 

반에서 최소한 5등 안에는 들었죠. 그런데 아프고 난 뒤부터는 점점 성적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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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거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공부

를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생각이 바뀐 계기는 의사 선생님 진료

를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하시며 전혀 상관없다고... 네가 노

력하면 잘 할 수 있다고 말  하시더라구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죠. (E)

고등학교 다닐 때 양호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제가 아픈걸 알아가지고 저한

테 얘기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되게 음악을 하고 싶어 하니까 저보고 아파서 못

한다는 생각은 없애라고.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다고 말 해 주셨어요. 그분도 집

안에 언니가 장애인이어가지고 언니 얘기 해 주시면서 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정말 용기도 받고 그랬어요. 참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좋은 얘기 많

이 해 주셨어요. 제 얘기도 해 보라고 하시고.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H)

(37) 종교활동을 통해 위안을 받음

학교에서는 또래들과의 힘든 관계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정서표출이 제한되고 

죄책감을 가진 것에 비해 종교활동은 사례 E에게 위안을 주었다.

옛날에는 성당에서 살았죠, 성당에서 놀다시피 했죠. 성당에서는 제가 아픈거 알아

도 잘해줬어요. 성당친구들은 편해요. 요새 친구들은 다 성당친구예요. 고민 같은 

거 메일 주고받는 수녀님 계시거든요. 그런 수녀님한테 고민 같은 거 써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당에 뭐 아는 언니 한 명 있어서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

고 그랬어요. 그런게 많이 도움이 됐죠. (E)

(38) 친구의 배려와 관심에 대한 고마움

학교에서 참여자들에게 배려와 관심을 보여준 친구들도 있었다. 그 중에는 친

한 단짝 친구도 있지만 특별히 친하지 않은 친구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런 친구

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되게 여러 가지 어요. 친구들이.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많이 아플 때는 

인제 내가 되게 많이 아프다. 조퇴할 때는 데려다주고. 단짝 친구랑 둘이서 다니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단짝친구요. 그런데 같은 반이 아니고 옆 반이라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 친구가 제일 고마워요.

제가 (발작)한 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걔가 반장이었는지 어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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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는데 그니깐 어떻게든 인제 알았나봐요. 그런데, 제가 체육시간에 안나갔는

데 “어디 아프니?” 그러더라구요. 걔가 되게 잘 해 주더라구요. 그런 애들도 있더

라구요. 친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신경써주고. (E) 

선생님이 없을 때는 애들이 도와줘요. 머리 안다치게 도와주고 해줘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먼저 말 걸어주는 친구들도 있었

어요. 그런 애들은 정말 고맙죠. (G)

(39) 부모님의 지지에 대한 감사함

약물 이행은 간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부모님

은 참여자들이 약물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었고 참여자들은 이

러한 부모님의 지지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부모님도 자꾸 말은 하시는데 약 꼬박꼬박 챙겨서 먹으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잘 안해서 그렇제 부모님은 약 먹는거에 대해 신경 많이 쓰세요. 그래서 고맙죠 

뭐. (A)

부모님이 잘해주셨죠. 지금도 잘해 주세요. 약 잘 챙겨 주시고. 약먹는건. 엄마가 

전화 해 주세요. 전화 안 해 주시면 가끔 잊어버리죠. 부모님한테 감사해요. 잘해 

주셔서. (C)

(40) 점차적으로 조절되는 발작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

점차적으로 발작이 조절됨에 따라 참여자들은 간질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강박관념이 없어졌고 기분이 좋아졌으며 안정이 되었다고 말하 는데 이를 정서

적 안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았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증상은 계속... 쉽게 얘기해서 강도가 좀 낮아졌다고 해야되

나? 그러니까 환자라는 느낌을 안 가지는거 같아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강박관념 그런 것도 없구요. (F) 

약 잘먹으면서 조절되니까 지금은 별로예요. 약 잘 먹으니깐 요샌 (발작)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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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것 같죠. 신경은 아직까진 쓰이지만요. 어쨌든 안하니까 기분 좋아요. (B)

처음엔 많이 걱정했지만 멀쩡해지니까요 그때부터는 신경 안 쓰게 됐어요. (C)

이제 점점 안 아프게 되면서 점차 안정이 되는 거죠. (E)

(41) 전조증상시 자기조절법 터득

참여자들은 전조증상이 있을 때 발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자꾸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기, 펜으로 뭔가를 쓰면서 잊어

버리려고 노력하기, 마음속을 계속 주문을 외우기, 머리 움켜쥐고 흔들기, 잠자기  

등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참여자들에게 효과

가 있었다.

또 시작하려나보다 싶으면 그냥 제가 자꾸 딴 생각 할라 그래요. 그러면 좀 있다

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B)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그걸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딱 들면요. 

아 내가 이거 아파... 지금 이 순간 내가 아플 것 같은 느낌이구나. 그래서 아프지 

말아야 돼 아프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아 이겨야 돼 안돼 아프지 말아야 돼 막 

이러면서 넘겼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넘어가더라구요. (E)

어지러울때는 (머리를 숙이고 두손으로 세게 움켜쥐며 흔듬) 막 이렇게 해요. 그럼 

괜찮아지는 거 같아요. (C)

아플때는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머리가 띵 하고 그러다가 시야가 흐려지고. 그럴 

때면 아 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엎드려서 좀 자고나면 괜찮아요. (I)

(42) 약물이행을 위한 자구책 강구

참여자들은 약물이행을 충실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아침밥을 꼬박꼬박 먹은 후 바로 약 복용하기, 가지고 있는 가방마다 약 넣어놓

기, 되도록 같은 가방 가지고 다니기, 약통 색깔을 아침저녁으로 구분하여 헷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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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있었다.

달력에 하루에 두 개씩 호치키스로 박아놓고 뽑아서 먹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고. 번호를 붙여놓을까, 다이어리에 붙여놓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약 안 

빼먹을려구요. 그리고 가방마다 다 약을 하나씩 넣어놔야 해요. 어떤 가방을 메고 

나갈지 모르니까 어디서 뭘 먹었는지 모르니까. 각 가방마다 약을 넣어놓고 사무

실에도 약을 갖다 놓고. (D)

아침에 제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아침밥을 먹을 수 있고 그래야 

약을 제대로 챙겨 먹거든요. 아침 굶으면 자연적으로 약 먹는 것도 빼먹기 쉽거든

요. 그리고 가방에다가 기본적으로 약 몇 봉지는 꼭 넣고 다니거든요. 가방은 되도

록 같은 가방만 갖고 다니고. (F)

약을요 밥먹고 바로 먹어버려요. 마지막 밥숟가락을 떠먹는다는 생각으로요. 밥먹

고 바로 인제... 그래야 안잊어버리죠. (I)

아침하고 저녁하고 약이 틀려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통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약통 뚜껑 색깔요. 그래서 아침저녁을 구별하니까 괜찮더라구요. (H)

(43) 스트레스 관리전략 개발

발작 조절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운

동을 하거나 집안에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노래 부르기, 친구와 얘기하기 등 스트

레스를 받았을 때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 

E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친구와 얘기를 하는데 이는 서로 오고가는 대화

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라고 하 다. 사례 E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들어줄 대상 보다는 자신이 말을 할 대상

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술담배 안해요. 할 생각도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들은 하는 애들도 있는

데 전 안해요. 몸에 나쁜 거라고 알기 때문에... 호기심 같은 것도 없구요. 그대신 

운동은 열심히 해요. 그럼 좀 풀리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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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이들처럼 술, 담배 등을 못하니깐 그리고 전 원래 음악을 좋아해서 자주 

음악을 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라드 음악을 크게 켜놓고 울면서 노

래를 불러요. 그러면 좀 기분이 나아져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E)

그래도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안 받으려고 참 애를 쓰는데 전 그래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딱 한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는 제가 못하는 

말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 걔한테는 얘

기하는게 편해요. 말이 안끊겨요. 근데 그게 웃긴게 저희는 대화를 하는게 아니거

든요. 지는 지대로 지 할말만 하고 저는 저대로 저 할말만 하고. 그래도 풀려요. 

속이 시원하고. (H)

(44) 포장과 유머를 사용해 간질을 위장함

참여자들은 자신이 간질임을 숨기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것이나 증상이 나타

나는 것이 감기, 빈혈, 두통처럼 일반인들이 누구나 한번씩은 경험할 수 있는 것

처럼 즉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처럼 포장하 다. 한 참여자의 엄마도 의사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약을 색깔 있는 것으로 처방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하 는데 그 

이유는 보는 사람들이 비타민이나 양제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

다. 한편, 간질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하여 타인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

태를 포장하고 유머를 사용해 간질을 위장하고 있었다.

친구들이 제가 쓰러지는 걸 봤다 해도 그냥 더위먹었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B)

누가 약먹는거 보고 뭐냐고 물어봐두요 머리 아픈 약이다 그렇게 이야기  해요. 

편두통... 머리 아파서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E)

그냥 감기라고 해요. 누가 왜 약 먹냐고 물어보면 그냥 아파서 먹는다고 그냥 감

기기운 있다고 그래요. 항상 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A)

친구들은 제가 빈혈이 심한 줄 알아요. 증상이 딱 그렇잖아요. 어지럽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수업 도중에라도 엎드려 있거나 양호실 가서 누워 있는 거에 대해 당



51

연한 걸로 아는 거 같았어요. 잘됐죠 뭐. 뭐... 만만한게 빈혈인거 같아요. 빈혈이라 

그러면 다 그런가보다... (I)

약 먹는 거 보면 당연히 물어보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추억 얘기하

는 것처럼 내가 궁시  궁시  하고 그랬었다. 근데 되게 재밌다. 그냥 이렇게 얘

기하고... 대부분 무슨 약이야 물어보면 “알약이야”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기구... 

계속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알약이야. (D)

(45) 간질을 가지고 있음을 비 로 숨김

참여자들은 자신이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

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쪽팔려서’, 알아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깨

질까봐, 주위가 복잡해지는 것이 싫기 때문 등 다양하 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여

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간질을 가지고 있음을 비 로 숨기고 있었다.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알려지는 게 싫어요. 

쪽팔려서 싫죠. (B)

그런 거에 대해서 친구랑 얘기한다거나 선생님이랑 얘기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안 

하죠. 오히려 일부러 숨기죠. 알아서 좋을 거 없잖아요. (C)

내가 말할 사람한테만 말하고 말 안할 사람한테는 말 안하니까. 그 외에는 몰라요. 

여자친구도 몰라요. 그냥 말 안 했어요. 말했다가 다 깨지라구요? (A)

전 누가 뭐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지만요. 뭐 숨기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기하는 거는 평생 비 로 간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거 싫고. 조용히 살고 싶어요. (I)

(46) 부정적인 감정을 속으로 삭임

사례 I는 잘 조절되지 않는 발작으로 인해 마음 속에서 생기는 분노와 같은 감

정을 표출하지 않고 속으로 삭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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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고 나면 정말 막 속에서 화가 나죠. 분노심 같은 거가 막 생겨요. 마음 속에서

요. 물론 터뜨리진 않지만요. 저혼자 속으로 삭이는 거죠. 엄마아빠가 아시면 속상

해 하시거든요. (I)

(47) 간질을 가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위안을 구함

참여자들은 간질을 가진 다른 사람의 상태가 자신보다 심하다는 것을 확인했

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의 상태가 심하지 않음을 깨닫고 안심하 다. 또한 자신보

다 상태가 심한 사람이 있는지를 연구자에게 자꾸 물어봄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안

을 구하고자 하 다.

입원했을 때요 검사실에서 막 발작 일으키면서 진짜 소리 지르구요 막... 그런 것

도 많이 봤어요. 그걸 보고 진짜 난 참 다행이구나. 난 그냥 깜빡깜빡 그럴 때만... 

저는요 제가 되게 심한 건줄 알았어요. 저렇게 심한 것도 있구나... 저런 사람들은 

학교도 못 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다. 나는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그냥 

팔 돌리면서... 그런 거지만. 진료하러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요. 심한 사람들

은 소리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E)

다른 사람은 저보다 더 심해요?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있죠? (B)

(48) 일반적으로 인식된 간질과의 차별화로 스스로 위로받음

참여자들은 자신은 ‘다른 간질을 가진 사람과는 달리’ 증상이 심하지 않고 그

렇기 때문에 간질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 다. 즉, 쓰러져서 경기하는 그

런 일반적으로 인식된 간질을 가진 사람들과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러한 차별화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저는 다른 환자처럼 거품 물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어차피. 간질이라고 붙일 필

요도 없는 병 같은데 괜히 간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난, 간질은 아닌데 보

면... 간질이 있긴 한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간질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운

동신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간질이라고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저

는 그렇게 쓰러져서 거품 무는 사람들이 저랑 같은 간질환자라고 생각을 못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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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저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D)

다른 사람처럼 막 이렇게 진짜 막 한번 아프면요 길게 몇 분 아픈 게 아니라 깜짝

할 사이 몇 초, 단 몇 초 이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막 발작한다 그런게 아니라... 

그니까 그렇게 막 환자라기 보다는... (E)

제가 나타내는 반응은 그렇게 귤 먹고 신 걸 표현하는 거하고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거라 다행이죠. (F)

(49) 간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짐

사례 D는 간질에 대한 자료를 아빠에게 요구하고, 자신의 증상과 똑같은 증상

이 자료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고 반가워하며 간질을 가지고 있었

던 초등학교 친구를 떠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간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빠가 병원에서 팜플렛 가져오시면 막 딴 거는 없냐고 그러고 더 있으면 다 가져

오라고 그러고. 거기에 뭐 간질 종류 되게 많은 거예요. 한가지 뭐 거품 이런 거만 

생각했는데, 뭐 측두엽 간질 무슨 간질 이런 여러 종류 되게 많은 거예요. 어떤 어

떤 증세가 어디에 속하는지 제가 보니까 딱 증세가 측두엽 간질에 똑같이 써있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지며 약간의 울 거림을 느끼면서 똑같은 증세. 아 되게 신

기하다 어떻게 나랑 똑같은 증세가 있나... 되게 반갑던데요. 나랑 똑같은 증상이 

있다는게.

초등학교 때 그런 애가 있었어요.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렇게 떠는 애가 있었어요. 

그때 그게 간질인 거를 몰랐는데 제가 간질 알고... 간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

다보니까. 그때 어릴 땐 몰랐어요. 아 그게 간질이었구나... (D)

(50) 간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요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원하 다. 또한 병원에서 만드는  

자료와 학교 교과서에 실린 간질 관련 내용에서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지적하면

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 다. 일반인을 위해 발작 대처 방법에 대해

서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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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를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MRI랑 뇌파 검사 피 검사 하고 그러면 며칠 있다 와

서 결과 보자 그러고 며칠 있다 가요. 가면 MRI에 찍힌 뭐 이렇게 사진이나 검사 

결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가 어떻게 이상이 있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고. 이런 거를 자세히 얘기해주신 적이 별로 없던 거 같아요. (F)

간질에 관심이 있거나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증상에 대해 이해하고 잘 알 수 있

도록 내용을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해서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 저두 처음 

팜플렛을 보고 간질 환자들의 결혼과 임신에 대해서 읽고 확실하고 자세한 내용이 

아니어서 혼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게 되구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간질이 많이 

심각한 병인가 하고 혼자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 팜플렛을 읽고 생각한 것은 간질환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거나 임신을 하

려면 의사와 상의를 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간질 환자들이 약을 먹고 완치가 되

어도 임신에 지장이 있는 것인지, 완치가 안되고 앓고 있는 중에만 임신에 향을 

끼친다는 것인지. 간질이 유전이라고 되어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아이를 가지

게 된다면 유전에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죠. 지금도 전 그런 걱정을 해요. 자

세하지 않은 내용 때문에 환자가 걱정하는 일들이 많을 거 같아요. 

간질을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구요. 아직 지식이 없는 학생들도 당연히 그럴

테구요. 특히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교과서에 기재된 내용을 읽고 그 내용대

로 이해를 할 텐데 교과서에 간질에 대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게 되잖아요. 알고 있더라고 이상한 병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들도 있구요. 간질을 이상한 병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또 간질의 종류도 거품물

고 쓰러지는 것만이 있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또 간

질 증상의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실렸으면 하네요. 간질을 몰라 교과서로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

이 교과서의 편견된 내용 때문에 잘못 이해해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올바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이 기재 됐으면 하구요. (D)

(51) 발작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평소에 자신의 발작 모습이 추할 것이라고 생각해 온 사례 F는 병원에 입원해

서 검사를 받는 동안 찍은 비디오를 보면서 생각과 달리 추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자신의 발작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 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발작) 할 때...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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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못 보잖아요. 제가 그거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되게 추

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비디오 찍은 거를 보여주셨

는데 생각보다 별로 추하지는 않더라구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F)

(52) 간질을 가지고 있는 타인을 통한 자기연민

참여자들은 자신과 같이 간질을 가진 사람이 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이상하게 보았지만 자신은 마음이 쓸하고 안쓰러움을 

느꼈으며 호감을 가지기도 하 다. 이는 간질을 가지고 있는 타인을 보면서 그들

과 같은 처지인 자신에 대한 연민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뭐라 그럴까 자꾸만 얼굴도 막 떨고 고개도 막 떨구요 손도 막 이러구요 그런 애

를 봤어요. 그리고 막 헛소리도 되게 많이 하구요. 약간 좀 뭐랄까 한마디로 말하

자면 헛소리도 많이 하구 애들 말로는 정신이 안 좋다 그럴까 돌았다 그럴까 미안

한 말이지만 걔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정신이 좀 안 좋다 그럴까.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은 환자끼리는 뭔가를 안다는 거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었는데요 몰라요 제 느낌인지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몰라두요. 막 

혼자서 헛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보기에는요 이상하게 막 그래 보

이는 거예요. 걔가 혹시 나처럼 그렇게 아픈 게 아닌가 그래서 막 헛소리도 하고. 

나보다 더 심한가? 나 혼자 공상을 하면서...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막 볼 때마다요 비웃듯이 막 되게 그러는 거예요. 막 다른 

애들하고 틀리게요 헛소리하고 뭐 막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랬어요. 마음이 왠

지... 뭐라 그래야 되지? 쓸하고 안쓰럽고... (E)

중학교 때 저하고 같은 병을 가진 애가 있었어요. 같은 반인데요, 걔가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쓰러진 걸 보고 출석부를 봤더니 

저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걔랑 친구가 됐어요. 써클도 같이 하고 실험도 같이 

하고. 호감이 갔어요. 반애들한테 다 따돌림을 받아도 저랑은 친구가 될 수 있잖아

요. (H)

(53) 비정상인 취급에 대한 불만

참여자들은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에 의

해 일반인과는 달리 신체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 혹은 지능이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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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취급되는 등 비정상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들

은 타인에 의한 이와 같은 취급에 대해 섭섭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등 불만을 가

지고 있었다. 특히 사례 F의 경우는 의사들에 의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취

급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저는 생각자체가 없는데 그냥 약만 먹을 뿐이지 일반 사람이랑 똑같은데 선생님은 

제가 그런 좀 심한 활동을 하는 게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나봐요. 그땐 좀 난 아

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황당했죠. 저는 그렇게 상태가 심한 것도 아

니고, 제가 뭐 할 것도 아니고, 똑같이 살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섭섭했어

요. (D)

1주일에 한번씩 양호실로 외부에서 오시는 무슨 박사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

한테 얘기를 했나봐요. 양호선생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1주일에 한번씩 그 선생님한테 가서 그니까 일종의... 저는 아무렇지도 않

은데요 완전히 환자 취급받고 치료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모판 하면은 이렇게 맞춰보라고, 다 이렇게 해놓고 꼭 맞춰보라고 막 그런 

것도 시키구요. 그런데, 그 학교에요 막 지능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

아요. 그런 애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그 선생님한테 그런걸 배우거든요. 저는 그런 

거보다 한 수 위인 걸 한 거죠. 그런 애들은 숫자 배우고 한  배우고 하는 건데 

저는 인제 다른 걸 했으니깐.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당

연히. 저는 왠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걔네들이랑 같이 두고 완전히 뭐 이상한 

취급을 하니 이상한 거죠. (E)

근데요, 간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지능이 낮아요? 아침마다 회

진 돌면서 와 가지고 하나같이 한다는 소리가 “아 이런 환자가 수능을 본다는 게 

신기하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요. 의사선생님도 그런 얘기하신 적 있

는데... 고3때 수능 보고 나서 갔는데 수능 본 거 축하한다고 그러시던데요. 합격한 

게 아니고 본 거를 축하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하는 건데 나는 수능 다 

본 게 칭찬거리가 되는구나... 볼 만 하니까 본건데 그런 걸 신기하게 생각하는게 

좀 그래요. 그런 생각부터 안했으면 좋겠어요. (F)

(54) 평범하고 싶은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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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 즉 평범함을 추구하고자 하 다. 사례 

E는 발작 후에 생기는 졸음으로 인해 수업 도중에 잠을 자고 싶지만 선생님이 자

신을 ‘특별한 아이’로 생각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자신이 간질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가면서까지 선생님의 양해를 구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 다. 사례 H는 친구들

이 다 하는 활동들 - 체육시간에 응원하기와 경기하기, 엠티 가기 - 을 자신도 해

보고 싶다고 하 고, 아플 때 아프더라도 남들하고 똑같이 다 해 보고 싶다는 평

범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한번 딱 그러고 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졸려요. 심하게 한 번 하고 나면 정말 졸

려서 졸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자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그럴 때 되

게 좀... 좀 그렇죠. 저는 수업이 따분해서 졸린 게 아니라 정말 잠이 필요할 때잖

아요. 그때 안 자면 더 막 아프고 그렇거든요. 더 머리 아프고. 그래서 정말 잠을 

자야 할 그런 땐데 선생님들이 못 자게 할 때 정말 힘들죠. 그래도 꼭 굳이 그렇

게 제가 아프다는 걸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이 저를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그랬어요. (F)

사실 대학교도 봐줄 수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단서 갖다 보여드리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안했거든요. 

체육대회 때 응원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진짜 경기를 뭔가 하고 싶고 그래요. 지금 

체육대회 하잖아요. 넌 뭐하니까 힘들면 쉬어라 이런 말이 듣기가 싫었거든요. 제

가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 하면요 고등학교 때는 발표같은 거 하더라도 신경 쓰이

니까 넌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건 좀 그렇잖아요. 딴 애들은 발표 

준비하는데... 이제는 아플 때 아파도 좀 남들하고 똑같이 다 해보고 싶어요. 이번

에는 아빠 설득해서 엠티 좀 가볼려구요. (H)

(55) 지나친 관심에 대한 불편감

다른 사람들이 지나친 관심을 보일 때에 참여자들은 불편함을 느꼈다. 부모님

의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안부를 물어 올 때, 부모님이 지나치게 생활을 간섭할 때

가 그러한 경우들이었다.

엄마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나를 아는 사람들이 뭐 요즘에는 괜찮냐, 다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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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엄마 친구들이요. 요즘은 괜찮냐 아픈 데는 없냐 물어볼 때마다 좀 그래요.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한두 번 물어보면 됐지, 뭐 올 때마다 자꾸 물어봐요. 관

심이 너무 지나치니깐. 관심이 도가 너무 지나쳐서 기분 나빠요. (E)

사실은 아빠가 유난히 저를 많이 챙겨 주시긴 하는데 언니에 비해 저를 편애한다 

싶을 정도로 그러시거든요. 되게 심하게... 어딜 간다고 해도 저 혼자 못 다니게 하

시고. 저 밤에도 못나가요. 이제 대학생인데,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들어와야 하

고. 저를 생각하시는 거니까 고맙긴 한데 솔직히 답답해요. 답답하고 갑갑하고 숨

막히고 좀 그래요. (H)

(56) 완치에 대한 기대를 가짐

참여자들은 간질이 완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사례 D는 약물 용

량이 점점 줄어듦으로써 약물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사례 C의 경우는 약물 이행을 잘 하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고 나을 수 있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완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선생님 말로는 작년에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얘기했으니까 내년 내후년 2년 먹어

보고 약을 줄이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한 알인데 뭘 더 줄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

서 반 알로 줄여요? 그랬더니 반 알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 알까지 갔으니

까 이제 반 알도 설마 3년 먹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결혼 전에는 

약을 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끊으면 다른 평범한 사람과 똑

같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D)

저는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약만 잘먹으면 되겠다고 생각

하고 있어요. 의사선생님이 약만 잘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사실 사회생활 하는 거

는 취직이나 군대 뭐 이런 거는 약 먹으면 대학교 가기 전에 낫는다고 그러셔서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봤어요. 낫는다는데 뭐가 걱정이예요. 낫는 병은 걱정 안 하

죠. 안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만. (C)

(57) 타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함

사례 D, E, H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으며, 누구나 아프면 약을 먹듯이 그렇게 약을 먹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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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을 타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를 특별하게 생각 안해요.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똑같은 일반 사람이고 아무

렇지도 않은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약만 먹는다 그냥 감기약 먹는 

것처럼 먹는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남들이 

그렇듯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D)

일반인처럼 느끼기로 했어요. 약을 계속 먹긴 하지만, 그게 계속 나를 따라다니긴 

하지만... 뭐 제가 완전히 기억력이 떨어져 가지고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더 투자하면 결과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차이가 없으니까 남들 하

는 거는 저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E)

약먹는 것도 힘들지가 않아요. 제 생활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구요. 사람들이 아프면 쉬기도 하고 약도 먹고 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지금도 아프긴 하지만 그건 그냥 아픈거다. 받아들이기 나름

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은거 같아요. (H)

(58) 삶을 거역하지 않고 지탱함

사례 F와 G는 발작을 하는 것이 심란하고 불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를 삶을 거역하지 않고 지탱

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사례 G의 경우는 현재 발작 빈도가 빈번한 상태로 간

질이 낫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런 상태로라도 

살아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맘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감

도 없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질병을 가

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그런 거, 그런 거 없구요. 한번씩 그럴 때

만 쫌 거시기 하고... 심란하고요... 제가 이렇다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요. (F)

사는건 그냥 이러고 사는 거죠. 제 마음은 항상 불안하죠. 앞으로 아프면 어떡하

나. 늘 불안해요. 계속 경기를 하니까. 그때그때를 넘기는게 힘들고. 난 그냥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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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하나보다 평생 약을 먹으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앞

으로 나을 수도 있고 안나을 수도 있겠지만 안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하죠. 

전에는 그래도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이제는 아니예요. 점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나으면 그냥 이런대로 사는 거예요. (G)

(59) 간질에 대한 의도적 부정

자신이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하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사례 C는 자신이 간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그냥 운이 나빠 기절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더 깊게 생각해 봤자 걱정만 될 뿐이라고 하 다. 사례 

A도 생각해 봤자 머리만 아프고 자신은 병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하 다. 사

례 I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지만 비관적인 말을 들을까봐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 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음... 없다고 생각한다기 보다 그거에 대해서 생

각을 안하고 사는 거죠. 생각해 봤자 걱정만 되잖아요. 저는 제 병에 대해 깊게 생

각 안해요. 그냥 기절하는 것 뿐이다. 운이 나빠 가지고. 간질이라는 거 알아봤자 

좋을 것도 없잖아요. 이건 회피가 아니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죠. 

그런 거 알아서 나아지는 게 없죠. 알면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럼 걱정되고... (C)

제 병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요. 언제쯤 낫게 될까.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할까. 

그런데 병원에 가면 그냥 어땠다 이렇게만 말하고 궁금한 건 못 물어보겠어요. 이

제까지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하는 답이 안 나올까봐요. 

사실 그런 답이 나올 리 없죠. 뻔하게 뭐 계속 치료해야 한다고 하겠죠. 이렇게 말

하고 보면 사실 궁금한 것도 없네요. 그래도 비관적인 말을 막상 들으면 너무 힘

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는게 두렵고. 차라리 모르고 이대로 사는게 마음 

편할거 같아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넘기고... (I)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봤자 머리만 아프죠. 구체적으로 생

각해 보진 않았지만 결혼하고 애 낳을 때까지 뭐 가겠어요? 뭐 그냥... 생각하기 

싫어요. (A)

(60) 실현 가능한 미래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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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꿈을 접었다거나 혹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

에서 참여자들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하

다. 사례 B는 원래 야구선수가 꿈이었으나 간질로 인해 꿈을 포기하 다. 그러

나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할 것을 고려

하게 되었다. 사례 G는 현재 발작을 빈번하게 하고 있는 상태로 자신이 할 수 있

는 일은 자원봉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학 전공도 사회복지학과 쪽으로 생

각하고 있었다. 또한 사례 G는 학교에 다니는 것 보다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

이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저는 운동으로 먹고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선수는 포기했

기 때문에 지금은 스포츠 마케팅 해 보려구요. 그래서 제가 체대 쓴 거예요. 운동

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야구를 했었으니까 운동 그런 쪽으로 관

련된 일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도 합격했는데 이제 공부해 봐야죠. 

(B)

어차피 저는 아프기 때문에 취직은 못할 거구요. 취직은 안 될 거 같아요. 특별히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생각한 건 없지만 그래도 취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 

아프니까 병이 낫기 전까지는 생각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원봉사를 생각했구요. 엄마도 그거 하라 그러구요. 그것도 사회활동이잖아요. 저한

테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휴학했는데 복학하는 것 보다는 검정고시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 드렸더니 생각해 보신다고. 공부는 당연히 하고 싶죠. 뭐 어떤 거를 전공하고 

싶다기 보다 그냥 공부가 하고 싶어요. 대학을 가고 싶어요. 검정고시를 해도 공부

할 수 있고 대학갈 수 있잖아요. 꼭 학교에 다녀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검정고시

가 저한테는 맞는 거 같애요. 그게 편해요. 전공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어요. 컴퓨

터 같은 거에서 보면 사회복지학과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원봉사를 할라 그러니

까 아무래도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G)

(61) 현실 인정을 바탕으로 꿈을 추구함

사례 H는 간질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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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는 자신이 혼자서 극복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사례 H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꿈

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 는데 이를 현실 인정을 바탕으로 꿈을 추구

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람들의 인식을 다 바꾸기라는건 힘든 거잖아요. 사실상 박힌 고정적 이미지인

데...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아무튼 너무 뿌리가 깊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게 

힘들죠. 일단 그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고 나면 제가 대학교 와서 

학교에서 쓰러지고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 그러면 이제는 피하려면 피해라 난 그래

도 내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너희들이 피하는거 이해

한다. 굳이 그 사람들 눈에 잘 들려고 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내 할 일을 하면

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해요. 간질이 완치가 된다는 말은 들었

지만 언제 완치가 될지는 못 들었어요. 

어느 정도는 저 혼자 극복을 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확실히 저 혼

자 해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르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지 앞으

로 더 힘든 일이 생겨도 엄마아빠가 계속 챙겨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누

가 절 도와주지 않을 텐데... 사회에 나가서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

람들한테 진단서 갖다 주고 나 이러니까 봐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음악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처한 현실이 이렇 

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제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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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념의 범주화

앞에서 생성된 61개의 개념에 대해 근거자료로 되돌아가서 각 개념들이 가지

고 있는 본질적인 뜻을 파악하면서 비슷한 개념들끼리 묶는 범주화 작업을 하

다. 이를 통해 23개의 범주가 생성되었고 각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이 추출되었다. 

(1) 심리적 낙인

: 일방적인 공개로 인해 힘들어함, 지나친 배려에 의한 이질감, 차별적 시선 의

식

참여자들은 체육시간이나 수련회와 같은 단체활동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문

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공개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 다. 또한 선생님의 시선

으로 볼 때 좀 힘든 활동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러 배려하여 참여

자들을 제외시켜 주었으나 그것이 참여자들에게는 지나친 배려로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더 이질감을 느끼게 하 다. 한편 자신의 상태에 상관없이 간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차별적인 시선을 의식하 다. 이와 같이 일방적인 공개

로 인해 힘들어하고 이질감을 느끼며 차별적인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다른 사람

들이 실제로 참여자들에게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참여자 스스로가 심리적인 낙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격리

: 집단 속에서의 불편감, 또래로부터 점점 멀어져감, 또래로부터 따돌림당함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친구를 잘 못 사귀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 등 집단 속에서의 불편감을 드

러내었다. 또한 간질을 가진 후로 또래들은 점점 참여자들을 멀리하는 한편 노골

적으로 피하고 괴롭히는 등 따돌렸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집단 속에서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멀어져 갔는데 이러한 현상을 또

래로부터의 사회적 격리로 보았다.

(3) 간질에 대한 부정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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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작 후 추한 모습에 대한 자괴감, 자기조절이 없는 발작 상황에 대한 공포, 

간질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분노

참여자들은 발작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개구리 같다거나 추하다는 표현을 하

는 등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고 발작을 하고 있는 동안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한편 간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분

노감을 가지기도 하 다. 이처럼 자괴감이나 공포, 분노 등 참여자들은 간질에 대

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4) 장기적인 치료순응의 어려움

: 장기적인 약물복용에 따른 부담감, 약물 불이행에 따른 발작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 약물 불이행에 따른 발작으로 인해 약물 이행을 다짐함

참여자들은 장기간의 약물 복용에 따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매일같이 정

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참여자들을 지치게 하 고, 약에 대해 질리도

록 하 으며,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약물 

불이행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발작을 하게 될까봐 긴장하여 새벽에 깨어 약을 복

용하기도 하 다. 그리고 약물 불이행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참여자들

로 하여금 약물 이행을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

은 장기적인 치료순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5) 고통

: 간질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 비 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분노, 

보이지 않는 간질과의 끝없는 싸움, 간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더 크게 부각됨, 

정서표출의 제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삶, 타인에게 짐이 됨에 따른 죄책감, 기약 

없는 치유에 대한 막막함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선생님

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이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의 결과에 대

해 걱정하고 불안해하 으며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 이고 사생활인데 그

것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면서 분노감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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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보다 더 정신적인 피해가 큰 간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간질과 끊임없이 보

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하고 제한된 정서 표출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기도 하 고, 언제 완치가 될지 모르는 막막함을 가지고 있

었다. 참여자들이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고통으로 보

았다.

(6) 사회문화적 낙인

: 사회에 의해 강화되는 낙인, 문화적 편견에 의한 낙인, 제도에 의한 낙인

참여자들이 심리적인 낙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간

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낙인이 존재하고 있다. 간질이 공개적으로 웃음거리가 

된다든지 간질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 낙인은 강화가 된다. 대중매체는 낙

인이 강화되는 강력한 수단이다. 예로부터 간질을 지랄병이라고 하여 아직까지도 

국어사전에 지랄병이라고 나와 있을 만큼 우리나라 문화 고유의 편견 또한 사회

적 낙인의 일부이다. 한편 제도에 의해서도 낙인이 형성될 수 있다. 장애인 보호

에 대한 제도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

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기 때문에 간질을 장애로 제도화 

하는 것에 대해 반발을 가진 참여자도 있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사회문화적 낙인이라고 보았다.

(7)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의 부재

: 기존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음, 간질 관리에 대한 지식부족, 수동적인 정보 

획득

병원에서 만들어진 간질 관련 자료나 학교 교과서에 나온 간질에 대한 정보는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들은 약물이나 기타 간질 치료, 일상생활 관

리와 같은 전반적인 간질 관리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 고 간질 정보도 능동적으

로 찾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획득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참여자

들에게는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이 부재한 상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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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부담

: 선생님의 이해 부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음, 선생님의 배려에 대한 양가감

정

간질을 가진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선생님의 이들에 대한 이해

는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나 발작 후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선생님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했을 때 간질을 가진 학생은 마음의 상

처를 입게 된다. 또한 선생님들이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간질을 가진 학생들의 활

동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게 되면 이들은 한편 고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거부

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이처럼 학교에서 선생님과 참여자들이 다양한 상황에

서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선생님의 부적절한 대처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부담을 

갖도록 하 다.

(9) 완치방안 모색에 대한 집착

: 다양한 치료방법에 매달림

약물 치료 이외에 대중매체나 인터넷, 민간시설 등을 통해 알려진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었고 이들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도 있었다. 이러한 현

상을 간질의 완치방안 모색에 대한 집착으로 보았다.

(10) 일상적 갈등

: 장기적인 약물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학습성과의 저하로 인한 열등감, 여

러 제약에 따른 사회생활 제한, 약물치료 종료로 인한 발작 가능성에 대한 불안

참여자들은 장기간 간질 치료를 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 고 기억

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공부하기가 힘들고 학습성과가 친구들에 비해 떨어

져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간질 치료과정에 따른 여러 제약 때문에 운전이

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의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았다. 또한 약물 이행을 힘들어

하 으면서도 막상 약물치료 종료에 대해서는 발작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 다. 

이러한 문제들은 참여자들의 삶의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었기 때

문에 일상적 갈등이라고 범주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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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 사회인으로서의 미래 역할에 대한 불확신, 꿈을 포기함

참여자들은 미래에 결혼과 임신을 할 수 있는지, 직업을 가지 수 있는지에 대

해 고민하는 등 사회인으로서의 미래 역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 고 간질 때문

에 미래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 다. 이러한 현상을 미래의 

역할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12) 사회적 지지

: 의료인의 지지로부터 위안과 용기를 얻음, 종교활동을 통해 위안을 받음, 치

구의 배려와 관심에 대한 고마움, 부모의 지지에 대한 감사함

참여자들은 간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경험하 다. 의사

는 나을 수 있다고 위로해 주었고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다. 종교

활동 또한 위안을 주었고, 학교에서도 단짝 친구는 물론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도 

관심을 보여 주어 고마움을 느꼈다. 또한 부모는 참여자들이 약물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을 지지하 다. 이들을 사회적 지지로 범주화 하 다.

(13) 정서적 안정

: 점차적으로 조절되는 발작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

발작 증상이 없거나 잘 조절되고 있을 경우 참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을 위하게 되고, 기분이 좋고 환자라는 느낌을 갖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

을 정서적 안정으로 보았다.

(14)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 전조증상시 자기조절법 터득, 약물이행을 위한 자구책 강구, 스트레스 관리전

략 개발

참여자들은 제각기 전조증상이 있을 때 마인드 콘트롤이나 수면을 취하는 등 

자기조절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또한 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복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놓고 있었으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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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에게 맞게 증상관리를 위

한 다양한 방법들을 터득하고 있었다.

(15) 간질 은폐

: 포장과 유머를 사용해 간질을 위장함, 간질을 가지고 있음을 비 로 숨김

참여자들은 자신이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하

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발작 증상을 누구에게나 흔히 있을 수 있는 

감기나 두통, 허약함이라고 포장하 고 때로는 유머를 사용하여 재치 있게 발작에 

대해 이야기하 다. 또한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말하지 않음으로써 

비 시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참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간질 은폐의 

방법들이었다.

(16) 정서를 억압함

: 부정적인 감정을 속으로 삭임

잘 조절되지 않는 발작으로 인해 화가 난 감정을 부모님이 속상해 할까봐 밖

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이게 되는 현상을 정서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

았다.

(17) 스스로를 위로함

: 간질을 가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위안을 구함, 일반적으로 인식된 

간질과의 차별화로 스스로 위로받음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은 더 심한지?” “나보다 더 약을 오랫동안 먹은 사람도 

있는지? 어렸을때부터 약을 먹은 사람도 있는지?” 라는 물음을 통해 자신의 상태

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 고 다른 사람의 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처럼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안을 느꼈다. 또한 자신에게는 거

품을 물고 쓰러지는 증상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간질이라고 볼 수 없

다며 자신은 간질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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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간질을 수용함

: 간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짐, 간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요구, 발작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간질을 가지고 있는 타인을 통한 자기연

민

참여자들은 간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간질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 다. 자

신의 발작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보면서 별로 추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

고, 자기 또래의 간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자기

연민을 느꼈다. 또한 간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를 요구하기도 하 다. 이러한 현상은 참여자들이 간질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 비정상인 취급에 대한 불만, 평범하고 싶은 소망, 지나친 관심에 대한 불편감

참여자들은 지능이 낮은 사람 취급을 받는다거나 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으

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고 지나친 관심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꼈다.  

또한 특별한 아이가 아닌 평범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불만이나 

불편감, 평범하고 싶은 소망 등은 타인과의 동질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 희망을 가짐

: 완치에 대한 기대를 가짐

참여자들은 간질이 완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약을 점점 줄여가

는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약을 끊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약물 이행

을 잘 하면 사회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

대는 완치에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1) 삶을 받아들임

: 타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함, 삶을 거역하지 않고 지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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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타인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보인 참여자

들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여 삶을 거역하지 않고 

지탱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적극적으로

든 소극적으로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볼 수 있다.

(22) 부정

: 간질에 대한 의도적 부정

자신이 간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그냥 운이 나빠 기절하는 것 뿐이고 더 

깊이 생각해 봤자 걱정만 되고 머리만 아프다는 참여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상

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지만 비관적인 말을 들을까봐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이 간질을 가지고 있

다는 것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삶에 적응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인지적 재구성

: 실현 가능한 미래를 모색, 현실 인정을 바탕으로 꿈을 추구함

꿈을 포기했던 참여자나 현재까지도 빈번하게 발작을 하여 미래를 생각할 수 

없었던 참여자는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수준의 꿈을 추구하

다. 또한 간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꿈을 추

구하고자 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것은 모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가

능한 수준으로 재구성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범

주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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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성된 개념과 범주

개   념 범   주 속성 차원

일방적인 공개로 인해 힘들어함

지나친 배려에 의한 이질감

차별적 시선 의식

 심리적 낙인

 

강도 강-약

집단 속에서의 불편감

또래로부터 점점 멀어져감

또래로부터 따돌림당함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격리

강도

종류

강-약

개인내부-

대인관계

발작 후 추한 모습에 대한 자괴감

자기조절이 없는 발작 상황에 대한 공포

간질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분노

 간질에 대한 

 부정적 정서

강도 강-약

장기적인 약물복용에 따른 부담감

약물 불이행에 따른 발작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

약물 불이행에 따른 발작으로 인해 

        약물 이행을 다짐함

장기적인 치료

순응의 어려움

정도 많음-적음

간질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

비 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분노

보이지 않는 간질과의 끝없는 싸움

간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더 크게 부각됨

정서표출의 제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삶

타인에게 짐이 됨에 따른 죄책감

기약 없는 치유에 대한 막막함

 고통 강도 강-약

사회에 의해 강화되는 낙인

문화적 편견에 의한 낙인

제도에 의한 낙인

 사회문화적 

 낙인

강도

출처

강-약

사회문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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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범   주 속성 차원

기존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음

간질 관리에 대한 지식부족

수동적인 정보 획득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의 부재

정확성

접근성

정확함-

부정확함

접근쉬움-

접근어려움

선생님의 이해 부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음

선생님의 배려에 대한 양가감정

 상황에 따른 부적

 절한 대처로 인한

 부담

정도

상황

강-약

학교-

학교이외

다양한 치료방법에 매달림
 완치방안 모색에

 대한 집착
방법

직접-

간접

장기적인 약물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학습성과의 저하로 인한 열등감

여러 제약에 따른 사회생활 제한

약물치료 종료로 인한 발작 가능성에 

        대한 불안

 일상적 갈등 정도

종류

많음-적음

개인적-

대인관계적

사회인으로서의 미래 역할에 대한 

        불확신

꿈을 포기함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정도

종류

많음-적음

개인적-

대인관계적

의료인의 지지로부터 위안과 용기를 

        얻음

종교활동을 통해 위안을 받음

친구의 배려와 관심에 대한 고마움

부모의 지지에 대한 감사함

 사회적지지 정도

종류

많음-적음

가족-

지역사회

점차적으로 조절되는 발작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

 정서적 안정 강도 강-약

전조증상시 자기조절법 터득

약물이행을 위한 자구책 강구

스트레스 관리전략 개발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정도 많음-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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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범   주 속성 차원

포장과 유머를 사용해 간질을 위장함

간질을 가지고 있음을 비 로 숨김

 간질 은폐 방법 드러남-

드러나지않음

부정적인 감정을 속으로 삭임  정서를 억압함 강도 강-약

간질을 가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위안을 구함

일반적으로 인식된 간질과의 

        차별화로 스스로 위로받음

 스스로를 

 위로함

정도 많음-적음

간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짐

간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요구

발작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간질을 가지고 있는 타인을 통한 

        자기연민

 간질을 수용함 정도 많음-적음

비정상인 취급에 대한 불만

평범하고 싶은 소망

지나친 관심에 대한 불편감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강도 강-약

완치에 대한 기대를 가짐  희망을 가짐 정도 많음-적음

타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함

삶을 거역하지 않고 지탱함
 삶을 받아들임 방식

능동적-

수동적

간질에 대한 의도적 부정  부정 강도 강-약

실현 가능한 미래를 모색

현실 인정을 바탕으로 꿈을 추구함 
 인지적 재구성 강도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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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코딩

3-1. 패러다임

축코딩에서는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패러다임이라는 조직화된 도구

를 이용하게 된다. 패러다임을 이루는 요소들은 현상(phenomena), 상황

(conditions), 작용/상호작용(actions/interactions), 결과(consequences) 이다. 본 연

구에서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3개의 범주들이 생성되었는데,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를 패러다임의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표 3>.

(1) 현상

현상은 “현재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연구참여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반응하여 사건들이 반복되는 패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고통’이라는 범주가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반응하게 

되는 패턴으로 파악하 다. 

(2) 상황

현상에 속하는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 사건들을 의미하며, 인과적 상황(causal 

condition), 중재적 상황(intervening condition), 맥락(contextual condition)이 있다.

인과적 상황은 현상에 향을 주는 사건들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심리

적 낙인’,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격리’, ‘간질에 대한 부정적 정서’, ‘장기적인 치료

순응의 어려움’이 현상인 ‘고통’에 향을 주는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 

중재적 상황은 현상에 대한 인과적 상황의 향을 완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으로, 작용/상호작용의 형태에도 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갈

등’,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을 중재적 상황으로 

보았다.

맥락은 현 시공간에서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을 하게 되는 문제나 환경을 

형성하는 특수한 상황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낙인’, ‘적절한 간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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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의 부재’,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대처로 부담’, ‘완치방안 모색에 대한 집착’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범주들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도 대부

분 일치하고 있어 현상인 ‘고통’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맥락 내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은 사건이나 문제를 조절하는 전략적 혹은 일상적 전술이나 방

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억압함’,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스스로를 위로함’, ‘간질을 수용함’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4) 결과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을 했을 때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에서는 ‘희망을 가짐’, ‘삶을 받아들임’, ‘부정’, ‘인지적 재구성’ 의 네 범주가 결과

로 나타났다.

<표 3> 패러다임

패러다임 요소 범주

현상 고통

상황

심리적 낙인,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격리, 간질에 대한 

부정적 정서, 장기적인 치료순응의 어려움

일상적 갈등,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사회적 지지, 

정서적 안정

사회문화적 낙인,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의 부재,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대처로 부담, 완치방안 모색에 대한 집착

작용/상호작용

정서를 억압함,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

법 터득,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스스로를 위로함, 간질

을 수용함

결과 희망을 가짐, 삶을 받아들임, 부정, 인지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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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적 관계 진술문

본 연구에서는 근거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들 중 사례 간에 가장 

두드러지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중재적 상황에 속하는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작용/상호작용, 결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진

술문의 형태로 제시하 다. 한편 중재적 상황에 속하는 범주들 중 ‘사회적 지지’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많음은 지역사회의 지지와 일치하 고, 사회적 지지가 적음은 

가족지지와 일치하 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회적 지지’의 속성을 ‘정도’만 포함시

켰다. 그리고 ‘일상적 갈등’과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의 속성 중 ‘종류’ 속성은 

대부분 참여자들에게 개인적 차원과 대인관계적 차원이 모두 나타나고 있어서 가

설적 관계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하 다. 따라서 본 가설적 관계 진술문

에서는 ‘정도’ 속성으로만 표현하 다.

본 연구에서의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각 범주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6개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가설적 관계 진술문 (1) : 일상적 갈등과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이 많고 사회

적 지지가 적으며 정서적 안정이 약할 경우 정서를 억압함, 간질은폐, 개인의 특

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을 통해 부정의 형태로 될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발작을 시작하 고 현재 고등

학교 1학년인 여자 청소년(사례 I)이다. 사례 I는 자신이 발작을 했다는 사실에 대

해 분노심을 가질 정도로 간질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강했고 현재 한달에 두세

번 정도 발작이 있어서 약물을 불이행 했을 때의 발작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순응의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간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문

화적 낙인을 강하게 인식하 고 학교 선생님의 간질을 가진 학생에 대한 부적절

한 대처로 많은 부담을 가졌다. 일상적으로는 아파서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성적에 대한 열등감이 생기는 것 때문에 많은 일상적 갈등을 겪었고, 

항경련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있을지 자신의 역

할 수행에 대한 갈등 또한 많았다. 사례 I는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고 간질을 은폐

하며 한편으로는 발작에 대한 증상관리법을 터득하는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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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근거

자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프고 나면 정말 막 속에서 화가 나죠. 분노심 같은 거가 막 생겨요. 마음 속에서

요. 자다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먹어요. 약을 안 먹으면 또 머리 아프고 어지

럽고 그러니까요. 자다가도 찜찜한 기분에 깨게 되나봐요. ...전 엄마한테 짐이 되

기 싫고 일부러 학교에서 아팠어도 안아팠다고 해요. 물론 들통나지만요. 그럴땐 

막 혼내세요. 왜 힘든걸 혼자 품고 있냐고. 하지만 그걸 말하면 짐이 되고. 제가 

언제쯤 낫게 될까 이 생각만 하면 너무 막막해요.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눈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게 비춰지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거 같아

요. 전 안 그럴거예요. 저 자신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 사람인데. 다 똑같은 사람인

데. ...선생님들이요 고마울 때가 많아요. 제가 아픈거를 이해해 주셔서. 그런데 너

무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실때는 귀찮아요. 이거 해라 마라 난 이거 하고 싶

은데 하지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요. 아픈게 후회가 되요. 아파서 수업도 많

이 빠지고, 수업 중간에도 누워 있거나 양호실 가느라고 제대로 수업 못 들었어요.  

다른 애들에 비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럴 땐. 기본점수 받는 것도 기분 나쁘고. 

...이렇게 약 먹는거 때문에 그런거 있잖아요. 아이를 낳는다거나... 약 때문에 아이

를 낳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플때는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머리가 띵 하고 그러다가 시야가 흐려지고. 그럴 때면 아 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엎드려서 좀 자고나면 괜찮아요. 아프고 나면 정말 막 속에서 화가 

나죠. 분노심 같은 거가 막 생겨요. 마음 속에서요. 물론 터뜨리진 않지만요. 저혼

자 속으로 삭이는 거죠. 전 누가 뭐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지만요. 뭐 숨

기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기하는 거는 평생 비 로 간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거 싫고.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제 병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요. 언제쯤 낫게 될까.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할까. 그런데 병원에 가면 그냥 어땠다 이렇게만 말하고 궁금한 건 못 물

어보겠어요. 이제까지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하는 답이 

안 나올까봐요. 사실 그런 답이 나올 리 없죠. 뻔하게 뭐 계속 치료해야 한다고 하

겠죠. 이렇게 말하고 보면 사실 궁금한 것도 없네요. 그래도 비관적인 말을 막상 

들으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는게 두렵고. 차라리 모르고 이대로 

사는게 마음 편할거 같아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넘기고... 

가설적 관계 진술문 (2) : 일상적 갈등과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그리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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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가 적고 정서적 안정이 강할 경우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

리법 터득, 스스로 위로함을 통해 부정과 희망을 가짐의 형태로 될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중학교 1학년때 발작을 시작하여 현재 고등학교 3학

년인 남자 청소년 C이다. 사례 C는 심리적 낙인과 간질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강하 으나 약물 이행이 귀찮지만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 장기적인 치료순응의 어

려움은 비교적 적었다. 사람들이 간질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며 강한 사회적 낙

인을 보 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이 부재한 상태

다. 또한 학교 선생님의 간질을 가진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로 많은 부담을 

가졌다. 현재 발작은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인 사례 C는 정서적으로 강하게 안정

되어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부모로부터 약물 이행의 도움을 받는 부분에서 적

게 있었고 약물 때문에 공부할 때 어지러운 정도로 일상적으로는 갈등이 적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례 C는 간질 은폐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

득, 스스로를 위로함의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간질에 대해 일부러 생각을 안 하고 

운이 나쁠 뿐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꾸준한 

약물 이행을 통해 간질이 완치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

로 근거자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애들 다 보는데서 말 하시니까요. 그럼 전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걔네들도 모르

고 있다가도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저를 이상하게 보겠죠. ...다른 사람들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볼거고. 이 학교에서 내가 이렇다는걸 누가 알까 그런 생각을 

해요. 신경이 좀 곤두서고. 그저 무서웠어요. 무섭고 하루 빨리 이런 게 지나갔으

면 좋겠다. 뭔가 나한테만 어떤 나쁜 일이 닥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

약 먹는 것도 귀찮지만 먹어야 하니까. 주위사람들한테 미안하죠. 막 놀라게 하고 

그래서 피해를 줬죠.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겠다 생각되고. 옛날에 나는 간질이 고

칠 수 없는 병인 줄 알았어요 거품 물고 그러면 못 고치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낀다고요. 약을 언제까지 얼마나 먹어야 

할지는 몰라요. 한 대학교까지 먹으면 되겠죠. 약 이름도 몰라요. ...선생님이 신경

써 주시는건 고맙지만 그래도 체육시간 같은 때 얘는 못할거라고 판단해서 좀 그

러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해도 문제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잘해주셨

죠. 약 잘 챙겨 주시고. 그런 일(발작)은 별로 없었어요. 중학교때 좀 그랬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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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많이 걱정했지만 멀쩡해지니까요 그때부터는 신경 안 쓰게 됐어요. 갑자기 머

리가 어지럽고 그럴 때 불편하고 공부할 때 좀 어지럽고요. 어지러울때는 막 머리

를 흔들어요. 그럼 괜찮아지는거 같아요. 친한 친구한테는 가끔 어지럽고 쓰러진다

고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친구랑 얘기한다거나 선생님이랑 얘기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안 하죠. 알아서 좋을 거 없잖아요. 저처럼 같은 병을 가진 애들 만나서 

나랑 똑같나 물어보고 싶죠. 괜찮은지 이런 것도. 나보다 더 심한지 아닌지 확인하

는 거죠. 저는 제 병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기절하는거 뿐이다. 

운이 나빠 가지고. 알아서 좋을 게 없죠. 그런 거 알아서 나아지는 게 없죠. 알면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럼 걱정되고. 의사선생님이 약만 잘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낫는다는데 뭐가 걱정이예요. 낫는 병은 걱정 안 하죠. 

가설적 관계 진술문 (3) : 일상적 갈등과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그리고 사회

적 지지가 많고 정서적 안정이 강할 경우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

리법 터득,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스스로를 위로함, 간질을 수용함을 통해 삶을 

받아들임의 형태로 될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E와 F 다. 먼저 사례 E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사례 E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발작을 시작하 고 1년 전에 수술하여 지금은 

발작을 하지 않고 있는 여자 청소년으로 현재 재수생이다. 사례 E는 심리적 낙인

과 사회적 격리의 강도가 강하 으며 간질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강하 고, 장

기적인 치료순응의 어려움도 많았다. 학교 선생님의 말을 통해 사회적 낙인이 강

화되었고, 발작이 없으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자신이 간질이라는 것을 

팻말이라는 매체를 통해 수동적으로 알게 되는 등 부정확한 정보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적절한 간질제공이 부재한 상태 다.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의 부

적절한 대처로 많은 부담을 가졌다. 사례 E는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제약 때문에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 갈등이 많았고, 간질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되고 미래의 사회생활에 대한 회의를 품는 등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도 많았다. 그러나 의료인과 친구, 종교활동을 통해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 발작이 조절되면서 정서적으로는 강하게 안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례 E는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스스로를 위로

함,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간질을 수용함과 같은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삶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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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는 상태가 되었다. 이를 구체적인 근거자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의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생각이 

되요. 제가 간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게 되서 친구들이 나에게서 멀어

지면 어떡하나 걱정되고요. 점점 갈수록 머리가 깨이니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깨

이니깐 애들이 저한테 대하는 그런걸 보면서 이게 사람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구나. 하루종일 학교에 가서는요 그냥 저는 거의 말도 안하고 살았

어요. 애들한테 소외도 많이 당하고. ...보도블럭을 딱 한 칸 내려가는데 그 순간에 

기분이 딱 이상하면서 순간에 깜짝할 사이에 아픈 건가봐요. 그때 아 내가 위험할 

수도 있구나. ...진짜 너무 지치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을 먹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미치겠어요. 제발 약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말이 간질이지 진짜 어떻게 보면

은 암이나 별반 다를게 없다... 참 말도 되게 웃기지만은 진짜 죽지만 않는 거지 

되게 웃긴 거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되게 슬프다고나 할까? 이 나이에 정말 안 

살고 싶은 날들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사는 게요 의미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양

호선생님이 옛날 학교에서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

했다고. 생활을 하시긴 했는데 잘은 못했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맘이 좀 그

랬어요. ...전에는 이거 안 먹으면요 아프니까요 꼭 먹어야된다. 그런 생각에 꼭 챙

겨 먹었는데요 지금은요 한번쯤 빼먹어도 안 아프니까 그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

이 들었어요. 제가 간질이라는 것두요 의사선생님 계시는 그 방 있잖아요. 거기에 

팻말보고 알았어요. ...학교생활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만 항상 배려한

답시고 제외된다거나 혜택을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지더라

구요. 저만 편하게 해줘서 그런지 기분 나빠하는 눈치 어요. ...진짜 너무 억울한 

게 저는 술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만약에 대학이라도 가면요, 엠티 가

서 술도 못 먹고 진짜 웃긴 말이지만 건강보다 술이 더 중요하냐 진짜 그러면 할 

말 없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술 빠지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친구들이 모이면요, 야 

술 마시자 그러는데요, 야아 난 무슨 일 있어서 안나갈래 이런 적이 한두번이 아

니거든요. ...내가 앞으로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

죠. 제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만약 제가 선생님이 돼서 수업을 하다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의사 선생님 진료를 갔을 때 네가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고 말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맘을 고쳐 먹었어요. 남보다 두 배, 

세배 공부를 더 하면 나도 더 잘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얻었죠. 성당에서는 제가 

아픈거 알아도 잘해줬어요. 성당친구들은 편해요. 제가 많이 아플 때는 단짝친구가 

도와줬어요. 엄마는 약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먹어라 라고 자주 말 하세요.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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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도 그거에 대해서는 더 신경쓰시죠. 저보다도 더 챙기세요.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아프지가 않고 그러면서 안정이 되는 거죠. ...누가 약먹는거 보고 뭐냐고 물

어봐두요 머리 아픈 약이다 그렇게 이야기 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아플 것 같은 

느낌이구나 그러면 아프지 말아야돼 이겨야돼 이러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넘겼어

요. ...나는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그냥 팔 돌리면서 그런 거지만 진료

하러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요 심한 사람들은 소리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저

는 지능이 떨어지는 애들이랑 같이 두고 완전히 뭐 이상한 취급을 하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심하게 경기하는 사람을 봤는데 남들은 다 비웃는데 근

데 저는 그랬어요. 마음이 왠지 뭐라 그래야 되지? 쓸하고 안쓰럽고. ...일반인과 

같은 생활에 약만 꾸준히 먹을 뿐인 것이니까. 만약에 제가 좀 증상이 심각해서 

약을 먹는 도중에 간질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항상 생각하고 고민했을 텐데 약을 

먹은 후 나의 생활은 간질 증상이 나타나기 전의 삶과 같으니까 그냥 일반인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일반인처럼 느끼기로 했어요. 약을 계속 먹긴 하지만, 

그게 계속 나를 따라다니긴 하지만... 뭐 제가 완전히 기억력이 떨어져 가지고 공

부하는데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더 투자하면 결과는 다른 사람에 비하

면 차이가 없으니까 남들 하는 거는 저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 F는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발작을 시작하 고 1년 전에 수술하여 지금은 

발작을 하지 않고 있는 여자 청소년으로 현재 재수생이다. 사례 E와의 다른 점은 

작용/상호작용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

고, 결과적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사례 E와는 달리 소극적이고 삶을 거역하

지 않고 지탱함으로써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부분을 구체적인 근거자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맘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감

도 없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질병을 가

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그런 거, 그런 거 없구요. 한번씩 그럴 때

만 쫌 거시기 하고... 심란하고요... 제가 이렇다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요.

가설적 관계 진술문 (4) : 일상적 갈등이 적고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과 사회

적 지지가 많으며 정서적 안정이 강할 경우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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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터득,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스스로를 위로함, 간질을 수용함을 삶을 받아

들임과 희망을 가짐의 형태로 될 것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발작을 시작하 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인 D이다. 사례 D는 강한 심리적 낙인을 가졌

고 장기적인 약물 복용에 따른 부담감으로 치료순응의 어려움이 강하 다. D는 

대중매체 및 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강하게 가졌고 부정확한 정보

와 함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의 부재 상태에 있었

다. 또한 간질에 대한 완치방법을 절실히 구하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 다. 

한편 장기적인 약물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긴 하 지만 일상적 갈등은 

적었고, 반면에 결혼 및 임신과 같은 미래의 역할에 대한 많은 갈등을 겪었다. 또

한 의료인으로부터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았으며 잘 조절되는 발작으로 인해 강

한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 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례 D는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스스로를 위로함,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간질을 수

용함과 같은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삶을 받아들이면서 간질의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상태가 되었다. 이를 구체적인 근거자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야  같은걸 학교에서 갔는데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은 빠지라고 이러

는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려해줄 필요도 없는데, 

오바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단체행동에서 빠뜨리

고. 어딜 가도 약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약먹는게 되게 스트레스 구 말이 일년 

이년이지 매일매일 하루에 두 번씩 꼬박꼬박 지킨다는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 힘

든 것 만큼 엄마도 힘드세요. 오죽하면 제가 아니라 엄마가 약을 끊어보자고 하시

겠어요. 저 때문에 힘드셔서 미안하죠. 간질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 쓰러져서 약

간의 거품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사전 같은 데에서도 간질을 찾아보면 지랄병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렇게 생각할까봐 더 말 못 하겠고. ...병

원에서 나온 팜플렛 같은 거 보면 간질 이래가지고 간질은 유전이다 이래가지고 

아 나중에 결혼해 가지고 우리 애기들도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임신할 때도 의사와 상의하고 이렇게 나와서 되게 겁을 먹었어요. 약을 먹어서 

살이 찌고 면역이 약해졌나 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길가다 보면 간질 치료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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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이런 거 있잖아요. 후미진 동네 산 막 많은데. 봤거든요 제가. 그런 거 못 보셨

어요? ...약을 계속 먹으면 약값도 만만치 않고. 난 결혼할 때 숨기고 결혼할 수 있

을까. 결혼을 하고서 숨기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임신을 할 때는 어차피 남편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하고 결혼해야되나 숨기고 결혼해야되나. ... 간

질에는 거품물고 쓰러지는 사람들만 있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었

지만 의사선생님이 너와 같은 증상의 사람들이 많고 흔하다며 약만 잘 먹으면 나

을 수 있다고 말 을 해 주셨어요. 혼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었던 문

제를 의사 선생님의 말 으로 이해하고 편하게 받아 드릴 수 있었으니까 감사하

죠. 혼자 궁시 거리고 그런 것도 없고 느낌도 전혀 없고 약만 먹을 뿐이니까 그

렇게 문제될 건 없죠. ...무슨 약이야 물어보면 “알약이야”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기구. 가방마다 다 약을 하나씩 넣어놔야 해요. 어떤 가방을 메고 나갈지 모르니

까 어디서 뭘 먹었는지 모르니까. 각 가방마다 약을 넣어놓고 사무실에도 약을 갖

다 놓고. 저는 그렇게 쓰러져서 거품 무는 사람들이 저랑 같은 간질환자라고 생각

을 못할 거 같아요. 이상하게 생각은 안해도 저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

자체가 없는데 그냥 약만 먹을 뿐이지 일반 사람이랑 똑같은데 똑같이 살수 있는

데... 각 환자들이나 간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간질에 대해 자세히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팜플렛이 만들어 졌음 좋겠어요. ...특별하게 생각 안해요. 똑같

은 평범한 사람이고 똑같은 일반 사람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

각해요. 보통 일반인이 하는 거랑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약만 먹는

다 그냥 감기약 먹는 것처럼 먹는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약만 먹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남들이 그렇듯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는 결혼 전에는 약을 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약을 끊으

면 다른 평범한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가설적 관계 진술문 (5) : 일상적 갈등과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이 많고 사회

적 지지가 적으며 정서적 안정이 강할 경우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

관리법 터득, 스스로를 위로함을 통해 인지적 재구성의 형태로 될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발작을 시작하 고 지금은 발

작 조절이 잘 되고 있는 남자 청소년 B로 현재 재수생이다. 사례 B의 경우 심리적 

낙인과 간질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의 강도가 강하 으며 사회적 격리는 약하 다. 

장애인 제도로 인해 강한 사회적 낙인을 가지고 있었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

여져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이 부재하 다. B는 운전이나 병역에서의 제약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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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면서 많은 일상적 갈등을 겪었고, 간질 때문에 자신의 꿈인 운동선수가 되

는 것을 포기하여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또한 많았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부

모로부터 약물 이행의 도움을 받는 부분에서 적게 있었고 조절되는 발작으로 인

한 정서적 안정은 강하 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례 B는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스스로를 위로함과 같은 작용/상호작용을 사용하여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를 구체적인 근거자료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같은 간질환자한테라도 알려지는 거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설사 사람들

이 알았다 해도 그냥 무조건 부정해야죠. 죽죠. 그거 퍼뜨리는 사람은요, 저한테 

죽어요. 제가 대담한 그런 게 없어요. 좀 내성적이예요. 경기할 때는 기분 더럽죠. 

개구리처럼 뒤집어져서 거품 물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짜증나요. 간질 걸린 사

람은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 계속 그거 생각하고 다니니까 그게 더 지독하죠. 보이

지 않는 거하고 싸우는게 더 힘든 법이죠. 이것(간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엄마아빠한테 말하는 거는 제가 싫어요. 그런 거 갖다 걱정시키는 거 싫어요. 간질

은 장애인 판정 받으면 안되요. 그럼 제가 뭘 하든지 다 장애인으로 해야 되잖아

요. 왜 제가 장애인이예요? ...약 몇 번 안 먹어도 말짱해요. 저는 약 이름도 몰라

요. 알아서 뭐해요. 먹으면 되지. ...남들 다하는 운전 못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리고 

딴것도 아니고 이런 것(간질) 때문에 운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요? 군대도 마찬

가지죠 뭐. ...제가 처음에 어떻게 아프고 치료했는지는 기억 안나요. 근데 그것보

다는 그것 땜에 운동 그만뒀다는게 제일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그냥 약만 꼬박꼬

박 먹으라고 해요. 제가 약 잘 안 챙겨먹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약만 좀 잘 챙겨먹

으라고. 약 잘먹으면서 조절되니까 살 것 같죠. 기분 좋아요. ...제가 쓰려져도 간질

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쟤가 몸이 아파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몸이 되게 

약해서 그런지 알고. 현기증 날 땐 제가 자꾸 딴 생각 할라 그래요. 그러면 좀 있

다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저보다 더 심해요?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이 저는 운동으로 먹고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차

피 선수는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스포츠 마케팅 해 보려구요. 그래서 제가 체대 

쓴 거예요.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하려구요. 아직까지 잘 모르

겠어요. 지금은 마음 비워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야구를 했었으니까 운동 그런 쪽

으로 관련된 일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도 합격했는데 이제 공부해 봐

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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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적 관계 진술문 (6) : 일상적 갈등과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그리고 사회

적 지지가 많으며 정서적 안정이 약할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간질을 수용함을 통해 인지적 재구성과 삶을 받아들임의 

형태로 될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발작을 시작하여 지금은 한달

에 한번 정도 발작을 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 H로 현재 대학 1학년이다. 사례 H의 

경우 심리적 낙인과 사회적 격리의 강도가 강하 다. 대중매체 및 문화적 편견으

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적절

한 간질정보 제공이 부재하 다. 또한 학교 선생님의 간질을 가진 학생에 대한 부

적절한 대처로 많은 부담을 가졌다. 한편, 기억력 저하를 많이 느끼고 사회생활 

속에서 제약을 받는 등 많은 일상적 갈등을 겪었고 자신의 꿈인 음악가가 되는 

것을 포기하여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역시 많았던 반면 양호선생님의 위안으

로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례 H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간질을 수용함의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 하면서 삶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었다. 이를 구

체적인 근거자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밖에서는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보는 시선이.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이런말 하면 

만약에 다른 애들이 안다면 그 애들이 날 피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출석부에 명단이 다 붙어요. 누가 어디가 아프다는게. 병명이 다 나와 있어

요. 애들이 그걸 막 보거든요. 화나죠. 지금 생각하면 사생활 보장 막 안되는 그런 

건데 보라고 놔둔 것도 잘못이고 그런거 막 보는것도 잘하는건 아니죠. 여자애들

이 무리가 있잖아요. 저를 피하는게 걔네 무리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의도적으로 

피하는거 있잖아요. 눈에 딱 띄게. 쟤 뭐냐는 식으로 보고. 기분 정말 나쁘죠. 남자

애들도 그랬어요. ...저보고 저리 가라고 책상 고 그런 식으로. ...제 감정 같은건 

얘기 안해요. 그런거 받아주시기에 엄마도 너무 힘드실거고. 쎄요, 왜냐하면 힘

드시니까. 저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 항상 죄송하고. 드라마가 있었어요. 길에서 여

자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뭐 헤어지자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인거 같애요. 사람들이 피하고 그런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제가 경험한 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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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의사선생님이 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 하셨는데 제가 못알아들어서요. 왜 다

른지 말 해 주셨는데 들어도 모르겠어서 그냥 색깔로 구분하고 먹어요. ...니가 뭐 

아픈거 갖다가 공부 안하고 그러는게 핑계라고 되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 선생

님이. 병원을 간다고 이렇게 수업을 빠지면 되느냐는 둥. 사정을 봐줄 수가 없는 

거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많이 됐어요, 그런 말들이. 제가 달리

기를 잘 못해요. 근데 하지도 않았는데 막 십몇초로 해 주시고. 항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제일 낮은 점수를 주면 되지 왜 바라지도 않은 점수는 줘 가지고. 수

학여행같이 몇박 몇일 가는건 엄마아빠가 불안해 하셔서 안보내 주세요. 수학여행 

같은 거는 정말 추억인데 저혼자 못가는거 같아서 많이 속상하죠. ...제가 드럼을 

배워야 하는데 그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정말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픈거 때문에 되게 지장을 많이 받는다, 모

든 거에 제한이 있고, 하고 싶은걸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서 내가 음악을 

못하는 건가. 그래서 학원 그만두고 그거 때문에 엄마랑 싸우고 그랬어요. 양호선

생님께서 제가 아픈걸 알아가지고 저한테 얘기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되게 음악

을 하고 싶어 하니까 저보고 아파서 못한다는 생각은 없애라고.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다고 말 해 주셨어요. 참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어

요. 제 얘기도 해 보라고 하시고.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아침하고 저녁하고 약이 

틀려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통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약통 뚜껑 색깔요. 그래

서 아침저녁을 구별하니까 괜찮더라구요.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안 받으려고 참 애

를 쓰는데 전 그래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딱 한명이 있거

든요. 그 친구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 다 얘

기해요. 아빠가 유난히 저를 많이 챙겨 주시긴 하는데 언니에 비해 저를 편애한다 

싶을 정도로 그러시거든요. 되게 심하게. 고맙긴 한데 솔직히 답답해요. 답답하고 

갑갑하고 숨막히고 그래요. ... 중학교 때 저하고 같은 병을 가진 애가 있었어요. 

같은 반인데요, 걔랑 친구가 됐어요. 써클도 같이 하고 실험도 같이 하고. 호감이 

갔어요. 반애들한테 다 따돌림을 받아도 저랑은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어느 정

도는 저 혼자 극복을 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확실히 저 혼자 해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르는게 중요하고, 그래야지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생겨도 엄마아빠가 계속 챙겨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 사회에 나가

서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간에 그 사람들한테 더 높은 사람들한테 진단서 갖

다주고 나 이러니까 봐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음악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처한 현실이 이렇다는걸 받아들이는게 

제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약먹는 것도 힘들지가 않아요. 제 생활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안들더라구요. 엄마도 그러셨구요. 이제 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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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니까 너가 먹는거 지겨워하면 안된다고 말 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사

람들이 아프면 쉬기도 하고 약도 먹고 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지금도 아프긴 하지만 그건 그냥 아픈거다.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은거 같아요. 

3.3 가설적 관계 진술문의 사례간 비교

위에서 도출된 6가지의 가설적 관계 진술문을 비교해 보았다<표 4>. 우선 사례 

I(가설적 관계 진술문 1)와 사례 C(가설적 관계 진술문 2)의 차이를 보면 중재적 

상황에서 사례 C가 사례 I보다 일상적 갈등이 적고 정서적 안정이 강하여 작용/

상호작용에서 사례 I가 ‘정서를 억압함’을 사용한 반면 사례 C는 ‘스스로를 위로

함’을 사용하 다. 이러한 중재적 상황과 작용/상호작용의 차이로 인해 사례 C는 

‘부정’ 외에 ‘희망을 가짐’의 결과를 보 다. ‘정서적 억압’은 작용/상호작용의 가

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것을 사용하 을 때의 결과는 ‘부정’ 밖

에 없었다. 사례 D(가설적 관계 진술문 4)도 결과가 ‘희망을 가짐’과 동시에 ‘삶을 

받아들임’의 상태가 되었는데 이 경우는 사례 C에 비해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

등’이 많았고 ‘사회적 지지’가 많았으며 작용/상호작용에서도 ‘간질을 수용함’을 사

용하 다. 이러한 상황과 작용/상호작용의 차이로 인해 사례 C와 같이 ‘희망을 가

짐’과 동시에 ‘삶을 받아들임’의 결과를 보 다.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은 사례 

D의 경우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삶을 받아들임’

의 결과를 보이는 사례 E와 F(가설적 관계 진술문 3), H(가설적 관계 진술문 5) 

그리고 ‘인지적 재구성’의 결과를 보이는 사례 B(가설적 관계 진술문 6)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사례 I에게서도 강한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이 나타나긴 하지만 

다른 중재적 상황들과의 역동과 사용하는 전략의 다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사례 E와 F의 경우는 일상적 갈등이 사례 D와는 달리 많았으며 

현상인 ‘고통’에 향을 주는 인과적 상황이 보다 복합적이었다. 이로 인해 사례 

D와 동일한 작용/상호작용을 사용하면서도 ‘희망을 가짐’ 없이 ‘삶을 받아들임’의 

결과를 보 다. ‘희망을 가짐’은 모든 유형에서 ‘일상적 갈등’이 적은 사례 C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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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만 나타나는 결과 다. 한편, ‘삶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인지적 재구성’의 

결과를 보인 사례 H는 사례 E나 F보다 인과적 상황은 복합적이지 않았고 작용/

상호작용도 ‘간질을 수용함’과 같은 발전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례 H의 경

우는 중재적 상황에서 ‘정서적 안정’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정서적 안정’은 

발작이 조절됨으로써 형성되는 작용/상호작용으로서 사례 I와 사례 H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강한 ‘정서적 안정’이 중재적 상황에 있었다. 사례 H가 ‘정서적 안

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삶을 받아들임’을 

결과로 보이는 사례 D, E, F와 마찬가지로 중재적 상황에서 많은 ‘사회적 지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재적 상황인 많은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역시 결과가 ‘삶을 받아들임’과 ‘인지적 재구성’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인지적 

재구성‘의 결과를 보인 사례 B의 경우 중재적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적으나 많

은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었고 작용/상호작용은 ’스스로를 위로

함‘이라는 보다 발전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맥락과 인과적 상황은 각 

유형들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복합적이면서도 서로 비슷한 인과적 상황과 맥

락 내에서 유형별로 차별적인 중재적 상황을 겪으며 각기 다른 작용/상호작용을 

사용하여 특징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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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설적 관계 진술문의 사례간 비교

I C D E, F H B

결과 부정 부정
희망을 가짐

희망을 가짐
삶을 받아들임

삶을 받아들임 삶을 받아들임
인지적 재구성

인지적 재구성

작용/
상호작용

정서를 억압함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
상관리법 터득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스스로를 위로함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타인과의동질성추구
스스로를 위로함
간질을 수용함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타인과의동질성추구
스스로를 위로함
간질을 수용함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타인과의동질성추구
간질을 수용함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스스로를 위로함

중재적
상황

많은 일상적 갈등
많은 미래의 역할에 대
한 갈등
적은 사회적 지지
약한 정서적 안정

적은 일상적 갈등
적은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적은 사회적 지지
강한 정서적 안정

적은 일상적 갈등
많은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많은 사회적지지
강한 정서적 안정

많은 일상적 갈등
많은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많은 사회적지지
강한 정서적 안정

많은 일상적 갈등
많은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많은 사회적지지
약한 정서적 안정

많은 일상적 갈등
많은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적은 사회적지지
강한 정서적 안정

맥락

강한 사회문화적 낙인
강한 상황에 따른 부적
절한 대처로 인한 부담

강한 사회문화적 낙인
강한 상황에 따른 부
적절한 대처로 인한 
부담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
의 부재

강한 사회문화적 낙인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
의 부재
완치방안 모색에 대한 
집착

약한 사회문화적 낙인
강한 상황에 따른 부
적절한 대처로 인한 
부담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
의 부재

강한 사회문화적 낙인
강한 상황에 따른 부
적절한 대처로 인한 
부담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
의 부재

강한 사회문화적 낙인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
의 부재

인과적
상황

강한 간질에 대한 부정
적 정서
많은 장기적인 치료순응
의 어려움

강한 심리적 낙인
강한 간질에 대한 부
정적 정서
적은 장기적인 치료순
응의 어려움

강한 심리적 낙인 
많은 장기적인 치료순
응의 어려움

강한 심리적 낙인
강한 사회적 격리
강한 간질에 대한 부
정적 정서
많은 장기적인 치료순
응의 어려움

강한 심리적 낙인
강한 사회적 격리

강한 심리적 낙인
약한 사회적 격리
강한 간질에 대한 부
정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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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중심으로 범주들을 조직화 하는 통합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이론적 개요가 형성이 된 후에는 이를 다시 근거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함으로써 이론을 정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를 결정하

기 위하여 이야기 윤곽을 전개하 고, 이를 연구참여자 2인에게 보여주어 확인하

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이론의 개요를 형성한 후 이를 근거자료와 비교하여 확인

하 다.

4.1 이야기 윤곽(story line)의 전개 

이론을 통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핵심범주를 결정하는 것이다. 핵심범주

는 연구의 주제를 의미한다. 핵심범주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윤곽(story line)을 서술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개된다.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은 간질

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 분노를 지니고 있고 간질로 인해 정신적이 

피해가 더 크게 부각이 되며 끊임없이 간질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 다. 또한 

이들은 정서표출의 제한을 경험하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기약 없는 치유에 

막막함을 느꼈다. 타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들을 

힘들게 하 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은 간질을 가진 청소년이 겪는 고통이

라고 할 수 있다.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은 일방적으로 간질이 공개됨으로써 힘들

어하고 주위의 지나친 배려로 인해 오히려 이질감을 느끼며 차별적 시선을 의식

하는 등 심리적으로 낙인을 간직하 다. 이들은 집단 속에서 불편해 하며 또래로

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점점 멀어지는 등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격리를 경험하 다. 

또한 이들에게는 발작 경험을 통해 자괴감과 공포,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가 형성

되었고 장기간 약물을 복용함에 따른 긴장감, 부담감 등 치료순응의 어려움도 드

러났다. 이처럼 심리적인 낙인,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격리, 간질에 대한 부정적 정

서, 장기적인 치료순응의 어려움 등은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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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었다. 한편 이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간질에 대한 사회

문화적 낙인,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의 부재라는 맥락과 간질을 가진 청소년이 처

한 상황에서 타인들이 부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이들이 부담을 가지게 되는 맥

락,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과정이 필요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다는 치료방

법은 다 시도해 보는 완치방안 모색에 대한 집착이라는 맥락 내에 존재하고 있다.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제한되는 등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갈등을 가졌고, 또한 간질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되고 사회인

으로서의 미래 역할에 대해 불확신 하는 등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한편 부모, 의료인, 친구, 종교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기도 하고, 발

작이 점차 조절되어 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이러한 갈등들과 사회적 

지지, 정서적 안정은 간질을 가진 청소년이 정서를 억압함, 간질 은폐, 개인의 특

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스스로를 위로함, 간질을 수용

함과 같은 작용/상호작용을 촉진 혹은 억제시켰다. 그 결과 청소년은 간질이 완치

되고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자신을 타인과 똑같은 사람으

로 인식하거나 삶을 지탱하는 등 삶을 받아들이기도 했으며, 혹은 간질을 의도적

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현실을 인정하고 실현 가능한 꿈을 모색하는 등 

인지적 재구성을 하기도 하 다. 

4.2 핵심범주 발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본 핵심범주는 다음과 같다. 즉 간질을 가진 청소년

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나름대로의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

으며 그 결과 희망을 가짐, 삶을 받아들임, 부정, 인지적 재구성 등의 형태로 극복

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은 

이들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작용/상호작용을 사용하여 결과인 다양한 

극복 형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며 이를 “고통의 극복과정”이라고 하 다. 

“고통의 극복과정”은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핵심범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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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론의 개요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이론의 개요는 다음과 같

다.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은 심리적 낙인,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격리, 

간질에 대한 부정적 정서,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순응의 어려움에 의해 향을 받

는다. 한편 이들이 속한 시공간에서의 사회문화적 낙인과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의 

부재,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부담, 그리고 완치방안 모색에 대한 집

착이라는 특수한 상황들 또한 이들의 고통을 향을 준다.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

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정서를 억압함, 간질 은폐, 스스로를 위로함, 간질을 수

용함,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와 같은 작용/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

상적 갈등의 정도와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의 정도, 사회적 지지의 정도, 그리

고 정서적 안정의 강도는 어떠한 작용/상호작용을 취하는지에 향을 준다. 그 결

과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은 부정, 희망을 가짐, 삶을 받아들임, 인지적 재구성의 

형태로 고통의 극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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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정 분석

과정(process)은 구조적인 상황들의 변화에 따라 작용/상호작용이 전개되어가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참여자들마다 드러난 작용/상호작용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전개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하 다<그림 1>. 그 결과 작용/상호작용의 순서는 

정서를 억압함 → 간질 은폐 →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간질 은폐 

→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 스스로를 

위로함 → 간질을 수용함, 간질 은폐 →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 

스스로를 위로함,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 간질을 수용함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일상적 갈등과 미래

의 역할에 대한 갈등,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이라는 중재적 상황들의 향을 

받아서 전개되어 “고통의 극복”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 과정들을 통합해 보면 ‘간

질과 나의 분리 단계’ → ‘간질에 대한 조절 단계’ → ‘간질과 나의 일치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친 것은 아니었다. 어떤 특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참여자도 있었고 위의 단계를 

모두 거친 참여자들도 있었다. 각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 간질과 나의 분리 단계

청소년은 간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겪게 된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은 정서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억압을 하게 되고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 로 하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위장하는 등 간질

을 은폐함으로써 간질과 나를 분리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 단계에서 향을 

주는 중재적 상황은 ‘일상적 갈등’과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이었다. 

5.2 간질에 대한 조절 단계

간질과 자신을 분리시켰던 청소년은 점차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간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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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차츰 전조증상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청소년은 발

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조절법을 개발하고 약물이행을 위해 자구책

을 강구하며 스트레스 관리방법들을 개발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의 특성에 맞게 

증상관리법을 터득하여 실제로 효과를 느끼게 된다. 또한 자신은 다른 사람과 똑

같다는 동질성을 추구하고, 차츰 발작이 조절되어 가면서 자신의 상태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등 정서적으로 간질에 대한 조절감을 가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 향을 주는 중재적 상황은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 이었

다.

5.3 간질과 나의 일치 단계

간질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간질은 더 이상 나와 분리된 것이 아

니라 나와 같이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간질에 적극적으

로 관심을 가지면서 정보를 요구하고 발작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기연

민을 느끼는 등 간질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향을 

주는 중재적 상황은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안녕’ 그리고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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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은폐
개인의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터득

스스로를

위로함

정서를

억압함

간질을

수용함

타인과의
동질성추구

간질과나의분리 간질에대한조절 간질과나의일치

사회적지지 / 정서적안정일상적갈등 미래의역할에대한갈등

<그림 1>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고통의 극복과정’ 에 대한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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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황/결과 모형

상황/결과 모형(conditional/consequential matrix)은 연구결과로 나온 구조와 

과정을 통합하는 분석틀이다. 다양한 종류의 상황들(인과적 상황, 맥락, 중재적 상

황)과 작용/상호작용, 결과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구조는 과정과 어

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모든 범주들을 통합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의 상황/결과 모형

을 <그림 2>에서 제시하 다. 상황모형에서는 개인, 집단, 조직, 지역사회 등 다양

한 수준에서 상황-작용/상호작용-결과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개인, 대인간,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이를 파악하 다.

6.1 개인 수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일상적 갈등과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을 가지

게 됨에 따라 정서를 억압하고 간질을 은폐하는 작용/상호작용을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청소년은 자신이 간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처한 상태를 부정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청소년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

기 때문에 개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적응 과정이라고 보았다.

6.2 대인간 수준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나 정서적 안정을 얻게 되면서 자신은 타인과 다르지 않

다고 생각하게 되고 간질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비추어 스스로를 위안하게 된다. 

이처럼 타인과 동질성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위안하게 되면서 청소년은 완치에 대

한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것은 개인 수준의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타인과 연결시켜 생각하게 되는 수준으로서 대인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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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역사회 수준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나 정서적 안정을 얻고 한편으로는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은 간질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 간질을 수

용함에 따라 청소년은 삶을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이 개인 

수준과 대인간 수준의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가

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지역사회 수준의 적응 과정이

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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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

심리적 낙인
사회적 격리
간질에 대한 부정적 정서
장기적인 치료순응 어려움

사회적 낙인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의 부재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부담
완치방안 모색에 대한 집착

정서를

억압함
간질을

수용함

간질은폐
개인의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터득

타인과의

동질성추구
스스로를

위로함

개인수준

대인간수준

지역사회수준

일상적갈등/미래의역할에대한갈등
사회적지지/ 정서적안정

부정

희망을가짐

삶을받아들임

인지적재구성

사회적지지/ 정서적안정
미래의역할에대한갈등

<그림 2>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상황/결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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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1.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은 고통

을 극복하는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간질

을 가진 청소년에게서 심리적 낙인, 사회적 격리, 간질에 대한 부정적 정서, 장기

적인 치료순응의 어려움 등은 인과적 상황으로 작용하 고 이는 현상인 고통에 

향을 주었다. 한편 고통은 사회적 낙인,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의 부재,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완치방법을 절실히 구함 이라는 맥락 

속에 존재하 고, 일상적 갈등과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방해하는 중재적 상황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청소년들은 정서를 억압함,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스스로를 위로함, 간질을 수용함 등

의 작용/상호작용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부정, 희망을 가짐, 삶을 받아들임, 인지

적 재구성에 도달하는 형태로 고통을 극복하고 있었다.

간질을 가진 사람의 고통은 이미 Kleinman, Wang, Li, Cheng, Li & Kleinman 

(1995)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가 있다. 연구자들은 간질을 가진 중국인과 그 가족들

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에서 고통(suffering)이라는 사회

적 경험을 만성질환(장애)의 사회적 과정(social course)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과정은 간질에 대한 다양한 치료방법을 찾고 치료행위를 하며 간질로 인해 당사

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향(자아존중감 저하, 낙인, 학교생활의 실패, 가족과의 갈

등, 직업에서의 문제,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연

구에서 드러난 사회적 과정은 고통이 간질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

가 즉 고통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드러난 사회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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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정은 고통의 극복과정이다. 이는 연구방법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

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발작에 대한 치료의 효

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어 이들의 경험 속에서 고통의 극복에 대한 개념이 나오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고통은 간질을 가진 청소년이 사회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복합적인 경험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

리적 적응 연구에서 적응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진 것들은 우울과 같은 정서

적인 측면(Dunn, Austin, & Huster, 1999; Ettinger et al., 1998), 기억력이나 집중

력의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의 문제(Williams, Griebel, & Dykman, 1998; 

McCarthy, Richman, & Yarbrough, 1995),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

등과 같은 대인관계 문제, 운전이나 음주 그리고 안전의 문제와 같이 일상생활에

서 겪는 갈등 그리고 임신과 출산, 양육 등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Wilde & 

Haslma, 1996), 약물 이행(Anderson, Pharm & Warner, 2000), 낙인(Morrell, 2002; 

Kleinman et al., 1995; Scambler & Hopkins, 1990) 등 다양하다. 또한 간질을 가

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측정하는 도구(Batzel et al., 1991)를 통해 이들이 

정서(우울, 긴장, 불안, 절망, 자살의도, 삶에 대한 불만족), 대인관계, 학교생활, 직

업, 의료적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의 적응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의 고통이라는 현상을 개방코딩으로부터 

나온 개념으로 비교해 볼 때 불안이나 분노, 정신적 피해가 더 크게 부각되는 점,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삶 등은 정확하게 개념이 일치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인 면에

서 기존 연구와 비슷하 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간질과의 끝없는 싸움이나 정서

표출의 제한, 타인에게 짐이 됨에 따른 죄책감, 기약 없는 치유에 대한 막막함 등

은 본 연구에서 드러난 독특한 개념이었다. 우울은 본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드러

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과 삶이 무기력하게 느

껴지는 것이 우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간질을 가진 청

소년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된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회심리적 적응 문제라고 보고된 것들은 

대부분 본 연구에서는 인과적 상황이나 맥락, 혹은 중재적 상황 속에서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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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특히 낙인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인과적 상황과 맥락에서 다른 형태로 존

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낙인(stigma)은 인과적 상황에서는 심리적 낙인으로 

맥락에서는 사회문화적 낙인으로 나타났다. Jacoby(1994)는 실제 행해지는 낙인

(enacted stigma)와 당사자가 느끼는 낙인(felt stigma)의 차이는 곧 공적인 경험과 

사적인 경험의 차이라고 구별하 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심리적 낙인과 사회적 

낙인으로 구분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낙인은 가족이나 학교, 이웃, 

의료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가치체계, 대중매체에 의해 그리고 사회

적 관계를 통해서도 생성되고 성장할 수 있다(Ablon, 1999, Ablon, 2002에서 재인

용).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대부분 학교생활 속에서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함으

로써 생각는 심리적 낙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인 참여자들의 일상에서 

학교는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일반대중의 가치체계와 대중매체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을 가지

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 중 한 사람은 간질을 국어사전에서 찾

아보니 ‘지랄병’이라고 나와 있었다고 하 다. 한 간질 인터넷 동호회에서는 ‘간질’

이나 ‘발작’이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경련’이나 ‘경기’와 같은 용어

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일반대중의 간질

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고 이러한 인식은 고스란히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

도 존재하고 있었다. 더구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간질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

고, 한 참여자가 말했듯이 간질 하면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입에 거품 물고 쓰

러지는’ 장면만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낙인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

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간질에 대한 태도 또한 참여자들의 낙인을 강화시키는 작

용을 하 다. 간질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연구한 것이 드물지

만 오석환과 유계준(1971), 이예이등(1997)의 보고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간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

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한편 제도에 의해서도 낙인이 생성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간질이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자신이 

장애인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었다. 장애의 문제는 사실상 장애인들

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정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에 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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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 개인의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이는 단순히 의료나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를 침해당한 소수에 대한 시민권이라는 이슈로 이해되어야 한

다(Ablon, 2002). 미국의 경우 이미 간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를 적용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간질은 법적 

장애로 인정되어 2003년 7월부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혜택

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는 간질이 장애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 보다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더 크게 부각

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심리적․사회적 낙인은 이들 청소년이 나에 대한 생각과 

느낌 그리고 남들에게 평가되는 내 자신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기 때문에 자

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향을 줄 수밖에 없다. 

수전 손택은 특정 질병(암과 에이즈)을 둘러싼 은유(metaphor)들이 있으며 이

것은 질병에 낙인을 찍고, 좀더 나아가서는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어

놓는다고 비판하면서 질병은 단지 질병이고 치료해야 할 그 무엇일 뿐이라고 하

다(수전 손택 지음, 이재원 옮김, 2002). 간질 역시 손택의 지적처럼 히포크라테

스 시대 이후로 오랜 세월동안 간질을 둘러싼 은유로 인해 낙인이 찍혀 간질은 

치료해야할 그리고 치료가 가능한 대상이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족은 이들 청소년이 낙인을 가지는데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부모는 간질을 가진 자녀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참여자

들이 부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대화를 피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여자 참여자에게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본래 청소년기에는 부

모에 대한 응집력이나 신뢰감이 떨어지고(김덕희, 1997)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

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신의진, 1997)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남

자 참여자도 볼 수 있었다.

간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인관계의 문제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인과적 상황 중 

사회적 격리로 나타났다. 사회적 격리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하나

는 자신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개인 내적인 양상

이었고 다른 하나는 또래에 의해 따돌림을 당하는 대인관계적 양상이었다. 간질로 

인해 공격성이나 의존성 혹은 정서의 변화 등 인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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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나(Masia & Devinsky, 2000) 본 연구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성격은 간질

로 인한 인성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고, 본래의 성격에 간질을 가지게 되면서 사람

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발작을 하는 것

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후의 실망감도 사회적 고립

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Olsson & Campenhausen, 1993). Collings 

(1990)는 간질을 가진 성인의 경우 건강한 사람보다 집단 내에서 또는 이성을 포

함한 일대일 관계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 고, Tompson & Oxley(1988)가 

68%의 대상자들이 친구가 없고 34%가 진정한 우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 다. 

또래에 의한 따돌림은 Wilde & Haslam(1996)이 간질클리닉을 정기적으로 방문하

는 13세∼25세의 청소년 24명을 면접한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다. 본 연구의 한 참

여자는 ‘따가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 는데 이것은 소위 ‘왕따’를 의미하는 것이

다. 왕따는 다수가 어떤 사람을 자신들의 정서 공동체에 단순히 끼워주지 않는 소

극적인 태도에 그치지 않고 그를 공격적으로 어내는 적극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다. Spirito, DeLawyer, & Stark(1991)는 동료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외모에서의 일

탕과 질병에 의해 부과되는 신체적 활동 제한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 는데, 

예를 들어 암이나 간질과 같은 건강문제들은 당뇨나 심장의 문제보다 외모나 신

체적 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하 고, 결과적으로 간질을 가지고 있는 아

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 다. 누군

가를 왕따로 만드는데 신체적 조건이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서 확

연하게 드러난다. 참여자들이 친구들로부터 당한 따돌림은 이들이 고통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 다. 비단 간질을 가진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를 가진 사

람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지 않기 위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을 테두리 

밖으로 어내는 태도를 지양하고 관용(tolerance)을 가지는 태도를 사회 전반에 

형성시키려는 노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약물 이행과 관련된 문제 역시 본 연구에서는 인과적 상황 중 장기적인 치료

순응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 고, 불이행시 언제 또 발작을 할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가

지고 있었다. 약물 이행이 간질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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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잊지 않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다. 이는 Wilde & Haslam 

(1996)의 연구에서도 비슷하 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과 친

구들이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바라봄으로 인해 친구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청소년들의 약물이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참여자들이 감기약이나 비타

민이라고 위장을 한다든지 ‘그냥 알약이야’ 라고 유머를 사용하여 은폐하는 전략

을 사용하면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하루 2

회로 약이 처방되어 있어 학교에서 약을 복용하는 일은 드물었다. 이처럼 가능하

면 학교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처방을 하는 것도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리

라고 본다. 한편 Anderson, Pharm & Warner(2000)는 아동보다 청소년이 약물을 

이행하는 것을 더 잘 잊어버렸다고 하 고 이는 아동의 경우 부모가 약을 복용해

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청소년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약물 

이행을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맞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맥락에 속하는 범주들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문화적 낙인 외에도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의 부재,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부담, 완치방안 

모색에 대한 집착 등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약물을 포함한 간질치료와 일

상생활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 고, 병원 팜플렛이나 학교 교과서에 간질에 

대한 정보가 있긴 하지만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의료인들이 우선 간질

로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전반적인 교육을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Buck(1996)은 의료인이 간질의 원인과 종류, 약물 부작용, 음주나 

운전 등에 대해서는 교육하지만 직장 및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같은 일상

생활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 다. De Bore(1995)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 는데, 의료인의 71%

가 간질에 대한 지식을 제공했다고 한 반면에 환자의 61%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질의 종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하 고, 35%는 간질을 처음 진단받았

을 때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빈번하게 드러난 것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이름이 무엇인지 작용과 부작용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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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니까 먹는다는 태도를 보 다는 것이다. 한 참여자의 경우는 자신이 살이 찌

고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 약물 부작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한 참여

자는 병원 팜플렛에 간질이 유전이고 임신할 때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는 나중에 결혼한 후 자신의 아이가 간질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

었다고 하 다. 여성이 간질을 가진 경우에는 특히 결혼과 임신, 유전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며 이는 의료인의 설명을 통해 직접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

다. 최미리등(2000)은 22세 ~ 34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간질환자와 의료인이 

인지하는 교육 요구도를 비교 조사하 는데 의료인이 인지하는 교육요구도의 우

선순위 중 1위는 ‘간질 발작시 대처 방법’ 이었던 것에 비해  환자의 우선순위 1

위는 ‘간질에 향을 미치는 식이’ 고, ‘간질 발작시 대처 방법’은 2위 다. ‘간질

에 향을 미치는 식이’는 의료인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하위를 차지하 다. 이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다른 만성질환에서 식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간질도 식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았다. 그러나 알코올과 카페인을 

제외하고 피해야 할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아 

환자들이 식이에 대해 더 궁금해 하는 것으로 보이며 간질 환자에게 식이에 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 다. 한편, 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MRI를 여러 

번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 는데, 간질과 

관련된 엑스레이 검사나 뇌파, 혈액검사 등에 대해 그 필요성과 결과를 충분히 설

명하는 것이 이들이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이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필요한 교육과 상

담을 요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만 근거자료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부분 성격이 

내성적이고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하 기 때문에 의료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설명과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부담 역시 고통이 존재하게 되는 맥락 중

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간질 청소년을 대하는 태

도 및 방법에 있어서 부적절하 고 그것은 참여자들에게 부담을 주었다. 특히 참

여자들은 선생님이 지나치게 학교활동에 간섭하면서 제한을 두거나, 다른 학생들

과 다르게 특별취급 할 때 부담을 느꼈다. 한편 선생님이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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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간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생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을 때 발작을 하게 될 

가능성과 또한 발작이 일어났을 경우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

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부담

은 기존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

한 간질을 가진 청소면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다른 만성질환 청

소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완치방안 모색에 대한 집착은 주로 대체요법 혹은 민간요법을 찾는 형태로 나

타났다. 잘 치료가 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이 보

완대체요법을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며 본 연구에서처럼 간질을 가진 청소

년도 마찬가지 다. 특히 약물을 꾸준히 이행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잘 조절되지 

않는 발작이 있는 한 참여자는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가며 완치방

법을 절실히 구하고 있었다. 현재 간질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각종 대체요법 혹

은 민간요법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 정보를 절실히 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

들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요법들의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

시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에 대해 의료인과 상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간질을 가진 청소년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인과적 상황과 맥락에 대

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로 비슷한 인과적 상황과 맥락 내에 있었

다.

한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을 취하는데 향을 준 중재적 상황

으로는 일상적 갈등,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사회적 지지, 정서적 안정이었다. 

일상적 갈등으로는 학업 수행에 있어서 친구들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는데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음주나 흡연, 운전, 병역, 기타 과외활동 등에서 제한을 받음으로

써 겪는 갈등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 는데 본 연구

에서 한 참여자의 부모도 자녀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 다. 집

중력 저하를 호소한 참여자도 있었다. 기존 연구 중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를 보고한 것이 있다. Williams, Griebel, & Dykman(1998)은 부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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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통해 간질을 가진 아동의 주의집중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 고, 실제로 주

의집중 점수가 기대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왔다고 하 다. 또한 주의집중력은 간질

을 가지지 않은 아동과 차이가 없는 반면 기억력 점수가 낮다고 보고한 결과도 

있다(McCarthy, Richman, & Yarbrough, 1995). Williams등(2001)은 발작이 잘 조

절되는 아동의 학업 성취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이 성공적으로 학업 성취를 하고 

있으나, 청각 집중력은 일반 학생들보다 낮았다고 하 다. McNelis(2001)는 이에 

대해 청각 집중력이 낮다는 것은 미래에 학업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 다. 학교 선생님들은 간질을 가진 학생들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학업성취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이외

에도 수업에 빠지고 체육 시험을 못 보게 되는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성적에 

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었다. 

사회생활의 제한을 경험하는데 있어서는 남자 참여자와 여자 참여자 사이의 

차이가 있었다. 김덕희(1997)는 남자는 질병으로 인해 운동능력의 장애가 있을 지

에 대한 관심이 많은 반면 여자는 친구모임에 함께 참여 못할까봐 관심을 더욱 

갖는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남자는 운전과 병역 문제에서, 여자는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시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것에 있어서 더 제약을 느끼고 있었다. 이

는 한 남자 참여자가 ‘남들 다 하는 운전을 자기도 꼭 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 여

자 참여자가 ‘사회생활에서 술 빠지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Wilde & Haslam(1996) 역시 운전을 못하는 것과 술을 같이 마실 수 없

다는 것이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로 하여금 친구들과는 다름을 느끼게 하고 좌절

감을 가져온다고 하 다. 운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간질을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 고성호, 김희태, 김주한, 김승현, 김명

호(2001)가 간질을 가진 사람이 운전에 대한 대한민국 신경과 의사들의 의견을 조

사한 바에 의하면 94.6%가 법률이 정해져야 하며 83.4%가 의사에 의해 운전 가능

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 다. 병역의 경우는 현행법상 간질이 틀림 

없고 뇌파 검사상 간질파가 나오면 면제 사유가 되는데, 본 연구에서발작이 잘 조

절되는 남자 참여자들은 오히려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과 차별

되지 않으며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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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강한 미래에 대한 갈등은 일상적 갈등처럼 전략의 초기 단계(정서

를 억압함, 간질 은폐)에 주로 작용하기도 하 지만(사례 I), 한편 미래에 대한 갈

등이 강한 참여자들이 타인과의 동질성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간질을 

수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인지적 재구성을 하게 되

기도 하 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강한 미래에 대한 갈등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오

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고 보다 긍정적인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취하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부모 외에 친구, 의료인(양호교사 포함), 종교 등이 지지원이었

다. 부모의 지지는 대부분 약물 이행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꼬박꼬박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는 부모님에 대해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지

지는 이 이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친구나 의료인, 종교 등 지역사회의 자원이 이

들에게는 더 큰 사회적 지지가 되었다. 그러나 간질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

관리와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연구한 DiIorio, Faherty, & Manteuffel 

(1992)은 사회적 지지가 자기관리와 상관관계는 있지만 자기관리를 의미 있게 설

명해 주는 변수는 아니라고 하 다. 또한 DiIorio, Faherty, & Manteuffel(1994)의 

연구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 다.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regimen-specific 

support가 사회적 지지보다 더 자기관리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유의한 설명

변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서 regimen-specific support가 사

회적 지지보다 더 유의한 예측인지라고 보고한 Glasgow & Toobert(1988)의 연구

에서도 드러난다. 문성미(2000) 또한 우리나라에서 성인 간질환자의 사회심리적 적

응과 사회적 지지는 대부분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DiIorio, Faherty, & Manteuffel(1994)은 어떤 사람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느냐는 질

문 보다는 누가 약을 먹을 시간이라고 일깨워주고 진료날짜에 맞춰 병원까지 데

려가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부모의 사

회적 지지는 결국 regimen-specific support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간질을 가진 청

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할 때에는 regimen-specific support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부모의 지지에 대해 지역사회 지지보다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본래 청소년기의 특징이 부모에 대한 응집력과 신뢰가 떨어지고(김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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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부모로부터는 정신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신의진, 1997)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사회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발작이 점점 조절되어 감에 따라 정서적인 안정감을 

경험하 다. 사회적 지지가 환경적 요소인데 비해 정서적 안정은 개인의 내적 요

소로서 이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참여자들 중 현재에도 발작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정서적 안정이 나타

나지 않았다. 발작 횟수나 강도는 간질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중요

한 요소임은 기존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Chaplin, Lasso, Shorvon, & Floyd, 

1992; Smith, Baker, Dewey, Jacoby, & Chadwick, 1991). 한편, DiIorio등(1992)은 

개인의 내적 요소로서의 자기효능이 환경적 요소인 사회적 지지보다 자기관리의 

더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하 다. 이 연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청

소년에게서도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개인의 내적 요소가 사회

심리적 적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edman, Thornton, 

& Baker(1995)는 간질을 가진 성인들의 정서적 적응과 자기효능에에 대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자기효능은 자아존중감 및 정서적 균형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

다. 또한 우울 및 불안과는 부정적 관계를 보 고,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간질로 

인한 충격과 낙인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간질을 가진 청소년에게서 자기효

능이 사회심리적 적응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으로 사용된 것들을 보면 정서를 억압함, 간질 은

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스스로를 위로

함, 간질을 수용함 등이다. 간질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은폐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낙인(enacted stigma,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낙인)이 자신에게 닥칠 

것 같은 인지된 낙인(perceived stigma,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낙인) 때문이다

(Scambler & Hopkins, 1986). 즉, 이들은 자신이 간질인 사실이 사회적으로 드러

날 경우 자신에게 낙인이 찍힐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간질을 은폐하는 것이

다. 그러나 간질 은폐는 실질적인 낙인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이 인지하는 

낙인은 더 커질 수 있다. Scambler & Hopkins(1986, 1990)는 이를 숨겨진 고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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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hidden distress model)이라고 하 다. Wilde & Haslam(1996)이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이들이 처음에는 자신을 부끄러워 하다가 

점점 갈수록 간질에 대해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 다고 하여 본 연구

에서 참여자들이 초기에 간질을 은폐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간질을 수용함 이라

는 전략을 사용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과정 분석에서 드러난 것처

럼 처음에는 이들이 간질과 나를 분리하다가 간질에 대해 조절감이 생기면서 간

질과 나를 일치시키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 과정은 정서적 안정이 되거

나, 혹은 사회적 지지가 많은 경우 발전하 고,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또한 과

정을 발전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지금까지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에서 인과적 상황과 맥

락, 중재적 상황, 그리고 작용/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를 하 다. 이제 간질을 가진 

청소년은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부정하거나, 

삶을 받아들이고, 인지적으로 재구성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각 참여자들

에게서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 고,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 다. 결과

는 시간이 경과하면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

구에서도 ‘부정’과 같은 결과는 시간이 더 경과한 후 다른 보다 긍정적인 결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희망을 가짐은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로 가는 과도

기적인 형태로 보인다. 사례 C나 사례 D의 경우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끝으로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해 본 연구에서 드

러난 다양한 상황(인과적 상황, 맥락, 중재적 상황)과 작용/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그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억압된 정서가 적절히 표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지중재가 필요하

다. 마음속에서 생기는 분노심을 혼자서 삭인다며 정서를 억압하는 참여자의 작용

/상호작용에는 중재가 개입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상인 고통을 정서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때에는 역으로 더욱 더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중재는 고통도 동시에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용/상호작용에 향을 주는 중재적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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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심리적 적응 과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으므로 정서표출 및 정서적 안

정을 추구하는 지지중재는 보다 나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추구하도록 도울 것

이다. 그리고 이 때에는 대부분 성격이 내성적이고 표현을 잘 안 하는 특성을 고

려하여 적극적으로 정서상태를 사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과 친구 등 지역

사회의 지지가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지중재에는 의료인

의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peer group camp 등이 포함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당뇨 캠프, 혈우병 캠프, 소아암 캠프 등이 활발

하게 운 되고 있다. Sawin, Lannon, & Austin(2001)의 연구에서 6세~16세의 간질

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실시한 결과 발작이 빈번한 아동일수록 캠프 

후에 더 긍정적인 태도 보인 것처럼 동료그룹 끼리의 캠프 경험은 이들이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간질 은폐는 Scambler & Hopkins(1986)가 지적하 듯이 더 큰 심리적 낙인으

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국 고통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된

다. 그러나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는 이상 간질을 은폐하는 것은 불가피한 전략이

라고 보이며, 따라서 간질이 불가피하게 노출되었을 때의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더 적절한 중재방법이라고 여겨진다.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은 전반적으로 발작을 관리하고 스트레스

를 관리함으로써 간질에 대한 조절이 되는 단계이다. Austin, McNelis, Shore, 

Dunn, & Musick(2002)은 7-13세의 간질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Being 

Seizure Smart"라는 간질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 는데 이 프로그램은 아동과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간질 및 발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표현하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을 지지하고, 가족 내의 의사소

통을 격려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화와 메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

지 않고 또한 임상에서 전화상담에 익숙한 간호사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이었

으며 대상자들에게도 편리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통합적인 간질 관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 초기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되도록 방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신건강과 증상 자가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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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Austin, McNelis, Shore, Dunn, & Musick, 2002). 또한 청소년들의 고통은 적

절한 간질정보 제공의 부재라는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간질 관리 프로

그램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전반적인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문제해결 지향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대처기술 훈련

이 필요하다. 인지행동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목표를 추구

하도록 도울 수 있고 개인적, 사회적 목표는 간질을 관리하고 낙인을 없애며 장애

에 대한 인지된 조절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Livneh, Wilson, 

Duchesneau, & Antonak, 2001).

사회문화적 낙인 및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부담 그리고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이 부재한 맥락에 대한 중재방안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 참여

자는 대중매체에 그려진 간질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 “오히려 TV 드라마에서

도 주위에서의 대처방법을 보여주는 모습이 담긴 내용의 드라마로 만들어져 방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는 말을 하 다. 이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간

질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사회에 퍼뜨리지 말고 그 대신 간질을 가진 사람에 

대해 주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야 한다는 요구로 보인다. 특히 청

소년의 경우 학교생활이 이들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 학교 선생님들의 간질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일반 학생들에게도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학

교생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Austin, Shafer, & 

Deering(2002)은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간질에 대한 친숙도와 지식, 편견 등에 

대해 조사하 는데 간질보다 발병빈도가 낮은 파킨슨병이 이들에게 더 친숙하

고, 67%가 발작시 대처방법을 몰랐으며 75%의 학생이 간질을 가진 청소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난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전반적으

로 지식 부족과 간질에 대한 편견을 반 하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료 환경이 간질을 가진 청소년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간질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주위 친구

가 발작을 하 을 때의 대처 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될 필요가 있



113

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의 간질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이하 CDC)의 간질 프로그램은 돌봄 

증진, 의사소통 및 사회적 낙인과의 싸움, 자가관리, 감시 및 예방 연구활동, 대중

의 인식과 지식 증진, 협력관계 강화 등 다양한 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CDC와 간질 협회, 간질 재단 등 정부와 여러 단체들이 

협동하여 간질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증진에서부터 사회적 낙인과 싸우고 장애를 

감소시키는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노력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운전이나 학교, 

직업, 데이트 등의 활동과 관련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청소년

용 비디오와 저널, 지지자원과 관련된 매뉴얼 등을 포함하는 키트를 개발하여 간

질 재단과 간질 캠프, 협회, 상담자, 건강관리 제공자, 학교 등 이들과 관계되는 

모든 곳에 배포하고 있다. 이 키트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CDC에서는 간질을 가진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의 경험을 탐색하여 간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조사할 예정이다(Schachter, 2001). 이처럼 국

가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에

서 긍정적인 중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 다. Ridsdale, Morgan, & O'Connor(1999)와 DiIorio & 

Manteuffel(1995)은 간질을 가진 사람들이 간호중재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간호사가 간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정보나 사회적 측면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기타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 다. 위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상담, 지지,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간호사는 이러한 중재들

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옹호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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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을 이용하여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을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면접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후향적으로 지금까지 간질을 가지고 살아온 경험이 어떠하 는지 즉 과거의 

경험들에 대해 질문하 다. 따라서 근거자료들은 모두 참여자들의 기억에 의존하

여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과정 분석시 각 참여자들이 사용한 

작용/상호작용 전략들을 순서의 개념을 가지고 열거할 때에 어려움이 있었다. 참

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점

은 추후에 재면접을 통해 질문해야 했다. 앞으로 후향적으로 면접을 할 때에는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면접 도중에 시간의 순서를 고려해야 하겠다. 

한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는 비구조적인 개방형의 질문으로 면접을 하

는데,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하 기 때문에 다른 참여자를 면접할 때에는 

이전 참여자에게서 나온 내용을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구조적인 질문 형식으로 

물어보았다. 따라서 여러 참여자들과의 면접이 진행되면서 구조적인 질문들이 여

러개 생겼고 이 질문들 중에는 이전에 면접을 했던 참여자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도 있었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면접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

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일대일 면접으로만 하 다.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

된 후 연구자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을 실시하고자 하 으나, 참여자

들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포커스 그룹을 하고자 한 이유는 이들이 서로 자

신의 경험을 주고받을 경우 더 풍부한 자료들이 나올 수 있고, 한편으로는 연구결

과를 검증할 때에 더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커스 그룹은 

반드시 연구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여자가 아닌 

다른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다 풍부한 자료 수집을 할 수도 있고, 

검증 또한 연구 참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근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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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자료는 심층면접, 참여관찰, 문서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올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면접에만 의존하 기 때문에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사회구조적인 향

에 대한 보다 풍부한 자료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나온 근거자료를 분석하는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교 방법

(constant comparative method)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근거자료로부터 

개방코딩을 할 때, 어떤 한 상황에 대한 참여자의 말 안에는 비슷한 여러 개념들

이 있는 것처럼 보 다. 이것을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나온 근거자료 및 현장노트, 

메모와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었고, 또한 속성과 범주 측면에서도 

비교하 다. 또한 유형 분석을 할 때에도 각 사례들에서 나타난 범주들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분석이 용이하 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작업

을 노트에 기록함으로써 이 자체가 이론적 메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분석에서 현상을 ‘고통’ 하나로만 파악하 기 때문에 다양한 상

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작용/상호작용을 거쳐 결과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지는 못하 다.

3.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를 간호이론 및 연구, 간호실무, 간호교육, 정책 측면에서 논하

면 다음과 같다.

간호이론 및 연구 측면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

적으로 적응 과정에 대한 가설이 개발되어 이 분야의 지식체 형성에 기여하 고, 

개발된 가설들을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보다 풍부한 지식체의 확장을 도모할 것

이다.

간호실무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을 간호하기 위한 보

다 실질적인 지침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간호사가 실무에서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의 교육자, 상담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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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과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학교의 보건교사와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필요한 지식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학생의 교육과정에서 질병을 사회문화적 배

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간질에 대한 이슈

를 제공할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간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대중적 교육과 홍보를 하는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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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의 사회심리

적 적응 과정을 탐구하여 이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

의 문제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은 어떠한가?” 이었으며,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으며 연구참여자는 총 9명

(남자 4명, 여자 5명)이었다. 자료는 수집하는 즉시 분석하 다. 그 결과 개념은 

‘일방적인 공개로 인해 힘들어함’, ‘지나친 배려에 의한 이질감’, ‘차별적 시선 의

식’ 등 61개로 나타났으며 범주는 ‘심리적 낙인’, ‘사회적 격리’, ‘간질에 대한 부정

적 정서’, ‘장기적인 치료순응의 어려움’, ‘고통’, ‘사회문화적 낙인’, ‘적절한 간질정

보 제공의 부재’,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부담’, ‘완치방안 모색에 대

한 집착’, ‘일상적 갈등’,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사회적 지지’, ‘정서적 안정’, 

‘정서를 억압함’,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타인과의 동

질성 추구’, ‘스스로를 위로함’, ‘간질을 수용함’, ‘희망을 가짐’, ‘삶을 받아들임’, 

‘부정’, ‘인지적 재구성’ 등 총 23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23개의 범주들에 대한 속

성과 차원을 추출하 다.

23개의 범주들은 현상, 인과적 상황, 맥락, 중재적 상황,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통하여 6개의 가설적 관계 진술문을 도출하 다. 

가설적 관계 진술문 (1) 일상적 갈등과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이 많고 사회

적 지지가 적으며 정서적 안정이 약할 경우의 ‘고통의 극복’은 정서를 억압함, 간

질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을 통해 이루어져 부정의 형태로 될 

것이다.

가설적 관계 진술문 (2) 일상적 갈등과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그리고 사회

적 지지가 적고 정서적 안정이 강할 경우의 ‘고통의 극복’은 간질 은폐, 개인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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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스스로 위로함을 통해 이루어져 부정과 희망을 가짐

의 형태로 될 것이다.

가설적 관계 진술문 (3) 일상적 갈등과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그리고 사회

적 지지가 많고 정서적 안정이 강할 경우의 ‘고통의 극복’은 간질 은폐, 개인의 특

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스스로를 위로함, 간질을 수용

함을 통해 이루어져 삶을 받아들임의 형태로 될 것이다.

가설적 관계 진술문 (4) 일상적 갈등이 적고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과 사회

적 지지가 많으며 정서적 안정이 강할 경우의 ‘고통의 극복’은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스스로를 위로함, 간질을 수

용함을 통해 이루어져 삶을 받아들임과 희망을 가짐의 형태로 될 것이다.

가설적 관계 진술문 (5) 일상적 갈등과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이 많고 사회

적 지지가 적으며 정서적 안정이 강할 경우의 ‘고통의 극복’은 간질 은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스스로를 위로함을 통해 이루어져 인지적 재구성의 

형태로 될 것이다.

가설적 관계 진술문 (6) 일상적 갈등과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 그리고 사회

적 지지가 많으며 정서적 안정이 약할 경우 ‘고통의 극복’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증상관리법 터득,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 간질을 수용함을 통해 인지적 재구성과 

삶을 받아들임의 형태로 될 것이다.

이야기 윤곽을 서술한 결과 핵심범주는 ‘고통의 극복과정’으로 나타났으며, 핵

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들을 조직화 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의 개요를 형성하 다.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은 심리적 낙인,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격리, 간

질에 대한 부정적 정서,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순응의 어려움에 의해 강해진다. 한

편 이들이 속한 시공간에서의 사회문화적 낙인과 적절한 간질정보 제공의 부재, 

상황에 따른 부적절한 대처로 인한 부담, 그리고 완치방안 모색에 대한 집착이라

는 특수한 상황들 또한 고통을 강하게 한다.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은 고통을 극복

하기 위해 정서를 억압함, 간질 은폐, 스스로를 위로함, 간질을 수용함, 타인과의 

동질성 추구와 같은 작용/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적 갈등의 정

도와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의 정도, 사회적 지지의 정도, 그리고 정서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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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도는 어떠한 작용/상호작용을 취하는지에 향을 준다. 그 결과 간질을 가진 

청소년들은 부정, 희망을 가짐, 삶을 받아들임, 인지적 재구성의 형태로 고통의 극

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대한 과정 분석을 한 결과 청

소년들은 간질과 나의 분리 → 간질에 대한 조절 → 간질과 나의 일치 단계를 거

치면서 고통이 극복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온 모든 결과를 요약

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제시하기 위해 개인수준, 대인간 수준, 지역사회 수

준의 상황모형을 제시하 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에서 드러난 현상인 ‘고통’을 측

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을 제언한다.

2) 인과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사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인과적 상황으로 나

타난 심리적 낙인, 사회적 격리, 간질에 대한 부정적 정서, 장기적인 치료순응의 

어려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을 제언한다.

3) 과정 분석에서 드러난 각 단계에 대해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

한 중재전략의 개발을 제언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 일상적 

갈등과 미래의 역할에 대한 갈등이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 중재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4)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설들에 대한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5) 임상 실무에서 간질을 가진 청소년에게 제공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6)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간질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

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7) 본 연구에서는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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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모가 힘들어 할까봐 정서표출을 제한하 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이들을 바라

보는 경험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간질을 가진 청소년을 기

르는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8) 본 연구에서 나타난 범주들이 더욱 풍부해지고 범주간의 관계가 더욱 정련

될 수 있도록 간질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과정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

언한다.

9) 우리나라 사람들의 간질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향요인을 조사하는 정책

연구를 제언하며 또한 간질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

적으로 노력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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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rounded Theory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Process in Adolescents with epilepsy

                                                   Moon, Seong M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of the substantive theory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process in adolescents with epilepsy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and culture. The question for the study was "What is 

the psychosocial adjustment process in adolescents with epilepsy?".

The research method used was the Grounded Theory Method developed by 

Strauss & Corbin(1998).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9 adolescents who 

regularly visited an epilepsy clinic in an university hospital.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during the period from November, 2002 to 

June, 2003.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performed simultaneously.

From the analysis 61 concepts emerged including 'having difficulty with the 

public being open to one side only', 'feeling of being different from excessive 

concern' and 23 categories including 'psychological stigma', 'social isolation 

from one's peers'. Categories were presented into paradigm which consisted of 

conditions-actions/interactions-consequences. Six hypothetical statements were 

derived from relationships based on the paradigm. 'Process of overcoming 

suffering' was the core category in this study. Theoretical scheme was 

described by organizing categories around the core category. 



130

The analysis of 'Process of overcoming suffering' over time revealed that 

adolescents with epilepsy experienced the following process, separation of 

epilepsy and self, control over epilepsy, congruence of epilepsy and self. 

Intervening conditions like 'daily complications', 'complications about future 

role', 'social support', and 'emotional stability' influenced this process.

Finally a conditional/consequential matrix was presented that sums up and 

integrates all results of the study at personal, interpersonal, and community 

levels.

This study provides a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zed 

nursing interventions in 'overcoming process of suffering' to care for 

adolescents with epilepsy. Verification of the hypothetical statements will 

contribute to expansion of nursing knowledge. 

Key Words : Adolescents with epilepsy, Psychosocial adjustment process, 

        Grounded Theor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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