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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어 머 니 의 유 방 암  질 병 에  한  자 녀 의 경 험 :  ‘혼 란  속 에 서  나  찾 기 ’

   자녀인 아동이 어머니의 유방암에 하여 구체 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론에 입각

하여 유방암 어머니를 둔 자녀들을 상으로 아동의 입장에서 바라본 어머니의 질병

에 한 경험의 과정을 이론화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약 1년여 간 진행되었으며, 면담 장소

는 주로 참여자의 집과 연구자의 연구실을 이용하 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인 총 12

명의 아동들은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로 유방암 환자를 어머니로 둔 자녀들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 참여자 아동 개개인과 일 일 심층면담이었으며, 미리 작성된 

면담 가이드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 다. 면담 소요시

간은 30분에서 최  2시간 정도 으며, 면담 횟수는 참여자별로 1회부터 최  3회까

지 다양하 다. 

  녹취된 자료의 분석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Strauss와 Corbin 

(1998)의 근거이론 연구 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3단계 주요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개념들을 단계 으로 추상화시켰다. 한 개념들 간의 계  상황

들에 따른 과정을 이해하기 해 다양한 다이아그래 을 시도하여 분석하 다. 면담 

후 작성된 필드노트와 메모도 분석과정에 통합시켰다. 

  코딩 결과 도출된 상 범주들은 소식을 함, 심각성을 인식함, 심리  혼란에 연루

됨, 아  엄마를 지켜 , 가족들의 변화를 경험함, 유방암 련 정보를 탐색함, 엄마 역

할을 신함, 엄마에게 효도하기로 결심함, 상황을 회피함,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함, 

철든 나를 발견함, 무덤덤해진 나를 발견함으로 총 12개 다. 핵심범주인 ‘혼란 속에서 

나 찾기’는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에 하여 듣기’, ‘혼란한 시기 겪기’, 어머니의 ‘치료

과정 지켜보기’,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나 찾기’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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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인 연구결과를 과정으로 살펴보면, 유방암 환자 자녀의 어머니 질병에 한 

경험은 암 진단이라는 ‘안 좋은 소식듣기’ 는 ‘ 치로 알게 됨’으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아동은 일정 기간 ‘심리  혼란’을 겪었다. 이 심리  혼란이라는 상에는 아동

이 어머니의 질병인 ‘유방암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재까지 살아오는 동안 형

성된 ‘부모와의 계’가 맥락 인 배경으로 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

은 투병 인 아  엄마를 직, 간 으로 지켜보았다. 어머니의 유방암 투병을 함께 

하면서 자녀인 아동은 스스로의 ‘심리  혼란’을 해결하기 해 어머니의 ‘유방암 정

보를 탐색’하고, 아동 자신을 집안일을 하는 ‘엄마 역할로 환’해본다거나, 차 아  

‘엄마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자 노력하는 행동  략을 사용하 다. 

한 어머니가 아 다는 재의 스트 스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쓰거나, 아  그 상황

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 다. 내 으로 다양한 감정들과 생각들로 혼란한 

가운데, 아동은 스스로를 철이 들었다고 여기거나 어머니의 암 투병에 하여 어느 

정도 무덤덤해졌다고 결론지었다.  상황에 머무르기보다는 내 으로 한층 더 성장

해 나가는 ‘철듦’, 그리고 자신과는 별개로 진행되거나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 ‘무

덤덤해짐’ 모두 아동이 스스로의 ‘자아’를 발견하거나 찾는 과정의 결과 다. 

  유방암 환자 자녀의 어머니의 질병에 한 경험은 아동 개인, 가정 내 가족들, 그리

고 아동과 그 가족이 속한 사회문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행동과 상호작

용의 결과로서 학령기 , 후반에서 청소년기로 차 심리  격동의 시기에 처한 아

동의 발달  특징에 맞물려 심 으로 혼란한 가운데 유방암 환자의 자녀인 동시에 학

생으로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최종 탐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간호

사는 임상에서 유방암 환자를 돌볼 때 그들의 자녀인 아동이 겪는 심리  혼란의 과

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유방암 환자들에게 자녀들의 측 가능한 행동들에 해 조

언해  수 있음은 물론, 아  엄마를 둔 아동들을 한 한 재를 고안할 수 있

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어머니, 유방암, 질병, 자녀, 경험, 근거이론, 아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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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  연 구 의 필 요 성

   여성 사망 원인  암으로 인한 사망은 체 사망 원인 에서 2 에 해당하며, 

유방암은 여성암 에서도 발생률 2 를 차지하고 있다(국가암정보센터, 2013). 우리

나라에서의 유방암 발병은 연령 별로는 40 가 37.6%로 가장 많고, 50 가 27.4%, 

30 가 13.4%의 순으로, 30 부터 격하게 증가하여 주로 45∼49세의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국가암정보센터, 2013). 은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상 으로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방암 발생률이 연령 증가에 비례하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Leong et al., 2010). 

  유방암 환자 수의 증가는 유방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구성원들 한 많아졌다는 것

을 의미하며,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 체가 유방암이라는 질병을 간 으로 겪게 된

다는 것이다. 이에 해 일 이 Fengler와 Goodrich (1979)는 투병하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숨겨진 희생자’로, Schmidt와 Keyes (1985)는 ‘다 고에 시달리는 제2의 환자’

라고 지칭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돌 의 상은 병을 직 으로 앓고 있는 환자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나머지 가족들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가족을 돌 의 상으로 함께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가족은 상호의존 인 체계로

써, 한 구성원에게 일어난 사건은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향을 미치므로 가족 내 질

병 발생은 그 가족 체계 체의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변화를 래하기 때문이다

(Ramsey & Lewis, 1990). 특히 가족  암환자의 발생은 가족 내 신체 , 사회 , 경

제  이 되어 가족구성원들 모두에게 향을 미치며 가족 계나 기능에 향을 

미칠 수 있다(Grov, Fossa, Sorebo, & Dahl, 2006; Han et al., 2006).

  가족 내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사회  규범 외에도 가족의 발

달단계 수 이 요하게 련되는데, 30～40  은 나이의 유방암 환자가 있는 가족

은 자녀가 환자를 간호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다. 물리 으로 간병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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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외에도 유방암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요법과 같은 병원 치료의 과정

을 겪는 동안 가족들은 가정 내에서 유방암 환자, 즉 어머니가 맡았던 통상 인 역할

을 재분배하여야 하며, 심리 으로 부담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불안  우울을 경험하

게 된다는 보고도 있다(신계 과 김매자, 2002). 

  부모의 암 진단은 후속  치료, 해, 재발, 그리고 측되는 죽음에 한 공포나 

불안 등에 하여 가족기능 뿐만 아니라 부모의 행동 , 정서  그리고 신체  기능

에서 변화를 야기한다(Lewis, 1996). 이러한 변화는 자녀의 학교 수행능력 뿐만 아니

라 행동 , 정서  그리고 신체  기능에 향을 주고,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변

화와 부모가 죽을 수도 있다는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상당한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Visser, Huizinga, van der Graaf, & Hoekstra-Weebers, 2004). 그러

므로 어머니의 투병과정에 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경험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흥

미롭고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는 아동 양육에 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부모-자녀간의 

계나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다(한경자, 권미경, 방경숙, 2010). 그러

나 유방암을 포함한 암환자 부모와 그 자녀들에 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유방암 

환자의 등학교 여학생 1명에 한 경험을 본 연구(유미숙과 이세연, 2013)와 유방암 

말기 환자인 어머니와 유방 종양 수술을 받은 딸의 역기능  의사소통(박태 , 1998), 

유방암 환자들을 상으로 양육스트 스와 양육행동  부모교육 요구도(조옥희, 유양

숙, 서 진, 2011)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어머니의 입장에서 본 모아 계의 향

(Kim, Ko, & Jun, 2011)을 찾아보았을 뿐이었다. 

  가족구성원들 에서도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  때가 가족 내 긴장이 크게 형

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크다(소희

, 1991). 부모의 질병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달  기 가 형성되는 어린 자녀에게 심

리 , 신체  성장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김명 , 2010), 유

방암 환자 자녀들이 어머니의 유방암 발병이라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심리

사회  스트 스에 어떤 향을 받는지 탐색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유도할 

수 있는 략 수립에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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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암환자 가족을 상으로 한 탐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기능과 간호요

구(김 숙과 유수정, 2008; 함단옥, 2004), 가족의 불안(유해 , 2003), 부담감(고기연, 

2001; 고한나, 2013; 김선희, 2003; 우선경, 2004; 이문경, 2008; 한미 , 2000; 황종귀, 

2002), 응  스트 스(김성효, 2003; 박혜선, 2000; 신계 , 2001; 양무희, 2011; 이인

정, 2011; 이 미, 2011), 사회  지지(김선주, 2001; 최정란, 2009), 삶의 질(어정민, 

2004; 이 선, 2009; 하상희; 2004), 처(이은지, 2012; 홍민주, 태 숙, 노미 , 2012), 

돌 (신 원, 2012; 윤석희, 2008, 이정석; 2006; 최은숙, 2006), 무력감(양경순, 2000), 

고통(최 숙, 2011), 어려움(강경아와 김신정, 2005), 가족의 자기성찰  경험(이찬희, 

2008), 우울과 자살의도(김연주, 2008), 요구(김 임, 2004; 조지희, 2008) 등이 있

었는데, 연구 참여자로서의 가족구성원은 부분 암환자의 배우자 는 성인기의 장

성한 자녀들이었다. 그러므로 암환자의 가족에는 성인이 아닌 어린 자녀에 한 심

은 간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방암 환자를 어머니로 둔 아동들의 으로 연구

된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Su와 Ryan-Wenger (2008)도 부분의 연구결과

는 암환자, 암환자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제외한 가족에게만 이 맞추어져 있다

고 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유방암 어머니를 둔 자녀들을 상으로, 아동의 입장에서 바라

본 어머니의 질병에 한 경험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B .  연 구 문 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질병을 함께 겪는 유방암 환자 자녀들의 경험의 과정을 탐색하

여 이론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유방암 환자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질병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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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고 찰

A .  부 모 의 건 강 문 제 와  자 녀

 

  가족 내에 만성질환자 발생은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향을  수 있다. 

다수의 만성질환은 그 원인이 뚜렷하게 밝 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복합 인 요인

들에 의해 유발되어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어렵고 장기간의 리가 필요하다(Han, 

2003). 유병기간의 장기화는 특히 환자의 신체 , 정신  고통과 치료를 한 경제  

부담에의 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모성우울이나 만성질환,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는 경우, 는 가정폭력이나 문제음주, 아동학  등의 가정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자녀 양육에도 변화가 래될 수 있다(한경자, 권미경, 방경숙, 2010). 

  부모의 신체 , 정신  건강상태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 이유는 성장과정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며, 특히 부

모와의 한 상호작용을 통해 기본  욕구를 충족 받으며, 한 자아개념을 지닌 

인격체로 성장하기 때문이다(김미희, 2006). 특히 어머니가 만성질환일 경우 자녀들은 

심리  혼란, 신체  증상, 가족기능 하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가족 내의 긴장이 커

지는데 자녀가 어릴 때는 그 긴장이 더 크다고 하 으며(소희 , 1991), 황경애(2000)

는 양육에 해 일차 인 책임을 맡고 있는 어머니는 자녀와 범 하고 한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행동의 특질은 더욱 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 하 다. 

  부모의 만성질환 유무는 고등학교 학생인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특히 만성질환이 어머니일 때 그 향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 다

(김정훈, 2008). 한,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가족에 한 책임

을 더 많이 느 으며,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졌고, 사회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하 다

고 보고하 다(Kenneth & Samantha, 2006). 

  인간의 발달 단계  성장에 아주 요한 시기에 있는 자녀들은 신체  장애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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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부모에 의해 많은 경험과 기를 겪게 되며, 이러한 경험과 기는 참여자 자신의 

성장발달 시기에 따른 기상황에 의해 더 가 될 수 있다고 하 다(김미희, 2006).  

  한편, 신체화 장애가 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돌 이 었으며(신행호, 1995), 신체

장애인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어린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신체 일부분이 되

어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담감에 의해 우울을 경험

한다고 하 다(김미희, 2006). 한 ‘가슴속에 아픔을 묻으며  움츠러짐’, ‘부모를 

돌보는 버 목이 될 수밖에 없어 버거워함’, ‘기 고 싶은 마음은 무 지고 강요되는 

역할에 힘겨워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해 당당하고 강해지고자 함’, ‘더불

어 살아 갈 수 있는 삶의 희망을 키워나감’ 등의 주제에 하여 설명하 는데 특히 

자녀는 부모의 신체  장애로 인해 래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받으며 성장하고 이 과

정에서 자녀들은 수치심, 열등감과 사회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 다. 

  박미 (2006)의 연구에서도 정신분열병 부모와 살고 있는 사춘기 자녀들은 입원한 

아버지 신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자녀들은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부․모․

자녀의 역할 혼란과 역할 부담감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정서  특

징은 자녀들의 그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모

습을 표 할 때 생략과 왜곡 되어져 있고 불안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표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의 질병

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역할 부담감과 가족

에 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울과 스트 스, 신체  장애와 자존

감 하, 사회  고립감 등과 낮은 삶의 질 등을 보 으며 학업성취도에 향을 끼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부모의 만성질환의 특징이 유방암에서도 나타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으므로 

부모의 암 질병이 자녀에게 어떠한 향이 있는지에 한 선행연구에 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암  발생률 2 를 차지(국가암정보센터, 2013)하고 있는 유방암은 

주로 은 여성들에게 발병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구 여성에 비해 약 10년

이 이른 분포를 보이는 특징(황숙연, 박병우, 이경식, 2000)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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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암 발병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긴 기간 동안 암으로 인한 신

체 , 심리 , 사회  향에 노출됨을 의미하며 환자에게 지속 인 응과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임인숙, 2006). 한 40  이하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

로 보아 자녀를 낳아 기르는 시기의 어머니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명 , 2010). Faulker와 Davey (2002)에 따르면,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을 때 18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이 무려 43,000-86,000명이나 되며 이들 어린 자녀들

이 어머니의 질병에 의해 잠재 인 향을 받는다고 하 다. 한 유방암 진단을 받

은 여성의 약 30%가 학령기 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어도 한 명 이상은 있다고 하

다. Su와 Ryan-Wenger (2008)는 그래서 이제 암은 가족의 문제라고 칭하 다. 

  은 연령층 집단의 경우 유방암이라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이 드는

데(황숙연 외, 2000), 어머니의 돌 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양육 할 경우에는 양육 부

담으로 인해 고통이 더욱 가  된다고 하 다(김명 , 2010). 한 가족의 구성원이 질

병을 앓게 되면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정지되어 그 가정의 평형상태가 깨어지게 되고 

가족의 안정성이 괴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유방암 발병은 자녀는 물론 가족 체

에 향을 미치는데 특히, 유방암 환자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한 스트 스와 치료

기간 어머니와 자녀가 장기간 격리되어 있어 자녀에게 신체 , 인지 , 정서 , 사회

 발달에 향을  수 있다고 하 다(김명 , 2010). 특히 Kim 등(2011)은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자녀와의 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자신과 자녀의 미래에 한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었으며, 발병  보다 자녀를 독립 인 존재로 인식하고 양육 

행동 반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 다. 

  유방암 환자의 에서 어머니로서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 한 양육에 하여 김

명 (2010), 조옥희 등(2011)과 Kim 등(2011)은 은 유방암 환자는 고령 환자에 비해 

사회 인 활동이나 임신, 출산, 수유와 육아 등에서 할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문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유방암 환자일 때 환자의 삶은 

물론 가족 특히,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하 다. 

  몇몇 연구들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의 암 발생이 미치는 향에 

하여 심을 가지고 있었다(Baider, Cooper, & Kaplan De-Nour, 2001; 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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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Schmitt et al., 2008; Su & Ryan-Wenger, 2008; Visser et al., 2005). 한 유

방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의 청소년 자녀들에 한 두려움 등을 포함하여 그들이 겪는 

정서  향에 하여 심을 보 다(Clemmons, 2009; Mosher, Danoff-Burg, & 

Brunker, 2006; Stiffler, Barada,  Hosei, & Haase, 2008; Redin, 2011). 

  부모가 암에 걸렸을 때 자녀들의 정서  행동 문제에 하여 살펴본 결과,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녀를 포함한 가족은 정서 으로 매우 취

약한 상태 는데, 스트 스와 불확실성을 겪었으며 어린 자녀들은 보호받고 싶어 했

으며(Osborn, 2007) Visser 등(2004)에 따르면, 부모가 암 환자로 진단을 받았다는 사

실은 자녀에게 엄청난 충격일 수 있으며 따라서 여러 가지 불안, 혼란, 슬픔, 분노, 질

병의 결과에 한 불확실성 등의 심리사회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 다. 암 

질환 부모가 있는 자녀는 부모의 암 질환에 해 응과 부 응에 있어서 다양한 방

식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암에 한 자녀의 부 응은 여러 가지 병리 , 심리 , 

행동  스트 스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 다. 이것은 자녀들의 부정  반응으

로 울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의 자존감의 변화와 집

력과 학업성취의 하와 같은 학업변화, 장통증과 식욕변화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  증상, 억압된 감정의 무의식  표출과 부정(denial), 사회  계의 회피, 과외

활동 등의 사회  인  계의 변화인 4가지 유형으로 나 어졌다고 하 다(Su & 

Ryan-Wenger, 2008). 

  한편, 부모가 암에 걸렸을 때 아동과 청소년의 내재화 타입 문제의 험성이 증가되

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증가하는 이유에 하여 Osborn (2007)은 가족의 의사소통

과 표 성이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사회  기능과 일 된 연 성을 보이며 부모 역할 

변수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한, 부모의 암이 기일 때 비록 심각

한 심리사회  문제들의 험한 티를 내지 않더라도 부모가 암인 자녀들은 내재화된 

행동 문제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하 다. Visser 등(2004)은 연구에서 암환자의 배우

자인 부모보다 청소년이 자가 보고할 때 더 문제가 많았고, 기 단계의 암환자의 자

녀들이 내재  문제에 한 험이 더 증가해 있었다고 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부모의 암은 자녀들에게 내재화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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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부모가 암일 때 부모와 자녀들의 의사소통에 한 연구결과들이다. 어머니

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동안 자녀들과 의사소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본 결과(Barnes et al., 2002),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보다 일  암에 한 

정보를 제공 받았고, 어머니의 교육수 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질병에 하여 오히려 

더 몰랐으며, 자녀의 성별은 의사소통과 련이 없었다고 하 다. 한 가족 간의 의

사소통의 효과는 치료과정에 있어서 자녀들이 질문을 하며 질병에 하여 배우고, 필

요한 내용을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동안 암에 한 경험이 일상 으로 정상화된다고 

하 는데(Lewis & Darby, 2003; Sargent, 2003), 비록 자녀들이 치료와 계획에 하여 

토론할 때 배제되더라도(Faulkner & Davey, 2002) 암에 한 가족의 의사소통은 끊

임없이 자녀의 심리사회  기능에 정 으로 련된다고 하 다(Osborn, 2007). 그러

므로 암 환자 자녀들과 련된 재 연구들은 가족 구성원들 상호간에 보다 개방 으

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처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요하다

고 하 다. 한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아버지와 아동의 의사소통을 확인

해 본 결과(Forrest, Plumb, Ziebland, & Stein, 2009)에서는, 아버지들은 자녀를 안심

시키고 보호하는 것에 심이 크지만 유방암에 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었고, 자녀들

의 스트 스의 정도를 제 로 인지하지 못하 고 단지 ‘나쁜 행동이나 버릇없음’ 정도

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 다. 하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의 정서  상태를 오히려 리하

게 인식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 했다. 이 게 부모 역

할이 역 된 것으로, 즉 평상시 여성성으로 돌보았던 어머니가 아 서 섬세한 돌 이 

결여되고, 신 아버지의 남성성의 돌 이 시작되므로 아버지와 아동간의 갈등이 

래될 수도 있다. 

 부모의 암 발병은 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맡고 있던 역할에

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이에 하여 Osborn (2007)과 Visser 등(2004)에 의하면, 가족

은 일상생활과 함께 가족역할이 붕괴되고 수입이 감소되며, 부모의 신체  는 심리

 기능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하 다. 한 부모의 반복된 입원, 

부모에게 병문안하기, 집안 내에서 부모를 돌보는 일 등으로 인하여 일상 인 가정생

활에 변화를 경험하 으며 Spira와 Kenemore (2000)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들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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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서 엄마와 딸의 계가 변화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엄마가 아

기 이 의 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다고 하 다. 그러므로 자녀에 한 심리 사회  

향과 이들 자녀의 기능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 다. 

  한 부모의 우울은 자녀에게 향을  수 있는데, Thastum 등(2009)은 아동과 청

소년들, 특히 사춘기 소녀들에게 부모의 우울은 심리사회  문제의 험이 더 높게 

나타는데 향을 주었으며, 가족기능의 장애는 자녀들에게 외 화 문제를 나타내게 

하는 주 이유가 되었다고 하 다. Watson 등(2006)에 의하면 어머니의 우울은 특히 

여자 청소년에서 내재화된 문제들의 험성이 증가하 고 스트 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 다. 유방암 환자 자녀들의 자아 존 감은 건강한 엄마 는 당뇨가 있는 엄마의 

자녀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고, 부모가 암일 때 자녀들은 회피와 불안, 그리고 우울의 

증상이 더 많았으며(Donna, 2009), 특히 사춘기(12세 이상)에서는 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보고하 다(Visser et al, 2004). 두 부모의 계가 청소년 자녀와 나쁠 때, 청소

년은 유의하게 낮은 자존감과 높은 불안을 나타냈다고 보고하 다(Lewis & Darby, 

2003).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암과 련하여 걱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유

방암에 한 걱정은 유방암 환자의 청소년 딸에게서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 다

(Donna, 2009). 특히 여자 청소년들은 유  험과 련되어 암에 한 취약성이 증

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고 하 다(Hilton & Gustavson, 2002). 어머니가 유방

암을 가지고 있는 여자 청소년은 그들 또한 질병이 생기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표현

하였다(Azizi, 2009; Kristjanson, Chalmers, & Woodgate, 2004; Mosher et al., 

2006). 자녀들은 암과 치료, 어머니의 질병과 생존, 자신의 질병에 한 험성 등에 

해 심을 보 으며(Fitch & Abramson, 2007),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은 정  사고 

는 태도를 유지하고, 암에 하여 말하고 두려움과 슬픔을 완화시키기 해 확신에 

의지하는 등 애를 쓴다고 하 다(Davey, Askew, & Godette, 2003). 하지만 유방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유방암 때문에 자녀가 무슨 경험을 하는지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Zahlis & Lewis, 1998). Clemmons (2009)는 한 

청소년이 그들의 엄마를 해, 스트 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무엇이든 스트 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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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기 해 노력하고, 학교생활에 을 두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한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유방암에 하여 처로서 삶의 변화, 자아로

의 방향 환, 어머니와 사는 법을 배우기, 정상화로의 필요성, 개방 으로 말하기 등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nna, 2009). 한 유미숙과 이세연(2013)은 ‘유방암 환

자 자녀의 체험 구조의 변화’, ‘유방 이미지에 한 인식 변화’, ‘상호 계의 변화’가 나

타났다고 하 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의 암은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변화와 

부모가 죽을 수 있다는 생명에 한  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정서  스트 스 

요인으로 작용하 다. 그리고 부모의 암에 한 치료로 인하여 자녀는 가정생활과 역

할의 변화를 경험하 고, 불안, 혼란, 슬픔, 분노, 부모 질병에 한 불확실성 등의 심

리사회  문제를 겪었다. 암에 한 가족 내 의사소통은 자녀의 심리사회  기능에 

정 으로 련되며 스트 스를 받고 있을 때 사회  지지는 아동의 삶에 한 정상

화된 느낌을 제공하므로 요하다고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 부분은 청소

년기의 단편 인 연령층을 상으로 하 거나 설문지를 이용한 양  연구를 이용하여 

심층 인 면담이 배제되어 있으며 학령기와 청소년기를 포함한 여자, 남자 자녀 모두

의 경험을 알아보는데 제한 이 있다. 그러므로 유방암 환자의 성인이 아닌 학령기와 

청소년기를 모두 포함한 자녀들의 질병경험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인 배경에 따

라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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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A .  연 구  방 법

  1 .  연 구  설 계

 

  본 연구는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고 있을 때 자녀인 아동이 어머니의 질병에 하여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탐색하는 질  연구이다. 구체 인 방법론은 련된 국내문헌이 

많지 않은 연구 상이라는 을 감안하여 어머니의 암 진단에서 치료  회복까지의 

과정 동안 자녀가 사회  계 맥락 속에서 드러내는 상호작용  행동들의 패턴을 

이론화하고자 근거이론을 용하 다. 

  2 .  연 구 자 의 비

  본 연구자는 실무에서의 경험 비 차원에서 소아과 병동과 신생아 환자실에서 6

년, 정신과 병동에서 4년 동안 간호사로 근무하 고, 그 이후 5년 동안은 액종양내

과 병동에서 일반 간호사  임상 문 간호사로서 만성질환자들, 특히 종양내과환자

들과 그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다양하게 경험하 다. 그리고 지식 인 경험 비 차

원에서 학원 석사학 논문을 ‘정신분열병 환자 자녀의 경험’에 한 사례연구를 하

여 질  연구에 한 기  태도와 근법을 익혔고, 이후 학원 박사과정 동안 개

념분석, 질  연구방법론 등 개설된 질  연구 련 과목들을 모두 수강하 다. 이해

의 폭을 더욱 넓히고자 질  연구 련 외부 워크 에 5번 이상 참여하 고, 면담기

법 훈련과 질  연구 결과 분석을 한 세미나에 지속 으로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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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자 료 수 집

  1 )  연 구  참 여 자  모 집 과  선 정 과 정

  연구 참여자 모집은 액종양내과 문의와 암센터 코디네이터의 조로 유방암 환

자를 연계하 고, 항암주사실과 병동 간호사들의 조로 재원 환자에게 연구에 해 

소개를 할 수 있었다. 한 연구자는 병원 내 모집공고문을 게시하 고, 유방암 자조

모임을 활용하여 연구에 해 소개하 으며, 한국유방암학회에도 온라인으로 모집공

고를 내었다. 

  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첫째, 유방암으로 진단 받고 수술

을 한 후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한 기간을 포함하여 투병기간이 총 3년을 

넘지 않았으며 재발이나 말기단계가 아닌 어머니의 자녀로서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과 

치료에 하여 이미 알고 있는 아동; 둘째, 인지 , 행동  문제나 정신과  병력이 

없고 본인의 경험을 충분히 말로 표 할 수 있는 만 10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아동; 

셋째, 부모  아동 모두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택하 다. 특히 연구 참여자

의 연령 하한선을 최소 만 10세 이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략 형식  조작기가 시작

되는 학령기 반부터 인지발달 상 논리 이며 추상 인 사고가 가능해져 아동이 자

아 인식은 물론이고, 자신과 환경에 한 평가를 비교  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기에

(한 아, 2008), 어머니의 질병을 경험한 것에 하여 아동 내면의 생각과 정서를 비

교  원활하게 표 해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기 때문이었다. 청소년기로 연령

를 국한시키지 않은 이유는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손길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과, 청소년기 이  단계의 아동들이 어머니와 더 자주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참여자 연령을 선정 하 다. 

  자료 수집은 구체 으로 다음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었다. 먼  의료진의 조로 얻

은 유방암 환자 목록 상 가능한 어머니들에게 본 연구의 목 과 구체 인 과정에 

하여 설명하고 자녀들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후, 참여자인 자녀에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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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목 에 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었다. 모집 기에는 부분 직  면해서 

연구 설명  동의를 얻기보다는 화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수 어머니들

은 여러 가지 정황을 들며 자녀와의 면담을 거부하 다. 이에 연구자는 면 면으로 

어머니들을 직  하는데 노력을 기울 다. 우선 주치의의 조로 2명의 유방암 

환자들 자녀를 만날 수 있었고, 이후 병원의 간호사들  동료 연구자들의 소개로 추

가로 가능한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유방암 환자인 어머니에게 먼  연구에 

한 목 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에 자녀를 만났다. 무엇보다도 가능한 참여자로 

확인된 후에는 유방암 환자인 어머니와 연구자간의 신뢰 계를 쌓는 것에 주력하 는

데, 병원 외래에서 만나거나 직  가정을 방문하여 한 두 시간 정도 담소를 나 며 

어머니와의 라포를 먼  형성한 이후에 자녀와 만났다. 참여자를 소개받거나 찾는 과

정을 거치면서 이미 연구자와 면담을 한 후에 자녀의 변화된 모습에 해 동료 환자

들에게 이야기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시 부터는 유방암 환자 어머니가 도리어 

먼  ‘상담 받고’ 싶다며 자녀의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었다. 한 본 연

구와 같은 일들이 왕성하게 진행되어 다른 자녀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극 인 연구 참여에의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어머니들은 다수 자녀에

게 의견을 먼  물어 본 후에 본 연구에의 자발 인 참여 여부를 타진하여 연구자에

게 알려주었는데, 연구가 종료 된 후에야 알게 되었지만 참여자 1명은 어머니의 권유

로 면담에 응하 다고 하 다. 그 지만 연구 참여자 모두는 면담이 종료되었을 때 

‘속이 후련하다’, ‘ 군가와 면담을 해 서 좋았다’, ‘아  엄마 얘기를 하게 되어서 좋

았다’ 등의 정 인 반응을 보 다. 연구자는 아동 참여자와 면담 후에는 어머니에게 

간단히 자녀의 반응  재 심리상태 등에 하여 알려주어 라포 형성을 유지하

다. 청소년 참여자들의 경우, 어머니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에 한해서는 비

을 유지하 다. 연구자는 과거에 액종양내과 문 간호사로 일하 기에, 아동 참

여자들이 특히 유방암 치료과정에 해 궁 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 으로 도움

을 제공할 수 있었다. 

  표본 추출은 본 연구의 목 에 가장 잘 부합하며 가능한 한 다양한 개념들과 범주

들을 탐색할 수 있게끔 이론  표본추출방법(theoretical sampling)을 용하 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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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선정 기는 물론이고, 자료 수집과 분석을 반복하는 과정 내내 표본 추출은 계

속되었다. 그 구체 인 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 유방암 환자인 어머니들이 2백 명 이상 등록되어 있는 모 

학병원 주치의의 조로 어머니들을 소개받아 자녀들 상황에 해 물었으며, 주로 

입원, 치료하는 병동의 간호사들을 통해 자녀들에 한 추가 정보를 얻었다. 본 연구

의 목 에 하여 알고 있는 동료의 소개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유방암 환자를 소개

받기도 하 다. 첫 참여자와의 면담 후 악된 주요 개념들에 해 더욱 탐색하고자 

면담 가이드의 질문들을 수정, 보완하 으며 다양한 버 의 가이드를 비함은 물론 

때로는 련된 개념에 한 문헌 검색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들을 확실히 하고자 하

다. 세 번째 참여자와의 면담 후에는 본격 으로 참여자간의 탐색된 개념들을 교차 

비교하 으며, 자료수집과 분석을 번갈아 순환하듯이 진행하며 윤곽을 드러내는 핵심

범주의 내용을 채운다는 근으로 다음 연구 참여자를 선택, 결정해 나갔다. 연령  

의 범  차이나,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참여자의 답 수   내용에 연연해하기 보

다는, 녹취된 면담 자료에서 드러난 개념들의 유사 과 차이 에 더욱 주목하면서 추

상화되는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집 하 다. 핵심범주를 악

하고 도출하는 과정 내내 추상화된 범주와 원 자료가 서로 부합되는 내용인지 지속

으로 비교하면서, 원 자료와의 련성이 부족한 부분은 장으로 되돌아가 다시 표본 

추출을 시도하 다.

  2 )  연 구  참 여 자 에  한  윤 리  고 려

  연구 참여자가 만 18세 이하의 아동이라는 과 면담 과정  아동에게 있어서 고

통스러웠던 기억을 회상  하는 민한 질문들을 던진다는 을 심사숙고하여 연구 

설명문  동의서를 작성하 고, 병원의 임상연구심의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연구과제에 한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011-026). 연구 참여자들의 윤

리  보호를 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참여자인 아동은 물론이고 부모에게도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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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연구 참여에 동의 후에만 연구자와 개별 면담을 갖게 되는데, 면담내용은 참

여자의 허락 하에서만 녹음이 시작될 것이고 녹취된 결과는 연구 목 에만 사용되는 

것. 둘째, 연구 참여자인 아동은 물론이고 유방암 환자인 어머니에 해서도 익명성이 

보장되어 개인 인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어떤 세부사항은 모두 배제될 것. 셋째, 

부모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만 아동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 과

정  언제든지 아동의 자발 인 의사로 참여를 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넷째, 연구 참여자인 아동이 면담 도 에 감정 으로 북받쳐 오르거나 심 으로 힘들

다고 느껴지면 잠시 쉬었다가 면담을 재개한다는 것. 

  특히 네 번째 항목에 하여 연구자는 다음의 략들을 사용하 다. 면담 도 에 

가능한 아동의 감정 표출을 허락하고 수용 하는 것에 충실하고자 노력하 다. 경우에 

따라 아동의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토닥 해 다거나,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

진 후 다시 감정이 추슬러질 때 면담을 진행하 다. 면담이 종료될 무렵에는 면담이 

어떠하 는지 아동에게 물어서 지속 으로 힘듦이 남아 있는지 는 면담으로 인해 

부정 인  향이 있는지 사정하 으며, 아동의 어머니에게 화로 연락하여 가

정에 돌아갔을 때 자녀의 행동양상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 다.

 

  3 )  자 료 수 집  기 간 과  진 행  차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약 1년여 간 진행하 으며, 면담 

장소는 주로 참여자의 집과 연구자의 연구실을 이용하 다. 면담  어머니는 자리를 

피하고, 연구 참여자인 자녀하고만 진행하 다.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 아동 개개인과의 일 일 심층면담을 이용하 다. 연구 참

여자들로부터 보다 풍부하고 생생한 자료를 얻기 하여 각 참여자들과 미리 작성된 

면담 가이드(부록 3)를 바탕으로 덜 말하는 경향이 있는 참여자들에게는 구조화된 질

문들을 추가하거나 같은 의미인데 다른 어휘를 사용한 질문으로 바꾸어 면담을 시도

하 으며, 이야기를 잘 풀어놓는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들을 더 많이 활용

하여 융통성 있게 면담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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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은 디지털 음성 녹음기와 혹시 모르는 응  상황에 비하여 연구자의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녹음되었으며, 면담 당시의 사실에 근거한 기록인 장노트를 면담 직

후 작성하 다. 어린 아동은 긴 시간 동안 집 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등, 2004),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  2시간 정도까지 다. 면

담 횟수는 최소 1회부터 최  3회까지 다양하 다. 연구 동의서에 명시한 것에 그치

지 않고, 녹음 버튼을 르기 직  연구 참여자에게 허락을 재차 받은 이후에 녹음하

는데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녹음은 아동 참여자들이 녹음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면담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하 다. 

  면담을 처음 시작하는 질문은 “어머니가 아 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겪었던 여

러 가지 일들을 떠올려보자. 특별히 생각나는 사건이나 상황이 있으면 말해 래?”

다. 답이 짧은 경우에는 “기억하는 그 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녁까지 하루 동안 

의 일과에 해 얘기해볼까?”라고 물어서 보충하 다. “그 때 기분(느낌)이 어땠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의 생각과 느낌, 그리

고 그에 따른 행동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면담 동안에는 되도록 개방 이고 

비구조 인 질문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충분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면담 도  연구자의 견해나 가치 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해 연구 참여자의 말에 해 비 이고 해석 인 태도는 지양하 다. 면담을 진행하

는 동안 연구 참여자의 반응이나 연구자가 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은 녹음과는 별

도로 장노트에 기록하 다. 면담의 종료 시기는 아동이 화에 지친 기색을 보이거

나, 복되는 정보를 제공할 때 다. 면담의 종결 단계에서는 아동에게 면담한 느낌을 

물었고, 연구 주제와 련하여 추가 으로 궁 한 이나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

도록 허락하 다. 한 면담에 응해  것에 하여 고마움의 표시로 연구 참여자인 

아동에게 문화 상품권(3만원권)을 제공하 다.

  면담 후에는 연구자가 녹음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마이크로소 트 워드 일

에 녹취하 으며, 녹취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표  그 로를 가능한 기록하고 개인 정

보가 노출될 수 있는 인명 등은 기호로 표시하 다. 장노트 한 정리하 으며, 면

담 기술에 한 연구자의 반성, 개념 으로 떠오르는 내용에 한 생각  기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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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록은 메모(analytic memo)하 다. 한 번 이상 면담을 시행한 경우, 첫 번째 

면담에서는 참여자가 자유롭게 말하게 하여 라포를 형성하는데 을 두었으며, 두 

번째 면담부터 본격 으로 비해두었던 질문들을 하여 이  면담에서 설명이 추가되

어야 할 부분들을 보충하고, 분석 상 쟁 이 되는 부분에 해 심층 으로 보완하고

자 하 다. 

  4 )  자 료  분 석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 (1990), 그리고 최종 으로 90년도 버 을 수정 보완

한 Strauss와 Corbin (1998)에서 제시된 방법들과 차에 따라 자료수집 시작과 함께 

진행되었다.   

  근거이론 방법론은 장에서 존재하는 연구 상으로부터 귀납 으로 유도된 이론

으로 그 상에 합한 자료의 체계 인 수집과 분석을 통해 발견하고, 개발하고, 잠

정 으로 입증한다. 그러므로 자료수집, 분석, 이론은 서로 상호 계를 갖는다. 연구자

는 이론으로 시작하지 않고 연구의 역으로 시작하며 이러한 역과 련하여 출

하도록 허용한다(Strauss & Corbin, 1990). 즉 자료로부터 이론을 생성한다는 것은 논

리  가정으로부터 연역된 것이 아니라 부분의 가설과 개념이 자료로부터 나타나면 

연구 에도 체계 으로 자료와 련하여 생성된다는 것이다(Glaser & Strauss, 

1967). 따라서 근거이론 방법론은 연구 인 행동이나 체계를 서술하고 설명하며, 결

과 으로 자료에 근거하는 이론을 개발하기 한 방법론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에 자료 분석은 귀납  방법을 이용하는데, 질  연구자는 자료를 차 추상

인 정보 단 로 조직화함으로써, ‘아래에서 로(bottom-up)'올라가는 방식으로 패

턴과 범주, 주제들을 형성한다. 이러한 귀납 인 과정에는 연구자들이 포 인 주제 

체계를 구축할 때까지 주제와 기  자료 사이를 오가며 수행하는 작업들이 포함된다. 

그럼으로써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제나 추상개념들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조

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2010).

   개방코딩(open coding)은 자료들 속에서 개념을 이끌어내어 일차 으로 추상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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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석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방 코딩은 3단계를 통해 진행하 다. 1단계 코딩은 

자료를 조그만 부분으로 쪼개어  단 로 분석을 하 고, 쪼개진 자료 내용을 잘 반

하도록 자료의 실체를 개념화하 다. 이때 참여자가 사용한 단어를 이용하기도 하

다. 2단계 코딩은 1단계 코드를 응축한 것으로 ‘범주’라 부르며 자료를 더 추상 인 

수 으로 발 시킨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2004). 이에 지속 인 비교 방법을 

이용하여 특별한 범주로 명명하면서 각 1단계 코드가 나타나는지 질문을 하면서 각 1

단계 수 을 다른 1단계 수 과 비교함으로써 코딩을 진행하 다. 각 범주는 한 상

호 배타 인 것을 확인하기 해 모든 다른 범주와 비교하 다. 3단계 코딩에서는 

심 인 주제가 나타났다. 

  축코딩(axial coding)은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개념들을 더욱 추상화시켜 묶음으

로서 탄생된 범주(category)의 일련의 축을 심으로 속성과 차원을 정리하여 범주들 

간의 수 을 정련하고 연결시키는 과정이며,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범주들 

에서도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확실하게 정교화하여 이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과

정이다. 본 연구의 축코딩의 단계에서는 특히 Strauss와 Corbin (1998)이 제시한 코딩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인과  상황(causal conditions), 상

(phenomenon), 후 계(context), 재  상황(intervening strategies), 결과

(consequences)를 용해 보았다. 자료를 분석할 때 분석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축코

딩을 사용하더라도 자료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는 코딩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Strauss & Corbin, 1990; 1998)에 따라 본 연구자는 축코딩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연구에서 나타난 상을 주제별로 정리를 한 다음, 각 상마다 축코딩을 활용

한 패러다임 모형을 용해 보면서 최종 인 심 상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심 상(phenomenon)이란 심  념 는 사건으로서 참여자가 일련의 략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상 는 목표를 뜻하며 패러다임 모형은 상이 처해 있

는 구조  상황과 과정을 통합하는 수단으로서 모형을 이용하여 각 범주를 연결시킨

다. 심 상을 확인하기 해 본 연구자는 자료를 지속 으로 엄격하게 분석 으로 

사고 하고자 유의하며 끊임없이 ‘자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코딩 때와 달리 자료를 체 으로 살펴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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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메모 작성하기(Memoing)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의 생각, 해석, 

질문, 방향, 계획, 주제, 가설 등을 분석 으로 기록하 으며 자료를 수집하고 동시에 

분석하는 것을 반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출 한 개념들을 이 에 나온 개념들과 계속 

비교해 나가면서 차이 과 유사 을 찾아내고 범주화하는 지속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따랐다. 

  한편 서술 으로 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도표나 그림을 그려 으로써 개념간의 

계를 도식으로 표 하는 Strauss와 Corbin (1998)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연

구 상이 진행되는 과정과 상황 등에서도 용해 볼 수 있어서 다양한 다이아그래

(Diagramming)을 이용하여 추가 자료 분석을 시도하 다.  

  4 .  연 구 의 엄 성 을  높 이 기  한  략

  본 논문에서는 엄 성(rigor)을 높이기 해 질  연구 평가 기 에 따라 Lincoln과 

Guba (1985)가 제시한 Trustworthiness의 4가지 기 인 신빙성, 용성, 일 성, 립

성에 입각한 략을 사용하 다.

  상을 얼마나 생성하고 충실하게 서술하 고 해석하 는가에 해당되는 신빙성

(Credibility)은 즉, 경험을 한 연구 참여자로 하여  경험에 한 서술과 해석이 얼마

나 자신의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가를 보장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참여자의 

어머니와 라포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들 으며, 이후 참여자들과도 라포를 형성하며, 

반복 으로 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소년 참여자들과는 그들의 

문화의 장인 사이버 공간에서도 만남을 가졌다. 한 근거이론방법을 용하여 박사

학 논문을 진행 이거나 완료한 동료들과 지속 으로 화했으며, 근거이론으로 연

구하는 교수 1인과 주기 으로 만남을 통해 피드백을 받았다. 개념도출 후에는 이에 

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개념과 련된 상을 여러 각도로 보기 

해 참여자의 부모, 참여자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참여자 어머니의 담당 의료진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조 자료로 사용하 다. 한 유방암 환자 자녀들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추출하기 하여 다양한 치료 상태에 있는 유방암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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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원을 자료수집 장소로 선정 하 을 뿐만 아니라 지인의 소개를 받았다. 

  용성(Transferability)은 연구결과가 연구가 이루어진 맥락외의 다른 맥락과 다른 

상들에게도 합한지, 그리고 연구결과를 읽고 경험세계에서 의미 있고 용 가능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해서 본 연구자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유사한 경

험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리고 연구 참여자 이외의 다른 유방암 환자 자녀

에게 결과물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으며 확인할 수 있었다.  

  일 성(Consistency)은 양  연구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반복되

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질  연구의 일 성과 련된 엄 성을 단하기 하여 다른 

연구자가 따라 갈 수 있는지 즉, 감사 가능성을 보장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의 분석과정에 해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결과에 참여자의 말을 직  인용하

으며, 자료로부터 근거한 분석과 해석을 추 할 수 있는 연구의 장 찰, 생각, 사고

과정, 떠오르는 범주, 주제에 한 메모 자료들을 첨부하 다.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립성(Neutrality)

을 보장하기 해 연구자는 사 에 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면서 유방암 환자의 자녀

에 하여 그들이 슬 거나 는 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하여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 으며, 유방암 환자 자녀의 경험에 한 상 그 로를 진실된  

시각에서 보려고 하 다. 연구 상자들과 면담 시 비구조 인 면담으로 최 한 참여

자들의 경험을 그 로 반 하고자 노력하 고, 분석 시에도 연구 분야는 다르지만 질

 연구를 하고 있는 간호학 교수 1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견된 범주와 구조를 여

러 차례 검토하는 분석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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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A .  연 구  참 여 자 의 일 반  특 징  

  총 12명의 아동들을 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 는데, 남자는 7명, 여자는 5명이었

다. 이들  참여자 2번과 3번은 둥이 오 이이며, 참여자 6번과 7번은 자매, 참여

자 11번과 12번은 형제 다. 연구 참여자의 어머니들은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

법, 호르몬요법 등 각 치료과정에 있거나 외래에서 추  검사를 통하여 유지 단계에 

속해 있었다. 어머니들은 모두 유방암의 재발이나 말기 환자는 없었으며 가정이나 직

장을 포함한 일상생활 수행이 원활하 다. 면담 당시의 참여자들의 재학 상태를 보면 

등학생이 6명이었고, 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3명씩이었다. 연구 참여자와 참여자 

어머니들의 질병 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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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개 방 코 딩 :  주 요  개 념 과  범 주 추 출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과정인 코딩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3가지 수 으로 

진 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과정인 개방 코딩은 어머니의 유방암 질병에 한 

자녀의 경험의 주요 개념들의 속성과 차원을 추출하기 해 다음의 3단계에 의해 진

행되었다. 먼  1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나 고, 조사하며, 비교를 시작하 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도출된 코드들을 선별하고 분석하여 추상화시켰으며, 범주들 간의 

련성 출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3단계에서는 주요 범주  타 범주들과의 

련성과 차별성을 비교하며 범주들 간의 계를 조사하는데 을 두었다. 개념을 명

명하고 서로 유사한 개념들은 통합하면서 속성과 차원에 따라 개념을 범주화하는 과

정을 지속 으로 반복한 결과, 기 91개의 코드들에서, 47개의 하 범주들, 이후 12

개의 상 범주들이 집약되었다(부록 4). 표2는 12개의 상 범주들이며, 이어서 각 범

주별 구체 인 결과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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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상위범주

소식을 접함

심각성을 인식함

심리적 혼란에 연루됨

아픈 어머니를 지켜봄

가족들의 변화를 경험함

유방암 관련 정보를 탐색함

어머니 역할을 대신함

어머니에게 효도하기로 결심함 

상황을 회피함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함

철든 나를 발견함

무덤덤해진 나를 발견함

표 2. 개방코딩 결과 도출된 12개 상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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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 식 을  함

  1) 안 좋은 소식듣기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을 해들은 경로는 다양했다. 부모로부터 들은 경우, 친척들

이 알려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수술을 하기 해 입원했을 때 의사로부터 직  

듣기도 하 다. 참여자들은 부분 주변 친척들로부터 먼  듣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로부터 직  듣게 된 경우는 치료가 시작된 후에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1) 가족으로부터 어머니의 암 진단을 들음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시기 한 달 전쯤에 수술을 하시기 한 달 전에 수술을 하셨어요. 무슨 혹을 

떼내는 작업이래요. 1일인가 그때가 아마도 2010년 12월달이었어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어머니께서 표정이 되게 창백하시더라구요. 우시더라구요, 어머님이 저희 앞에서 우시

는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편찮으실 때 이럴 때 말고는 저희 앞에서 거의 우시는 일은 없었거든

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런데 여쭤보면 말해주지 않을게 뻔하고 그래서 먼저 무슨 일이냐고 

얘기해달라고 졸랐죠. 그 때 엄마가 누나하고 저에게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중략) 엄마가 

처음에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장소는, 처음 우시고 한 장소는 집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

억나요. 누나랑 불러놓고.. 아빠는 안계셨어요, 아빠는 어디 있었는지는 몰라요. 엄마가 누나랑 저를 불

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때 먼저 말해달라고 했어요,. 가족끼리 뭘 숨기냐고. (참여자 1)

엄마가 아빠하고 얘기하다가, 저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들었어요. 일단 엄마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암 치료하러 00병원에 다니게 되셨어요. (참여자 2)

 

유방암이요. 엄마가 얘기해줘서 알아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엄마가 2월달부

터 치료받았어요. 00병원에서 얘기해줬어요. 엄마가 음 검사하려구요 병원에 갔었어요.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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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진 않았어요. 아빠가 작은아빠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잘 기억 안나요. 기분은 그냥 그랬어요. 

나중에 아빠가 갑자기 ‘엄마, 암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참여자 5)

아빠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언제였는지는 몰라요. 기억이 안나요. 음.. 언니 그거 병원 갔을 때 알았

어요. 어 엄마가 암 때문에 아프다고. 음 요쪽(오른쪽, 왼쪽 가슴을 가리키며), 둘 다. ( 참여자 7)

 

몇 년 전이었지? 2년 되었을까? 2년 반 정도 되었을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가을이었을거예요. 처

음에 엄마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할머니한테서 들었거든요, 00에서 노는데 친구들이랑, 전화 받

아서 그냥 할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해 주시더라구요, ‘엄마가 암이다’라구요. (참여자 4) 

언니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직접 말한 것 같지는 않고 아빠도 아닌 것 같고. 평소에 아빠

가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는 않고, 아빠가 언니한테 얘기하면 언니가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요. 무슨 

안 좋은 일 같은 거는 그래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그래요. 직접 얘기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할아버

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아프다고 하고 바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언

니가 학생이었는데 언니 집에 저 혼자 놀러갔었어요. 아빠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언니 바

꾸라고 해가지고 언니한테 얘기했고, 언니가 저한테 다시 알려줬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나요, 

엄마나 아빠가 말해주는 것 보다는 언니가 알려주는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같애요. 언니가 더 

설명을 잘해주거든요. 제 입장에서, 언니는 이해가 잘 되게 말해줘요. 그냥 엄마가 암이라고 안하고 

아프다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엄마가 아팠을 때, 그 자체가 기억이 별로 안나요. 엄마가 저한테 직

접 얘기하면 제가 걱정이 될까봐 말을 못하신 거 같애요. (참여자 10) 

제가 그때 학교 가서 못 봤어요. 자고 계셨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었어요. 항암치료하고 오셨는데요,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지는 몰랐어요. 항암치료하고 온 건지는 몰랐어요. 그 다음날쯤에 알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알려주셨어요. 엄마가요, 아프니까요 설거지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암이라고 하셨어요. (참여자 11)

   (2) 의사로부터 어머니의 암 진단을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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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이었을거에요. 잘 기억 안나요, 오래 되어 가지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빠랑 같이 간 걸로 기억하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아빠가 병원 가자고 해서 같이 갔죠. 

수술하러 입원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할머니랑 아빠랑 다 모이라고 해 놓고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참여자 9) 

 

  2) 눈치로 알게 됨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을 듣기 에 불길한 느낌을 감지한 참여자들이 있었다. 이들

은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을 확실하게 듣기 에 분 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

다. 참여자들은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모습에서 불길한 기분이 들었으며, 애타게 기다

리던 보기도를 받지 못한 날을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을 들은 날과 연결시켜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며 뭔가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것을 치 챌 수가 있었다.

   (1) 불길한 느낌을 감지함

근데 저도 눈치를 챘던 것 같애요. 드라마에서도 걸핏하면 암, 암 이러고 암 걸렸어 이러니까. 질병

에서 암 같은게 예상 되었어요. 혹도 뭔가 암 같은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엄마가 혹 제거한다고 수

술한다고 할 때도 저는 그 혹하고 암하고 연관되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암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어요. (참여자 1)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서 특히 생각나는 거는 어머니의 병을 처음 알게 된 날은 목요일이었어요. 중보

기도(안수기도), 머리에다 손 올려주시는 날이었어요. 00에 감리교회에 일 년에 딱 한번 하는건데요, 

제가 못해서요, 아빠한테 가서 울었어요, 그 분이 아주 위 하신 분인데 제가 그걸 못 받아서 부끄럽

잖아요? 그 땐 그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안 좋은거에요. 그날 들었어요. 엄마가 암이라

는 걸, 엄마가 아빠하고 얘기하다가, 저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들었어요.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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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이 언제였지? 처음엔 잘 몰랐는데 막 ...그... 막... 갑자기 누가 오시더니 작은 아빠가 선물 갖다 주

시고 돈 갖다 주시고 그러더니 고모부가 좀 바쁘셔서 설날 때도 잘 안 오시고 그러는 사람이 집에 오

셨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 (참여자 5)

 여기 혹이 나도 딱딱하다고 그러고 아프다는 말은 안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들었는데. 병원 갈 생각은 

안했으니까., 별일 아니라고 안 갔어요. 여기가 계속 부풀어 오르고 뭐가 났다고 그랬는데도 뭔가 이상

하겠다 싶긴 했어요. (참여자 9)

  2 .  심 각 성 을  인 식 함

  참여자들은 질병에 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실제 암이라는 질병에 해 잘 

몰랐었다는 사실을 언 하기도 하 다. 별 반응이 없는 참여자도 있었는데 유방암이

라는 질병에 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따라 어머니의 암에 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1) 지식부족

   (1) 질병에 한 지식이 부족함

엄마가 암이라고 안하고 아프다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엄마가 아팠을 때, 그 자체가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아무 느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땐 암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중략) 친구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안 알려줄 것 같애요. 나중에 수술해보면 아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

르겠어요. 엄마가 아프고 나서 TV나 이런 걸 많이 챙겨보세요. 그래서 저도 오며가며 EBS 같은 거, 

자주 보진 않고 가끔. 근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10)

유방암이 뭔지 배워보고 싶어요. 뜻을 잘 모르니까요.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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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11) 

  3 .  심 리  혼 란 에  연 루 됨

  참여자들의 부분은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유방암 진

단 소식을 들은 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며 그 날을 렷이 기억한다고 하 다. 어머

니의 암 진단으로 시작한 해는 최악의 해 으며 홀수 해의 징크스라고 생각하고 있었

다.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을 듣고 나서 낙담을 하고, 충격을 받았으며, 두렵고 무섭기

도 하 다. 한 한계를 넘어선 짐더미가 어깨에 올려진 느낌이라고 하 다. 친구들과 

놀다가 할머니로부터 해들은 충격 인 소식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으며, 말로만 

듣던 암을 우리 어머니가 걸릴 은 생각도 못한 일이라 계속 물만 났다고 한다. 

  1) 놀람

   (1)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에 충격을 받음

유방암이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이 낙담했고 되게 순간 너무 충격이 컸구요 그 순간만큼은 충격이 너무 

컸고요 그 순간 짐더미가 제 어깨에 올려 진 느낌이었어요. 차근차근 올려진 게 아니라 순간 나한테 

너무 큰 짐더미가 내 한계를 넘어선 그런 거. (참여자 1)

그때 전화 바로 끊고 아무생각도 들지 않았죠,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처음엔 눈물

이 안 나왔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울었거든요. 그때의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가 없어요. 그냥 머리가 하얀색? 백지상태처럼... 말로만 들었었는데 우리 엄마가 걸릴 줄은 몰랐으니

까... (참여자 4) 

  2)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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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소식을 들은 후 두렵고 무서웠다고 하 다. 그리

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암을 무서운 것으로 생각했다.

   (1) 무섭고 두려움

처음 들었을 때는 무서웠는데요, 아니겠지, 엄마가 아주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니겠지 

엄마가요, 그냥 병이란 게 없었어요. 감기에도 잘 안 걸리셨고. 엄마는 어릴 때 엄마가 튼튼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튼튼하시냐면은요, 벽을 부술만큼 튼튼하셨어요. 힘이. 그리고 정말 부셨어요. 목욕

탕 벽을 부셨어요. 이단옆차기를 했는데요, 점프해서. 엄마는 절 , 절 로 안 아프실거라고 생각했어

요. (참여자 2)

목요일 날 같이 그 설교 받으러 갔다가 집에 온 다음에 들었어요.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냥 엄마가요, 

아픈데 암이 아니겠지 이러셨어요. (참여자 3)

  3) 별 생각 없음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을 듣고 별로 와 닿지가 않는다고 하며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하 다. 참여자는 화와 같은 가상세계와 실을 구별하지 못하기도 하여 비

록 그 상이 어머니라고 하여도 와 닿지 않는다고 하 다.

   (1)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그때는 그냥, 하도 액션영화 이런 것만 보니까 누가 돌아가셔도 그냥 안 슬프고 그래요. 엄마라 해도 

별로 그렇게 와 닿지는 않은데. 많이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참여자 5)

엄마한테서 직접 들었어요. 엄마가 학교 태워줄 때 말했는데. 할머니 집에서 학교로 태워줄 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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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어디 아픈지 알지?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모들이 말하는 거 

들어가지고 알았어요. 엄마도 제가 알고 있는 줄로 알았을거예요. 음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는데. (참여

자 8)

평일이었을거에요. 잘 기억 안나요, 오래 되어 가지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빠랑 같이 

간 걸로 기억하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아빠가 병원 가자고 해서 같이 갔죠. 수술하러 입원

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할머니랑 아빠랑 다 모이라고 해 놓고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하나도 안 아

파 보이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서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말해도 깊게 생각해 본적은 

없어요. 관심 없었어요. 수술하기 전이니까 암이 뭔지 모르겠지만, (참여자 9)

  4) 화가 남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에 우리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는지 화가 난다고 하

다. 한 가족 에서도 다른 가족이 있는데 하필이면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지 모르

겠다고 하 다.

   (1) 하필이면 어머니인가 싶음

왜 하필이면 우리 엄마야. 다른 사람, 이 세상에 사람들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우리엄마가 그 병

에 걸리냐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하필이면 엄만데 원

망스러운 느낌이 안 났냐고 물어봤어요. (참여자 2)

그래도 가족인데 슬퍼는 해야겠죠. 좀 그런데 덜 슬펐겠죠. 덜 스트레스 받고. 덜 충격이고 덜 낙담하고. 

엄마라서 그게 커요. 그때 걸리셨을 때 왜 하필이면 엄마냐, 가족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왜 하필 엄마냐 그랬죠. (참여자 1)

  5) 속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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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거나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증상들 때문

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고 속상해하 다. 그리고 아  어머니 신에 어머니 역할

을 하는 아버지가 힘들어 보여 속상해 했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철부지 동생들 때문

에 속상해 하기도 하 다. 유방암 진단을 받기 이나 받은 후 수술하고 워있는 힘

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속상해했으며, 항암화학요법으로 삭발이 된 머리를 

보고 속상해 했으며, 치료 부작용으로 속이 좋지 않아 잘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 했다. 한 방사선 치료를 해 어머니의 몸에 표식선을 보고 낙서라고 생각

하면서 속상해 했다. 

   (1) 어머니의 암 진단에 속상함

그땐 슬펐어요. 밤에 울면 아빠가 그거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울었어요. 병원에 엄마가 계

실 때, 집에 와서 울었는데... 근데 엄마가 아팠을 때 아빠가 짜증을 많이 냈어요. 

음 엄마가, 아빠가 엄마가 아파가지고 속상해서 그런 거래요. 제 생각도 그래요, 엄마가 아파서 그

런 것 같애요. 동생은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 몰래 울었어요. 이불 뒤집어쓰고 몰래 울었어요. (참

여자 6)

   (2) 힘들어 하는 어머니를 보면 속상함

언니는 캠핑가고 없었을 때, 엄마랑 나랑 둘이 있을 때, 엄마가 아프다고 엉엉 울 때. (참여자 7) 

음, 엄마가요, 항암치료하고 나면 아파서 2일 동안 누워 있거나 그런 적은 있는데 한, 만약에 한, 병

원 갔다 오시면 아파하시잖아요, 2일 동안 아파하시면 그 다음부턴 진짜 옛날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엄마 아픈 쪽 팔 보면 속상해요. (참여자 2)

음 엄마가 항암 치료 할 때 음, 엄마가 음, 엄마가 어, 밥에 물 말아 그냥 먹는 거, 언니가 소화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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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냥 먹었어요. 그때 엄마가 힘들어보였어요. 엄마 기분이 슬퍼보였어요. (참

여자 7)

엄마가 힘들어했어요. 음 그냥 힘들어하셨어요. 토는 안했는데 잘 못 먹고 그냥 앉아있고 그랬어요. 엄

마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프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략) 엄마가 아플 때 

제일 속상하고, 제일 기쁠 때는 엄마가 안 아플 때, 다 나았을 때. 엄마가 다 나았다고 하면 엄마를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해요’ 하고 싶어요. (참여자 6)

수술하고 났는데 계속 아프다고 그러고 뭐, 치료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진짜 아프구나 생각했죠. 치료할 

때. 항암치료 할 때 피곤하다 이런 말 들었을 때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치료받느라고 누워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치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아프다고 그러고, 초반에는 일어

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걱정이 되더라구요. (참여자 9)

   (3) 삭발한 어머니 때문에 속상함

슈퍼에서 봤을꺼에요. 아마. 어머니가 슈퍼에 잠깐 왔을 때. 모자 쓰고 있었는데, 아, 모자쓰면 이렇게 

다 안보이잖아요? 집에서, 집에서, 갔는데 엄마가 씻고 계시더라구요. 문을 똑똑 두드렸는데 머리에 아

무것도 안 쓰고 계셨는데, 엄마 앞에선 잘 안 울거든요. 아무말 안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안좋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 이러고 말았어요, 어!도 아니고 어, 나 이제 OO

갈라고 그랬어요. (중략) 전에는 꾸미고 옷도 사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아파서 못 한 것도 많아요, 뭐

지? 지방도 넣고 싶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머리가 짧아지셨잖아요? 그런게 저희 엄마가 친구들 엄

마보다 이뻤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엄마가 얼

굴이 안 좋으시잖아요? 엄마가 그리고 옛날보다. 많이 먹을 것을 잘 못 드시잖아요. 그런게 마음이 아

프고.  마음이 아프고... (울먹임) (참여자 4)

처음 날인데? 그, 엄마가 서울 갔다 와 가지고, 그때는 엄마가 머리를 안 잘랐을땐데, 엄마가 머리

가 빠진다고 울었었는데. 주말 같은데?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날이. 제가 엄마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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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갔어요. 갔는데 엄마가 머리감고 계셨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갔는데 엄마가 

머리 감는다고 씻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근데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울었어요.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는데, 화장실에서 머리감으면서 울었어요. 엄마 왜 

울어? 그랬어요. 음, 조금 슬펐어요. 그냥, 어, 머리 빠지는게 좀 슬펐어요. 어, 좀 처량했다고 해야 되

나? (참여자 8)

   (4) 철부지 동생들 때문에 속상함

제발 동생들이 까불지 않는거요. 아니, 너무 시끄럽게 까불잖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른들 말 

잘 듣는게 좋은데요, 동생들이... 아빠가 물을 떠오시면은요, 저희 정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떠오시거든요, 우리 집 정수기를 교회에 갖다 두셨거든요. 교회 가서 맨날 떠오는데 아빠가 떠오시니까 

그런 걸 맨날맨날 떠오시니까 힘드시잖아요. 새벽마다. 좀 아껴 먹으라고 하는데도, 떠오시면 바로 다 

먹어 버리는거예요. 동생이가 먹으면 막내가 먹고 너희들이 먹으면 나도 먹고 이러잖아, 동생한테 제

발 욕심을 버리라고 그래요. (참여자 2)

 동생은 아직 어린 것 같애요. 동생이 엄마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동생이 엄마한테 짜증낼 때. 

그때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속상하잖아요. (참여자 6)

  6) 창피함

  어머니가 탈모가 진행되어 삭발을 한 상태지만, 모자나 가발 등을 쓰지 않고 그

로 있는 모습을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까  창피해 하 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숨기려고 하 으며, 가발을 선물하려고도 하 고, 아  어머니의 

모습을 친구들이 도 질병에 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1) 어머니를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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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가발을 안 썼거든요. 근데요, 계속 가다보니까 친구네 집에서, 분식집에 가서 먹을 때 친구들한

테 들킬까봐. 친구들한테 안 말했거든요. (참여자 2)

저는‘괜찮아요, 엄마 머리 빠진 거’ 근데 동생은 ‘엄마, 엄마, 들어가 있어요, 내가 택배 받을

께,’, 택배아저씨가 오면, 또 누가 두드리면 ‘네~, 누구세요?’ 동생이 엄마를 숨기려고 그래요, 그런 

면을 보니까요, 엄마가 좀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아들이 좀 엄마를 그렇게 하니까. (참여자 2)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저는 제가 막 숨겨요. 

볼까봐. (참여자 3)

그냥 친구가 집에 놀러오면 엄마가 좀 아프시다고 얘기하고. 암이라는 얘긴 안하고. 친구들이 엄마가 

두건 쓴 거는 많이 봤죠. 근데 많이 아프시고 그것만 알지 암인건 몰라 (참여자 5)

엄마가 아픈지 친구들은 몰라요. 아니요, 어 저도 말을 안 해줬구요, 다른 애들이 알면요 소란스럽게 만

들까봐요. 그때는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참여자 11)

   (2) 가발을 선물하려고 함

처음에는요, 가발을 엄마한테 사 드릴려고 서울에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 저희 

학교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빠지면 좀 학교에다가 미안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발을 못 

사러 갔어요. 그 다음에 가발을 사러 가려니까 가발 살 때가 없는거예요, 00엔. (참여자 2)

  7) 짜증남

  어머니에게 자주 병문안을 가는 것에 짜증나며,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고 하 다. 

짜증이 나서 성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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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유 없이 짜증남

  부분의 참여자들은 성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말했으며, 짜증이 난다거나 화가 난

다고 표 하 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은 어머니의 질병과 련하여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 그리고 원인을 모르지만 그냥 짜증이 난다고 하 다. 한 폭력 인 

화를 자주 서 그런 건지 자주 화를 낸다고 하 다. 

음 짜증이 많이 나요. 짜증이 많이 날 때는요, 그냥 가만히, 엄마는, 엄마는요, 엄마가 없으면 제가 누

나니까 엄마라고 그랬는데요, 동생들이 제 말을 따라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동생들 때문에 제가 누

나면 제 말을 따라줘야 되는데 엄마 없을 땐 제가 엄마같이 행동해야 된데요. 근데 안 따라줘요. 

애들은 완전히 그만하라고 하면 ‘내가 왜?’ 그래요. (참여자 2)

 

늘 기분이 안 좋아요. 일주일 더요. 개학하고 나서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딱히 어떤 일 때문은 아닌

데 그냥... 친구랑 다툰 것도 아닌데. 동생은? 좋은 것 같아요. 동생은 달라진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3월에 개학 할 때는 좋았는데. 3월 말부터 안 좋았는데 그냥 짜증이 났어요. 저

한테 애들이 착하 요. 요즘에도 착하 요. 학교에서는 기분이 좋은데 집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6)

근데 작년 지나면서는 툭하면 화내고 그러는데. 그냥, 폭력적인 거를 너무 많이 봐서. 어~.  중1? 그때

부터? 맨날 TV틀면 터미네이터 3 이런 거 나오니까, 자주 화를 내는데. (참여자 5)

엄마 아빠가 좀 더 착해졌어요. 저한테요. 근데 저는 짜증이 나요. 혼내지는 않아요. 혼을 아예 안 내

는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혼을 내기는 내는데 심하게 내지는 않아요. 잘못 했을 때요. 

그리고 발이 이상한데 아빠가 아침마다 주물러줘요. 발이 이상해서요. 제가 이렇게 걸어요(안장다리

로 걸음), 예전에는 아빠가 말로만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했는데 요즘에는 일어나면 발 주물

러줘요.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짜증이 나요.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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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짜증이 나고 그래요. 음 엄마가 힘들어할 때요. 그냥 힘들어할 때요. 그럴 때는 기분이 저도 안 

좋아져요. (참여자 6)

성격이 더 더러워졌을걸요? 엄마가 아프기 전에는 술 먹고 저한테 신경질, 시비거니까 진짜 때려 

죽여 버리고 싶었어요, 그땐 엄마가 머리 길고 술 먹고 담배피고 할 때. 그때. 그때가 더 나은 것 같

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니까 예전보다 낫기는 하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술 안마시고 

담배 안 피워서 그거는 좋죠. 그런데 성격은 더 더러워진 것 같은데... 그냥 짜증나고 그런데... 그냥 게

임해요. 총 게임 같은 거 하면 사람 죽이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말투가 신경질적이 되고 게임만 많

이 하고, 성격만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참여자 9)

   (2) 잦은 병문안이 짜증남

더 짜증내고 막... 엄마, 병문안 갔을 때. 가기 막 귀찮은데 방금 갔다 왔는데 또 가자고 그러고, 어제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또 가자고 그러고...제 친구가 유도 선수인데 지금 저기 체육과 들어갔는데 걔는, 

다른 애들은 별로 안 다쳤는데 걔는 뭐, 목뒤에 불룩 나온데를 다쳐가지고 입원하고, 팔 부러져서 입

원하고, 다리 부러져서 입원하고 그래가지고 막 심할 때마다 가끔씩 병문안 가는 거지 뭐 맨 날 

가는 건 아닌데, 게다가 00병원은 가까운데 아산병원은 저～기 있으니까 멀어요. 아빠 차 타고 갔

는데. 병원 가서는 뭐 십분 보고 나머지는 옆에 컴퓨터 있으니까 컴퓨터 하고. 자주 가는게 좀 짜증이 

나죠. 그때는 방학이었으니까 자주 가고. (참여자 5)

  8) 답답함

  성격상 아  어머니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지 못해 답답해하 다. 

   (1) 어머니에게 힘내라는 표 을 하지 못함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갖고. 말 그런 걸 잘 못해요. 엄마 힘 내라는 그런 말을. 답답하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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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마음을 아실지도 모르겠고. (참여자 4).

  9) 양가감정이 생김

  평소에 술 마시고 담배피고 자신을 괴롭히던 어머니가 암에 걸리자 죽던 말던 상

없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때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낫기를 바란다고 하는 

등 엄마에 한 마음이 복합 이었다.

   (1) 어머니가 지만 빨리 낫기를 바람

엄마가 아프기 전에는 술 먹고 저한테 신경질, 시비 거니까 진짜 때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아빠

도 그러니까요. 그땐 엄마가 머리 길고 술 먹고 담배피고 할 때. 그 때. 그래도 그때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니까 예전보다 낫기는 하지만.  (중략) 엄마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어요, 안 죽으면 그만이지. (중략)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치료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참여자 9)

  4 .  아  어 머 니 를  지 켜

  1) 어머니가 힘들어 함

  참여자의 어머니들은 유방암의 치료 과정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을 

받았으며 이 때 참여자들은 힘들어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수술 후유

증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았으며,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기도 하 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아  어머니의 치료과정을 지켜보면서 질병에 하여 간 으로 경험을 

하고 있었다.  

    (1) 항암치료로 힘들어 하는 어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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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엄마가 음, 엄마가 어, 밥에 물 말아 그냥 먹는 거, 언니가 소화잘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

냥 먹었어요. 그때 엄마가 힘들어보였어요. 엄마 기분이 슬퍼보였어요. (참여자 7)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봤어요. 그냥 엄마가 집에 왔을 때 봤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네 집에 갔었어요. 그냥, 엄마가 아빠 차 타고 전화하면은 병원에서 오고 있다고. 그냥 엄마가 병

원 가면은 사람들이랑 항암치료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들으면 병원에서 항암치료 받는가보다 했

어요. 조끔 그냥 평소보다 다를게 없어 보였는데 좀 힘들어 보였어요. 음 피곤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참여자 8)

엄마가 병원에서 항암치료 받느라고 누워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치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아프다

고 그러고, 초반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힘든 치료구나 생각했어요. 그땐 마음이 안 좋

더라구요. 그땐 심부름 했어요. 뭐 집에서 병원에다가 필요한 거 갖다 주고, 집에서 하는 것처럼. 지

켜봤죠.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그때는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고, 아파보였어요. 일어나기도 힘들어 보였고

나중에는 다 나은 것처럼 괜찮아 보이니까. 1차보다는 2차가 더 나아지고 3차가 더 나아지고 하니

까 .수술하고 올라와서 그날 힘들어보였는데, 계속 아파보이니까 그렇더라구요. 기분이 별로 안좋더라구

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참여자 9)

늘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항암치료 받을 때마다. 그냥 힘들어 보였어요. 자주 누워계시고 하니까. 집

안일도 아빠가 다 하셨어요. (참여자 10)

어, 많이 병원에 오래 계셔서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냥 책을 읽거

나요,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그랬어요. 게임이나 책을 읽으면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하니까요. (참여

자 11)

  2) 어머니의 몸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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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로 어머니의 몸이 달라진 것을 보았는데, 수술부 의 배액을 해 JP drain을 

하는 것도 보았으며, 유방암 수술부 를 보고 징그럽게 느껴지기도 하 다. 

    (1) 수술로 어머니의 몸이 달라짐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여행 갈 일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같이 가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엄마가 

같이 갔었는데, 몸에 물이 나오는 거, 노란색깔 물 같은거, 항암치료하기 전에 차고 있었어요. (참여

자 10)

엄마가 수술한 부위에 약 바르고 뭐 붙일 때 봤어요, 밴드 같은 거. 이상했어요. 되게 징그러웠어요. 

(참여자 10)

    (2) 삭발한 어머니를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탈모가 진행되어 결국 미용실에서 삭발을 한 어머니의 달

라진 모습도 보게 되었다. 

모자 쓰고 있었어요.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다 어서. 엄마가 병원 가기 전에 미리 봐 가지고 특

별히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애요. 집에서 엄마가 직접 뽑으셨어요, 손으로. 머리가 자꾸 빠져서. 

머리카락을 모아 놓은거를 봤어요. 비닐봉지에다가. 별 느낌은 없었어요 계속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몇 달은 그랬던 것 같은데 언니랑 미용실가서 머리를 었어요 병원에 있는 미용실 갔었기 때문에 

저는 못 봤어요 머리 었을 때... (중략) 병원 가서 엄마가 머리 다 었을 때는 느낌이 적응이 잘 

되기는 했어요. 좀 이상하고 낯설기는 했는데. 별로 그렇게 .. 병실 안에서는 모자를 아예 벗고 있었던 

것 같애요. 그때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적응이 잘 되었던 것 같애요. 병실에서 다른 분들도 머리가 

없으니까. 우리엄마만 머리를 미는게 아니니까. 머리카락은 다시 나니까 그렇게 나쁜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머리가 자라도 엄마가 계속 짧게 유지하니까 적응되고 그랬어요.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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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어 의사선생님이 어차피 항암치료하면 빠진다고 그래서 엄마가 미리 깍았어요. 직접 깍는 

거를 보지는 못했어요. 학교 갔다 오니까 깍았어요. 엄마가 아닌 것 같았어요. 속상하지는 않았어요. 그

냥, 안 어울린다고 했어요. 동생은 엄마 머리를 막 만지고 그랬어요. (참여자 6)

처음 날인데? 그, 엄마가 서울 갔다 와가지고, 그때는 엄마가 머리를 안 잘랐을 땐데, 엄마가 머리

가 빠진다고 울었었는데. 주말 같은데?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날이. 제가 엄마네 집

에 갔어요. 갔는데 엄마가 머리감고 계셨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갔는데 엄마가 머

리 감는다고 씻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울었어요.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는데, 엄마 왜 울어? 그랬어요. 화장실에서 머리감으면서 

울었어요. (참여자 8)

뭐, 변한게 있나? 머리 자른 거 말고는. 수술할 때. 그 전에 자르긴 했는데. 긴 머리였어서 짧게 커

트머리 한 상태였는데, 항암치료 받기 전에 미리 어버렸지.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숏컷트를 

하고 항암치료를 할 때 다 었는데. 입원해 계시다가 항암치료 할 때 병원에 계실 때 처음에 두

건 쓰다가 모자 쓰다가 해서 씻을 때하고 잘 때는 민 머리 봤어요. 이상해요. 적응이 안돼요. 엄마 

머리 길었었다가 자르니까. 그전에 허리까지 왔을거예요 엄청 길었었거든요. 딴 사람 같았어요. 정

말 딴 사람 같았아요. 옆에서 웃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엄마가 같이 웃었던 것 같은데? 평상시랑 

똑같이 했어요. (참여자 9)

아니요. 잘 기억 안아요. 언제 수술했는지 잘 생각이 안나요. 웃겼어요, 탈모가 온 것 같아서요. 엄마 

탈모야? 그랬어요. 탈모 아니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그다음엔 모자 쓰고 다니셨어요. 친구들은 엄마 아픈

지 몰라요, 친구들이 머리 빠진 것 몰라요, 그때는 엄마가 아픈지 까먹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잊어버

렸어요. (참여자 12)

   (3) 방사선 치료로 어머니의 몸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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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는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검게 피부색이 변한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게 되

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해 표식선을 그어 놓은 것에 해 낙서를 보았다고 

하 다. 

엄마가 방사선 치료할 때는 살 탔던거 같은데? 거무스레했었어요. 엄마가 살이 자꾸 탄다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직접 본건 아니고. 저는 엄마가 치료하고 하면서 크게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참여

자 10)

수술한 거는 못 봤지만 엄마 몸에 낙서가 되어 있는 건 봤는데. (참여자 5) 

엄마 몸에 낙서를 해놨어요. 기분이 나빠요. 방사선 치료 받으려고. 방사선 쬐는 부위를 손으로 그려 놓

은거래요. 무서울 것 같애요. 병원에 엄마 갈 때 같이 가고 싶지는 않아요. 무서워서. 엄마가 옷 벗을 

때요 봤어요. (참여자 6)

  3) 어머니의 성격이 달라짐

어머니가 아 고 나서 달라진  에 성격이 민해지고 신경질을 많이 내거나 화를 

낸다고 하 다.

    (1) 어머니가 신경질을 많이 냄

어머니가 아프고 나서 어머니한테 달라진 점이 많아요. 엄마가요, 요즘에는 스트레스, 신경질을 좀 많

이 내세요. 엄마 혼자 견뎌내실려고 저희한테는 화내시고 그러셔요, 근데 ‘내가 다 나으면 안 그럴

테니까 좀 참아줘라’이런 말을 많이 해 주세요. 엄마가 맨날 참으셨잖아요? 화를 이제 아프게 됐

으니까 좀 이렇게 하시는거예요. (참여자 2)

엄마가 화를 좀 잘 내는 것 같고...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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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짐

  어머니가 아 기 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은 자신들의 양육에 있어서 허용 인 

태도로 바 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핸드폰을 사달라거나, 요리를 시켜먹자는 등의 

제안에 쉽게 응해주었다. 

    (1) 어머니가 허용을 해 

변했어요. 제가 휴 폰을 갖고 싶다고 하면은요, 음 몇 월 달에 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고 

또 뭐, 제가 원하는 휴 폰이 아니더라도 그걸 계속 쓰시게 하고 뭐 통화료나 이런 걸 못쓰게 하고, 

휴 폰이 망가지면은요 일 년도 안 되어도 바꿔주시고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셨어요. 엄

마가 제가 해 달라는 것을 해주셔서 더 좋아지셨어요. (참여자 11)

아 참, 좋은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치킨이랑 피자, 짜장면 이런 거 먹자고 하면 절  안된

다고 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주 시켜먹어요. 그 점은 아주 좋아요. (참여자 3)

지금이 더 좋아요. 엄마가 모든 일에 열심히 해요. 음, 음,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도. (참여자 7)

  5) 어머니가 낯설게 느껴짐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여 아  삭발을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낯설게 느껴졌다. 평소와는 다른 어머니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여 졌으며 

스님 같다고 하고 어머니 같지 않다고 하 다. 한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삭발한 모

습에 깜짝 놀랐다고 하며 아무 말도 못한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가 먼  머리에 해 

말한 경우는 드물었고, 부분의 참여자들이 어머니의 머리를 먼  우연히 보게 되었

다. 그리고 부분의 어머니들은 집밖에서 모자를 쓰고 다니거나 특별한 날에는 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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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썼으나 집안에서는 민머리로 지내었다. 

    (1) 삭발한 어머니가 낯설음

음, 조금, 맨 처음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누워서 계셨는데, 우리를 보고 

“짜 잔~”이러시는거예요. 이상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 머리를 왜, 왜 그렇게 잘랐어요? 근

데 할머니도 그랬다고 할머니도 그 때 같이 오셨거든요. 그땐 좀 이상했어요. 엄마가.  (참여자 2)

엄마가 모자 쓰고 있어서 어떤 스님이 오셨나 했어요. 엄마가 머리 자르고 바로, 엄마가 병원 갔다 

오시니까 잘랐더라구요. 놀랐어요. 너무 이상해서. 엄마한테 ‘누구세요?’그랬어요. 지금은 매일 보던 

얼굴이니까 괜찮아요. (참여자 3)

 

엄마가 머리 잘랐을 때 음...이상했어요. 으음 누구랑 닮은 것 같았어요. 으음 누구랑 닮은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머리가 자라서 괜찮아요. 동물로 치자면 원숭이? 원숭이 닮았어요. (참여자 7)

깜짝 놀랐는데. 한두 달 전에 봤나? 가발 쓸 땐 몰랐는데 샤워하고 나올 때. 아무 말도 안했는데, 엄

마 머리카락이 없을 때가 더 나은데 조금씩 생기니까 더 이상해. 그냥 스님. 완전히 없을 때. 지금은 

있으니까 더 이상해. (참여자 5)  

봤어요. 머리를 아예 확 으셨어요. 그냥 저희 엄마가요, 머리털 빠진다고 하셔서요 베개를 갖다 드

리다가요 그 다음날에 머리를 으시고. 학교에 갔다 오니까요.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엄마한테 머리 

깍았냐고 물어봤어요, 머리를 확 어 버렸다고. 스님 같았어요, 머리가 안 어울렸어요. 그 전에 머리

도 안어울리셨어요, 살짝 단발이었는데, 지금 머리가 더 좋아요, 지금은 길고 파마하셨어요. 머리를 일

부로 빼는지 알았어요. 엄마께서요 짜증나게 하면요, 머리카락 더 빠지니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

고 하셨어요. 금새 잊고요,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웃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요. (참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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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머리 자르고 바로, 엄마가 병원 갔다 오시니까 잘랐더라구요. 놀랐어요. 너무 이상해서. 엄마

한테 ‘누구세요?’그랬어요. 지금은 매일 보던 얼굴이니까 괜찮아요. (참여자 3)

  5 .  가 족 들 의 변 화 를  경 험 함

   1) 평상시 부모와의 계가 안 좋음

  참여자들  특히 남자 자녀들은 아버지에 해 부분 부정 으로 생각하고 있어 

반 으로 아버지와의 계가 좋지 않았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 했으며, 아

버지와는 그  평범한 계일 뿐이라고 하기도 하 다. 

   (1) 아버지와의 계가 나쁨

싫어요. 싫어요. 되게. 지금 제 말을 들어보면 공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하는 부분도 있고 없지 않

아 있겠지만 솔직히 이 순간에 솔직하면 싫어요, 아빠! 그냥 싫어요. (참여자 1)

그렇게 막 친하진 않는데. 좀 평균? 평균 집안에 아빠와 아들 정도? 목욕탕은 같이 안가고  같이 안

가고 그러는데. 아빠한테 용돈도 잘 받으러 안가요. 아버지 신용카드가 저한테 있거든요. 전화는 가끔

씩 집에 있느냐? 어디서 뭐하냐 하고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시죠. 저는 안해요. 아빠한텐 많이 맞

았고, 원래 어머니랑 많이 싸우셨거든요. 요즘도 어머니랑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밤늦게 돌아다니

다가 걸려서 맞고, 아버지는 무조건 당구장으로 부르세요. 당구장 큐 로 때리시거든요. (중략) 고 1때는 

담배 피다 걸려서 맞고. 맞은 기억 때문에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런데 때리시기만 하면 되는데 무섭

게 하시거든요. 사람을 엄청 무섭게 하시거든요.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데 손찌검은 안

하고 큐 로 때리시는데 무섭죠. 가끔씩 당구장 가긴 가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따로 인사 안하고, 

‘왜 나왔어?’, ‘아 그냥 심심해서’그러고 앉아 있다가 나와요. 가끔씩. (참여자 4)

아빠는 더, 형보다 더해요. 형 없을 때는 아빠가 더 하고 형이 있을 때는 형이 더 하고. 아빠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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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늙었는데. 아빠는 히로시마 같은데. 원자폭탄. 원자폭탄처럼 툭하면 확~터져요. 아니 그냥 샤워하고 

나오면은 김이 펄펄나면 그것 같다가 소리 지르고. 뜨거운 물써도 되는데 남들보다 두 세배씩 많이 썼

다고. TV도 많이 보고 휴 폰도 많이 보고, 휴 폰 보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건데... 존경스러운 거는 저는 

아놀드슈왈츠제네거나 성룡을 존경하지 아빠를 존경하지는 않아요. 작품이 일단 단해요. 요즘 나오는 

차이니즈 조디악도 성룡꺼고. 그냥.. 아빠에요. (참여자 5)

별로에요. 그냥 싫어요, 말이 안통해요. 초등학교 때는 아예 말을 안했어요, 일부러. 말투가요, 별로 말하

고 싶지 않은 말투였어요. 저랑. 별로 말을 안했어요, 각자 할 일 하고. 엄마가 아프고 나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아빠가 먼저 말을 걸어 줄 때가 있어서. (참여자 9)

   (2) 어머니와의 계가 나쁨

  어머니와의 계가 부정 인 참여자는 어머니가 질병이 생겼을 때 어머니의 질병에 

해 심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아 기 에 술을 먹고 신경질을 냈던 

기억, 담배를 피우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  상태는 안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을 하 다. 

엄마가 아프기 전에는 술 먹고 저한테 신경질, 시비 거니까 진짜 때려 죽여 버리고 싶었어요, 그땐 

엄마가 머리 길고 술 먹고 담배피고 할 때. 그때. 그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니

까, 예전보다 낫기는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보이든 관심 없어요. 내가 안 아프니까, 안 죽으면 그만이지. 지금은 술을 안 먹으니까. 

학교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집에 와서 또 연속으로 스트레스 줄 때, 술 먹고 와서 나한테 얘기

할 때, 술 먹으면 빨리 끝내면 좋은데 30분 할 거를 두 세 시간 동안 하니까 듣고 있는 사람도 짜증

나니까. (참여자 9)

  2) 가족의 일상이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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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치료로 인하여 외식을 자주 한다거나 음식도 어머니가 먹고 싶은 주로 

고르는 등 생활이 엄마 주로 생활이 바 었다. 그리고 학원가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가족 모두 같이 갔던 여행에서 혼자만 다녀오는 것으로 변하기도 하 다. 

   (1) 어머니 주로 바뀜

음.. 엄마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외식 가도 먹을 건 먹는데 엄마가 우선인데.

근데 요즘엔 토, 일마다 외식 가니까 막, 무한도전이랑 런닝맨 2 이런거 나오잖아요? 토요일에는 무

한도전 나오니까 난 그거 볼테니까 난 집에서 밥 먹겠다고 그러는데. 주말에는 나가기 싫은데 (참여

자 5)

    (2) 학원가는 시간이 길어짐

저는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누나한테서요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냥 잔소리를 많

이 해요, 그리고 학원을 더 많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전엔 4시 되면 집에 왔는데 지금은 더 늦게 와

요. 6시? 그게 제일 싫어요. (참여자 3)

    (3) 함께 가족여행을 가지 못함

 지난 겨울 방학 때 저 혼자 여행을 갔어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로. 엄마가 아프시니까, 예전 같으

면 가족이 같이 갔을 텐데 (참여자 5)

  3) 가족구성원들이 변함

  가족 에서 나가 난폭해졌다고 느 으며, 언니가 짜증을 많이 내고, 동생은 순해

졌으며, 언니가 사춘기라서 변했다고 하는 등 형제자매의 성격이 달라지고, 이로써 형

제자매와의 계가 달라지기도 하 다. 군  있는 형은 자주 안부 화를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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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기도 하 다. 한 아버지도 어머니의 치료과정으로 인하여 달라진 모습을 보

다. 가족들과의 계에서 형제자매와의 계가 더 안 좋아지기도 하 는데 어머니

의 질병으로 인해 서로 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형제자매들이 한 말 때문에 우애가 

더 나빠지기도 하 다. 

    (1) 형제자매의 성격이 달라짐

저는 없어요. 아, 누나가 많이 때려요. 누나가 난폭해졌어요. 맨 처음에는 하루에 한 열 씩 밖에 안 

때렸는데요, 지금은 20 쯤 때려요. 누나의 아까 성격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누나가 아까 착하게 했

잖아요? 좀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진짜 성격이라고 믿지 마세요. 화가 나면은 머리끄댕이 잡고 깨

물고 닉킥하고 주먹을 날리고 과격해요.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 더 그래졌어요, 특히 아버지가 없을 때. 

(왜 누나가 그랬을까?) 스트레스 받겠죠. 엄마도 없는데. 우리가(동생들이) 통제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거가 느껴져요. 근데 누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일은 자기 스스로 해야죠. (중략) 동생은 

순해졌어요. 그전에는 많이 까불었는데 요즘엔 덜 까불어요. 제가 딱밤을 때리면 반항했었는데 요즘엔 

반항을 안 해요. (참여자 3)

언니는 엄마가 아프고 나서 화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아침 때 마다. 사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엄마

가 슬퍼 보여요. 언니가 엄마한테 짜증을 내서요. 저도 좀 짜증을 냈어요., 오늘 아침이랑 그저께. 음 엄

마가 빨리빨리 하라는데 내가 늦게 해서요. (참여자 7)

형이 군 에 있는데 맨날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하는데...  (참여자 5)

    (2) 형제자매와의 계가 변함

피할 수 없죠. 자기는 왜 회피하려고 그래요. 누나가 효녀는 절  아니죠... 엄마가 나하고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 생겼다. 미치죠 솔직히! 살게 내버려둘 수가 없죠. 그 때 엄마가 잘못됐다면 가

족들 가만히 안 놔 둘 거에요. 그리고 저는 자살할거구요. 그 마음은 언제나 변함 없었어요. 막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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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사람, 사람을 . 한 번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엄마 보는데 안 부끄럽냐고. 시비냐고 그랬더니 

장난이래요. 너도 참 나이 값 못한다. 너도 나이 먹은 로 좀 해라 하고 그랬어요. 누나하고 좋은 사

이가 아니에요. (참여자 1)

제가 오빤데도 딴사람들이 봐도 오빠가 참 착하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혼도 안내고 혼은 내지만 다

른 오빠들처럼 때리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혼도 내고 손바닥도 때리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없거든요. 기어오를 때 가끔씩 소리 지르는데, 그럴 때는 할머니가 엄마한테 말하죠. 제가 

자는 방인데요, 컴퓨터 방, 거기에 옷을 다 내버려두고 요구르트 같은 거 막 쏟아놓고 그러면 진짜 화

가 난단 말이예요. 공동 책상인데 같이 쓰는 책상인데 거기다가 쓰레기 담아놓고 화 안내려고 OOO 

이리와 봐 이러면서 다 치우고 다 닦아놔, 이러면서 화장실 갔다 오면 다 닦아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면 다행인데 또 이쪽에 와서 하나 더 어질러 놓으니까 그땐 못 참는거죠. 야, 빨리 와봐, 

이건 뭐야, 빨리 치워,라고 하죠. (참여자 4)

언니랑 엄마가 많이 얘기하고 그래요. 언니가 좋을 때는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필통 같은 거 만들어 

주고 할 때는 좋아요. 근데 언니가 엄마보다 잔소리가 더 심했어요 학습지 같은 거 보라고. 기분이 안 

좋더라구요. (참여자 10)

    (3) 아버지가 달라짐

  참여자들은 어머니가 아 고 나서 달라진 아버지를 느 다.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해 매일 병문안을 간다든지, 아  어머니 때문에 아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 다

든지, 어머니와 같이 소일거리를 한다든지 하는 모습에서 착하다고 느끼고 감동을 받

았다. 하지만 아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는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 하기도 하 다. 아

버지는 어머니가 아 고 나서 성격이 달라졌는데 특히, 자주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그

래도 화를 잘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 다. 하지만 어머니를 

신하여 자신에게 비타민을 꼭 챙겨먹으라는 등 더 자상하게 변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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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빠는 엄마가 없을 때는 가게에 늦게 나갔는데 엄마가 있을 때는 빨리 나가요. 좀 달른 것 같

애요, 아빠가. 아빠는 화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참여자 7)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맨날 갔다가 오시고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좀 감동이었던게 매일 출

퇴근 하셨었잖아요, 좀 단했었고. 엄마가 병원에 계실동안에 매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참여

자 4)

그런 거는... 더.. 엄마가 아프기 전에는 막 침 에서 코골고 TV보면서 자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설

거지할께’이러고. 같이 냉이 캐러 가고, 운동가고... 저도 엄마일 도와주고 하는데, 지난 번 토요일에는 

엄마가 냉이를 이따만하게 캐 가지고 와서 그거 손질하느라고 죽을 뻔 했는데. 그래가지고 수고비 만

원 받고. 저한테는 그런게 많은게 아닌데요? 한 20만원정도 받아야 짭짤한거지, 지난번에 고등학교 

입학한다고 새배비로 그만큼 받은 건데. 그냥 착해 보여. (참여자 5)

엄마 아빠가 좀 더 착해졌어요. 저한테요. 근데 저는 짜증이 나요. 혼내지는 않아요. 혼을 아예 안 내

는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아요, 혼을 내기는 내는데 심하게 내지는 않아요. 잘못 했을 때요. 

최근에는 쓰레기 안 버려서요. (참여자 6)

저는 울면 안 되잖아요, 저도 울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울지 마시라고, 아들 앞에서 울면 되겠냐고. 

그랬는데. 잘해보자 그러셨고... 그래도 저까지 울면 그렇잖아요. 2년? 그때 어머니가 아픈 그 년도에 그

랬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 모습 보인적은 없었어요. (참여자 4)

말 안 들으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되도.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힘드니까. 아버지도 스

트레스 받고. 좀 화를 안 내셨었는데 화를 내니까 속상한데... 아빠, 안 때려라. 안 때려라. 우리가 싸

울 때 때리시는데 싸우면 무조건 열 씩이래요. 무조건 크고 작은 거 따지지 않고요. (참여자 3)

엄마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픈데 아무리 자존심 세다 해도 부부잖아요. 부부이

면은 사랑해서 만났을 텐데 뭐하러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어머니 말을 들어줬을 

것 같은데. 여자잖아요, 일단, 그리고 또 아프고. 엄마한테 가서 그랬어요. 저는 커서 아빠처럼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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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라고. 엄마도 그렇게 되지 말래요. 엄마편이에요. 저는. (참여자 4)

좀 성실해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빠가요. 이제 아빠가 사업을 접었는데 잘 안 돼서 접었어요. 접으

신 이유가 그 막 손해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그게 다 누구 돈이겠어요, 엄마 돈이었어요. 이제 엄마한

테 그만 좀 빚 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잖아요. 엄마도 사람인데 그냥 성실하게 돈 벌어 왔으면 좋겠

어요. 관리비도 안내고, 뭐예요 이게. 엄마가 큰 수술을 받으실 때 그때도 안 나타났어요. 나중에 가끔 

몇 번 나타나고 (참여자 1).

아빠는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아프고 나서 더 싸운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말을 안 한다고 아빠가 엄마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

아요. 아빠를 아는 척도 안하고, 별로, 짜증이 좀 나죠, 엄마한테 뭐라고 하니까. (참여자 9)

저는 가끔 아빠가 없을 때 밥하는 거 그러는게 다인 것 같애요. 아빠는 자상하신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보다 잔소리 같은거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애요. 그냥, 엄마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제 일에, 

아빠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비타민 같은거 챙겨먹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밥 안 먹으면 

자꾸 뭐라고 하고, 비타민을 엄마는 뭐 하루정도 안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빠는 꼬박꼬박 먹

으라고 그러시고. (참여자 10)

아빠는 음 차를 자주 타시거나 이런게 없으시고 자전거를 많이 타시구요, 차를 많이 타면요 기름 값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2)

    (4) 가족 역할이 달라짐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집안일을 할 때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됐지만 지금은 적응이 

잘 된다고 하였다. 가족의 역할이 변화됨을 경험하 다. 힘든 아버지가 이해되기도 하

면서도 화를 내기 때문에 가엽게 느끼기도 하 다. 아  어머니를 해 아버지가 집

안일을 하 는데 지 까지 이어진 경우고 있었고 치료받던 그 당시 일회성으로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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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었다. 

아빠는요, 저희한테 가끔 두 배로, 아버지는 두 배로 일하시잖아요. 교회 일에다가 집안일, 근데 아버

지는 집안일은 초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보니까 너무 힘드신거죠. 저희는 좀 공부하고 노는게 재밌잖아

요. 아빠가요 밥을 할 때 좀 고민하시고요, 청소할 때 하고, 빨래 할 때, 특히 반찬 할 때 제일 힘들

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란 프라이만 먹은 적이 있어요. 아빠는 화를 잘 안내시

는데 요즘은 좀 내세요, 근데 참으려고 노력하시죠. (참여자 2)

(웃음)처음에는 엄마가 일을 안 하시고 아빠가 하시니까 적응이 잘 안됐었는데 지금은 아빠가 하는

게 더 나아요, 엄마가 하는게 더 이상해요(웃음). 전에는 잘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안하고 

아빠가 하니까 그래도 적응이 되어 가시는 것 같애요. (참여자 10)

자주 누워계시고 하니까. 집안일도 아빠가 다 하셨어요. 거의 다 아빠가 하셨어요. 지금도 다 하세요. 

밥하는 것도 그렇고. 엄마가 집안일을 잘 안하세요. 엄마가 아프고 나서는 빨래나 밥하는 거나 설거

지 이런 거는 거의 다 아빠가 하세요. 청소도 다 하세요. (참여자 10)

  4) 어머니로부터 분리됨

  어머니와 분리되어 지내게 되었으며, 어머니가 없는 집이 텅 빈 것 같이 허 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어머니가 없어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함을 느 으며, 어머니가 없

어서 힘이 들기도 하 다. 하지만 어머니가 없는 동안 자유를 만끽하기도 하 다. 병

문안을 가거나 퇴원하여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반갑기도 하 다. 어머니가 진

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해 입원하거나, 치료를 해 숙모네 집과 이모네 집에 보내

지거나 는 할머니 집으로 거주를 옮기기도 하 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우선순

에서 려남을 느 으며, 어머니와 분리되어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 다. 치료를 

해 입원한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지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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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머니의 치료 때문에 려남

  어머니의 치료를 해 할머니 집으로 보내져 살게 된 지가 벌써 3년이 되어 가고 

있다. 어머니가 많이 아 서 뒷바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할머니 집으로 옮겨 와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 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2층에서 며칠 동안 지내

기도 하 다. 

전 할머니 집에 살아요. 동생하고. 어머니가 아프고 나서부터 그랬을거예요. 아 근데 저도 그게 당연

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니까 저희들 뒷바라지를 못하니까 할머니께서도 나이가 있

으신데, 일단 가라니까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하다고. (참여자 4)

음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있고 아빠 집에 혼자서 있을 때는 이모 집에 갔을 때는 좀 그랬어요. 안산. 

음 그냥 우울했어요. 언니도 저랑 같이 이모네 집에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어서요. (얼마동

안 있었어?) 몰르겠어요. 좀 있다가 다시 집에 와서 엄마가 또 아파가지고 안산으로 갔어요. 방학 

땐가? 이모 집 갔다가 엄마 아빠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 (참여자 7)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긴 한데. 몇 번은 2박 3일정도 치료를 받으셔서 2층에서 떨어져서 지냈었

어요. 무슨 치료를 받느라고 우리 집 2층에서요, 방사선치료 받고 오셔가지고요. 한 이틀정도 되요. 방사

선 치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알려주실 것 같아서요 물어보지는 않았어

요. (참여자 11)

    (2) 어머니 없는 집이 텅 빈 것 같음

  어머니가 입원하여 집안이 텅 빈 것같이 허 함을 느 다. 어머니가 에 앉아 있

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 지만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었다. 

저희한텐 엄마가 맨날 있었으니까 좀 어떨때는요, 그냥 엄마가 보여요. 어떨 때 앉아 있으면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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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요. 근데 딱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음 책 볼 때도 엄

마가 옆에서 읽어 주셨거든요. 근데 최근엔 없잖아요. 엄마한테 달려가서 책! 하고 책 읽어 달라고. 

(참여자 2)

    (3)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함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던  사춘기의 신체 인 변화로 인해 학교에서 생리가 시

작되었지만, 어떻게 할  몰라 당황해 했다. 이때 어머니랑 같이 있었으면 하고 어머

니의 손길을 필요로 했다. 

작년부터 생리를 시작했는데 학교 가서, 학교에서. 그래서 다친 줄 알고 휴지로 닦고 그랬는데, 엄마한

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만나서 그랬나? 아, 그때 할머니가 얘기해줬나? 그땐 학교에서 배운 건 없었

는데, 엄마가 하는 거 봐 가지고 느낌은 있었는데 그땐 엄마랑 같이 있었으면 했어요. (참여자 8) 

    (4) 어머니의 부재로 힘이 듦

  어머니가 입원하여 어머니 몫과 아버지 몫의 역할을 하면서 버거움을 느끼기도 하

다. 그리고 아침마다 어머니가 깨워줘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어머니의 입원으로 인

해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실 때 깨워주기 때문에 새벽 일  일어나야 하는 버거움을 

느 다.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아빠는요, 두 배로 아버지는 두 배로 일하시잖아요. 교회 일에다가 집

안일, 근데 아버지는 집안일은 초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보니까 너무 힘드신거죠. 저희는 좀 공부하고 

노는게 재밌잖아요. 아빠가요 밥을 할 때 좀 고민하시고요, 청소할 때 하고, 빨래 할 때. 특히 반찬할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점심저녁으로 계란 프라이만 먹은 적이 있어요. 아빠는 화를 

잘 안내시는데 요즘은 좀 내세요, 근데 참으려고 노력하시죠. 그리고 제발 동생들이 까불지 않는거요. 아

니, 너무 시끄럽게 까불잖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른들 말 잘 듣는게 좋은데요, 동생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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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가 물을 떠오시면은요, 저희 정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떠오시거든요, 우리집 정수기를 교

회에 갖다 두셨거든요. 교회가서 맨날 떠오는데 아빠가 떠오시니까 그런 걸 맨날 맨날 떠오시니까 

힘드시잖아요. 새벽마다. 좀 아껴 먹으라고 하는데도, 떠오시면 바로 다 먹어버리는거예요. 석민이가 

먹으면 석준이가 먹고 너희들이 먹으면 나도 먹고 이러잖아, 석민이한테 제발 욕심을 버리라고 그래

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것도 속상해요, 참으로고 노력하시는 걸 아니까 더 속상한 것 같

아요. (참여자 2)

어, 아빠가 계시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 날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가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제

가 잘 못 일어나서 그 늦잠을 좀 자고 그래서 그런 일요. 다행히 아빠가 계셔서 3시쯤에 일어났어요. 

저희 아빠가 그때 일어나셔서. 저 그냥 TV봤어요. 아침에 학교 늦게 갈까봐요. 엄마가 계실 때도 

안 졸려요. 누가 깨워주면 졸리지 않고 딱 일어나요. (참여자 11)

    (5) 어머니를 도와주지 못해 아쉬움

  힘들어 하는 어머니를 해 도와주고 싶지만 떨어져 살고 있어서 그 게 하지 못해 

아쉬워하기도 하 다. 

팔을 잘 못 들었어요. 무거운 거 많이 들어들었죠. 근데 엄마랑 같이 산다면 많이 도와 드릴텐데 할

머니 집에 있으니까 잘 못 도와 드려요. (참여자 4)

    (6) 어머니가 없는 동안 자유를 만끽함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입원하게 되자 자유로워서 좋았

다고 하 다. 늦게까지 텔 비 을 시청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어머니가 퇴원하여 집

으로 돌아오자 자유를 뺏겼다고 하 다. 

자유로우니까 좋았죠. 그냥 혼자 있으니까 좋죠. 밥 먹는게 좀 불편했어요. 그냥 끼니만 때웠죠, 라면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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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참여자 9)

조금 허전한데 살짝 자유를 만끽했어요. 심심하긴 한데 살짝 좀 늦게 잘 수 있고 그런데요, 심심했어

요. 할게 없어서, 엄마가 없어서. 엄마가 있으면 쩜쩜쩜(...) TV만 봐요, 혼자서 하는건 많은데 만화책

도 보고 TV보기도 혼자 하고. 그래도 허전한게 좀 더 컸어요. 엄마가 집에 오시고 자유를 뺏겼어요. 엄

마 어디 놀러 안가? 그랬어요. 안가 그랬어요. TV보고 놀았어요. (참여자 12).

    (7) 어머니가 보고 싶음

  어머니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숙모네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처음

에는 짧게 있을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어머니가 보고 싶은 것을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며칠 동안 숙모 에 있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엄마가 그 수술하고 항암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수술 

받고 치료 받고 할 때는 계속 숙모 에 있었어요. 맞은 편 아파트에 숙모 이 있어서 엄마가 입원

해 있는 동안에는 거기서 살았어요. 5개월? 4개월?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방사선치료, 수술 

끝나고 항암치료하고 방사선치료까지 하는 동안에요. 잘 모르겠어요. 방학 때였어요. 여름방학 때였던 

것 같은데. 6학년 때, 거기서 학원 다니고 그랬어요. 숙모  가는 거는 엄마아빠가 모임 있거나 어디 

갈 때에 많이 갔었기 때문에 적응이 되어가지고 별로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짧게 가

는 줄 알았는데 아마 한 세달? 은 됐을거에요. 가끔 엄마한테 갔다와갖고 그래도 아빠랑 주말에 병

원 갔으니까... 엄마가 집으로 왔나? 엄마를 본 날이 가끔씩은 있었어요. 엄마가 집에 오시거나 아빠

랑 병원에 가거나. 그런데 집에서 식구들이 다 같이 있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엄마

랑 전화할 때 많이 보고 싶었어요. 무슨 말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요. 근데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

냥 어떻게 참았는지 잘 기억이 안나요. (참여자 10)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죠, 당연히. 안 아프시면., 안 아프시면요. 지금 못 보는게 아니니까. 그래도. 

만족하고 있어요. 엄마 치료가 먼저죠.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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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다시 만난 어머니가 반가움

  어머니의 입원으로 헤어져 있다가 면회를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하 다. 

주말에 갔어요, 아침은 아빠가 해주셔서 계란 프라이 반찬하고 먹고 아빠 차에 우리 형제들이 다 

탔어요. 그리고 엄마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암센터에 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로 바로 갔어요. 

그때는 그래도 엄마가 머리카락도 좀 자라고 해서 많이 좋아보였어요. 엄마한테 안기고 못 했던 얘기

하고 그리고 엄마가 외출 허락 받아서 샐러드 먹으러 식당에도 갔어요, 참, 그리고 시립도서관하고 

빙상경기장가서 스케이트도 타고 그랬어요. 엄마가 곧 치료를 마치고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

갑고 기분이 좋더라구요. 오랜만에 엄마 보니까 너무 반갑죠, 그래도 방사선 치료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아서 좋아요. 엄마랑 헤어지는게 아쉽지만 엄마도 남아있는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더 계셔야 하니까 헤어졌어요, 그래도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참여자 2)

언제 갔었지? 아빠랑 같이 간 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 병실에서 봤어요. 딱 봤을 때 기분이 

그냥, 평소 보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맨날 보던 것처럼 아무 그런거 없이. 낯설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반갑고 그런거? 엄마도 그냥 평소처럼 그랬는데, 그리고는 엄마가 잘 못 움직이니까, 밖

으로 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안 나갔었어요. 병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장 보러 한 번 나갔던 것 

같은데. 시장에 갔다 왔는데 좋았어요, 기분이. 엄마랑 같이 다녀서요. (참여자 10)

옆에 간병인이 옆에 무슨 아주머니랑 얘기하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엄마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하루정도 안보고 보니까요 그래서요. 엄마랑 TV를 보다가요, 돌아와서 인사하고 집에 왔어요. 엄마가 

반가워했어요, 그냥 안녕, 이라고 하시고 되게 오랜만이라고 하셨어요. 전화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

게 하고 왔어요. 입원하신 날이 하루 밖에 없어서요, 한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어

요. (참여자 11)

엄마 입원했을 때 아빠랑 동생이랑 가서 엄마 밥을 얌얌얌 먹었어요. 엄마 보니까 반가웠어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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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별로 말한 건 없었어요. 동생이 밥을 다 먹었고, 저는 할 만한게 없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면

서 놀았는데. 한 달이나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병원에 자주 주말마다 갔었죠,. 엄마 보고와도 기분이 

그냥 그래요, 매주 보니까. (참여자 12)

  5) 달라진 생활에 익숙해짐

  어머니의 삭발된 머리가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했는데  응이 되어 익숙해지고 

있었다. 으로 돌아오는 듯한 모습에서 안심을 느끼기도 하 다.  

    (1) 어머니의 증상과 치료에 해 안심이 됨

음, 처음에는 얼굴이 낯설었는데 지금은 적응 잘 됐어요. 엄마한테 머리에 해서 말한 적이 따로 

없어요, 그냥, 뭐,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엄마한테 머리 얘기하면 속상해 할까봐 말 한 적

은 없어요. 그리고는 머리가 다시 자랐어요. 음,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별로 다를 게 없었는데. 머리가 

다시 나서 다행이에요. 그냥,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참여자 8)

엄마 머리가 다시 자랄 때는 언니가 만져봤어요. 보들보들해서 강아지 같다고 그랬어요. 저도 만져봤

었는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는 어차피 다시 나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머리가 조금씩 자라니까 기분이 좀 낫더라구요. 안심이 되는 느낌? 그런거요. (참여자 10)

겨울에는 스님 쓰시는 모자를 쓰시니까 스님 같았어요. 엄마 머리를 만져보니까 까칠까칠했어요. 그런

데 일 년도 안 되어서 머리가 자랐어요. 머리가 다시 자라니까 잘 어울리고 좋았어요. 살짝 여자 

같은 느낌?이어서요. (참여자 11)

좀 이상하고 낯설기는 했는데. 별로 그렇게 .. 병실 안에서는 모자를 아예 벗고 있었던 것 같애요. 그

때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적응이 잘 되었던 것 같애요. 병실에서 다른 분들도 머리가 없으니까. 우

리엄마만 머리를 미는게 아니니까. 머리카락은 다시 나니까 그렇게 나쁜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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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머리가 자라도 엄마가 계속 짧게 유지하니까 적응되고 그랬어요. (참여자 10) 

 

처음에는 자주 갔었어요. 주말마다 갔었어요. 음 엄마 병원 다닐 때 그때부터 계속 갔던 것 같은데?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아빠랑 같이 갔어요. 병원에 갔을 때는 다용도실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그리고

는 음 그냥 같이 병실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요. 그리고는 집에 그냥 갔어요. 

다시. (중략) 반가웠어요. 엄마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마 생각은 안 났어요. 음,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집에. 집에 와서는 그냥, 놀았어요. (참여자 8)

    (2) 달라진 생활방식에 익숙해짐

  할머니 집으로 옮겨서 생활하면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달라진 생활방식에 익숙해지

고 있었다. 이 에 어머니가 아 기 의 생활로 돌아 온 것을 느낀다고 하 다. 어머

니를 해 달라진 것 같았던 아빠도 처럼 달라진 것 없이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

는 것 같고, 참여자도 어머니가 평상시와 달라 보이지 않게 되자 어머니한테 소홀해

졌다고 하 다. 

외할머니 반찬이 맨날 똑 같아도 먹어야죠.(웃음). 가끔씩 시켜먹기는 한데 비슷해요. 동생도 잘 먹어

요, 뭐든지 잘 먹어요. (참여자 4)

그냥 할머니 집으로 왔을 때! 할머니 집이 싫을 때! 벌레 나오고 그럴 때. 할머니 깨워가지고 잡아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별로 힘들건 없는데 싫었던게 벌레 나오는 거, 할머니 집에서 벌레가 나왔어

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어, 어 엄마 집에 가고 싶었어요. 깨끗한 집에. 그 다음은 그냥 음 적

응됐어요. 이제는 벌레 나오면 그냥 나둬요. 돈벌레는 좀 싫어요. 근데 돈 생긴다고 해서 잡으면 안 되

고. (참여자 8)

요즘에는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애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술 먹고 12시전에만 

들어와라. 근데 아버지는 계속 어기고. 또 어머니는 또 의처증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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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니라고 그러고. 제가 들어 보면은, 또 알아 보면은 아버지가 거짓말 하는건 아닌데, 아니에요. 옥

계는 좁아서 다 알거든요. 어머니가 알아보면 또 거짓말이고 (참여자 4) 

요즘은 좋아요. 고2때 같은 반이였던 애들하고 헤어진 것이 아쉬웠죠. 다 친하게 지냈는데, 괜찮은 애

들이었는데. 나한테 이로웠는데... 요즘엔 엄마가 편찮으신게 없어졌으니까 좀 소홀해진 것 같애요. 관

심이라기보다는 집안일을 엄마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저도 그런 것 같기도 하구요. 

(참여자 1)

어, 그냥 별 생각은 안 해요. 처음에는 할머니 집이 좋았어요. 할머니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할머니 

집이 좋았는데, 계속 있으니까 좀 싫었어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그냥 잔소리가 많은 할머

니? 특히 아침에 일어나라고 할 때 아직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깨우니까. 근데 그것도 다 

적응 됐어요. 음, 엄마 집에 가면은 좀 잔소리가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좀 자유롭고 거기

는 씻을 때 화장실이 좁으니까 불편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엄마 집에 가는 것 하고 반반? 여기도 

있고 싶고, 엄마가 빨리 나았으면 하는 것도 있고. (참여자 8)

그냥, 할머니 집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주말마다 병원에 갔었으니까. 할머니랑 오빠랑 평소처럼 지냈는데. (중략) 별 다를게 없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음 그냥 저는 활발해요. 기분이 안 좋아도 애들하고 놀면 풀어져요. 오빠도 별로 달라진 게 

있는지 그저 컴퓨터로 옷 사고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참여자 8)

  6 .  유 방 암  련  정 보 를  탐 색 함

  참여자들은 유방암에 하여 정보를 추구하고, 탐색하 으며, 그 결과 유방암에 

한 인식이 바 기도 하 다. 어머니의 유방암 치료에 하여 궁 한데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하 다. 그리고 자녀들은 방사선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항암치료를 어

떻게 하는지 궁 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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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방암에 한 정보를 추구함

   (1) 유방암에 해 궁 함

    

(요즘에는 엄마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어?) 음 주사 맞는거랑 이런 거. (엄마 몸에 그림 같은 거 그려

진 것 본 적 있어?) 요쪽(오른쪽 가슴을 가리키며). 항암치료 하려고. 엄마가 항암치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아무도 안 말해줬어요. (옷에 달린 모자로 얼굴까지 푹 뒤집어 씀) ( 참여자 7)

저는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뭘 먹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뭘 먹어서 병에 걸

렸는지... (참여자 2)

저는 방사선 치료는 책을 봐서 아는데 항암치료는 몰라요. 저는 항암주사, 주사가 얼마나 큰지. (참여

자 3)

  2) 유방암에 한 정보를 탐색함

    (1) 유방암에 해 찾아

그 땐 찾아봤어요. 유방암이 왜 생기는지, 위험도 이런거. 네이버 검색에서. 그래도 요즘은 발전이 좀 

되고 의학적으로도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고칠 확률이 높긴 높지만 여전히 암은 

암이라 무서운 병이라 해서, 그래도 고칠 확률은 높다고. 그래서 좀 위안이 됐죠. 아빠는 지식이 없을 

거고 누나는 그냥 말 섞고 싶지 않았고 그랬죠. (참여자 1)

음... 되게 큰 병요. 음 그냥 그냥 사전을 싹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요, 음 기억은 안나는데요 무서운 병이

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도서관에서요. 엄마가 아프시다고 했을 때 찾아봤어요. 조금 빨리 

치료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전은 반납했어요. 그 거 찾아 볼려고 했었어요. 그거 보

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냥 교실로 갔어요. 친구들하고 그냥 놀았어요, 쉬는 시간에 도서관가서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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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본거라서요. (참여자 11)

궁금해서 찾아본 건 음식, 음식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특별히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제가 궁금

해서 찾아봤지. 엄마가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본 적은 있죠. 그 암 걸렸을 때 빨리 낫는 음식 당근이

나, 당근밖에 생각안나요, 엄마는 당근즙 마셔요, 가끔 저도 마시고 먹을 만한데 살짝 좀. (참여자 12)

  3) 유방암에 한 인식이 바뀜

  자녀들은 처음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소식을 듣고 나서 별 반응이 없었거나, 두렵

고 무서워하기도 하 다. 하지만 유방암에 하여 찾아보고 어머니의 질병과정을 

에서 지켜 으로써 유방암에 한 인식이 바 기도 하 다. 두렵고 무섭기만 했던 유

방암이 그나마 암 에서 고칠 확률이 있었고, 기라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센 암이 아니라서 고칠 수 있다고 하여 불행  다행이라고 

느 다. 이러한 과정에서 암이라는 것은 매우 부정 인 것인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 으며 암도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1) 불행  다행임

 한편으로는 유방암이라서 그나마, 그나마 암 중에서 고칠 확률이 있는 그런 거라서 한편으로는 마음

이 좀 놓이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낙담하고 컸죠. 저에게 있어서는. (참여자 1)

 그냥 어, 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행히 엄마가 그것, 말기면 다 죽는데 엄마는 초기

라 괜찮다고 그냥 치료만 받고 수술하고 나을 수 있었어요. (참여자 6)

제가 막 인터넷 쳐봤어요. 막, 근데 암 중에서도 막 센 암이 아니래요. 듣기로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서 계속 찾아봤는데 ‘엄마, 이런 이런게 좋 , 이런 거 잘 먹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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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병에 해 이해하게 됨

  참여자들은 유방암에 하여 어머니의 치료과정을 지켜보면서 수술로 인해서 무거

운 것을 들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유방암에 하여 심이 없었

고 큰 병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힘든 치료과정을 보고, TV 등에서도 

유방암에 한 내용을 본 다음엔 무섭고 힘든 병이라고 알게 되었다.

 암이 그렇게 큰 병인지는 몰랐어요. 지금은 유방암 같은데? 그 암인지를 알았어요. 그냥 저희 엄마가 

찾아보라고 하셨는데요, 유방암에 좋은 음식이라고 막 검색해보라고 하셨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지식인에서 과일이나 야채, 즙을 짜서 먹는게 좋다고 나와 있어서 알려드렸어요. 지금도 드세요. (참

여자 11)

아프기 전에는 엄마를 아예 그렇게 도와 드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프시고 나서는 가

끔 장 봤을 때 제가 짐을 들어주고, 아빠 안 계실 때는 그래요. 엄마가 왼쪽 팔이 아프셔가지고. 처음

에 수술했을 때 팔이 부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잘 안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무거운 

거 들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요. (참여자 10)

말해도 깊게 생각해 본적은 없어요. 관심 없었어요. 수술하기 전이니까 암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수술해야 된다 이런거? 그 이상은 생각해본 적 없어요. 수술하면 다 낫는 정도? 수술하고 났는데 계속 

아프다고 그러고 뭐 치료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진짜 아프구나 생각했죠. 치료할 때. (참여자 9)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뭔지. 지금은 그냥 광고 하는 거랑 그런 거 보면서 좀 알게 되었어요. 음,.... 무

서운 거. 지금도 많이 아픈 병? 시간이 지나도 아픈 병? 음... 음... 큰 생각은 안 들어요. 음, 그렇게 알

아서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좀 불안할 때도 있어요. 병원 갔을 때. 병원에서는 엄마가 좀 힘들

어 보였었거든요. (참여자 8)

어, 암이 무서운 건 줄만 알았어요. TV에서 들었어요. 지금은 무서운게 덜해졌어요. 엄마가 처음에는 



- 64 -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참여자 6)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병에 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엄마가 유방암에 걸릴 줄은 몰랐거든

요 그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아프고 나서 처음 유방암을 알게 됐어요. 유방암하면 엄

마가 떠올라요. (참여자 10)

    (3) 다른 질병과 비교함

  신종 루나 치매가 제일 큰 병인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

의 유방암에 하여 아버지의 목 디스크와 비교하기도 하 다.

어, 그렇게 큰 병인지 몰랐어요. 그냥 몸살 같은 거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신종 플루나 치매가 제일 

큰 병인걸로 생각했어요. 치매는 저희 할머니가 조금 치매가 있으셔서 알아요. (참여자 11)

아빠가 예전에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엄마가 더 큰 거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5)

  7 .  어 머 니  역 할 을  신 함

  어머니가 없을 때는 나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 신 동

생들을 돌보고 있었다. 동생들로 하여  부모님을 힘들지 않게 하기 해 통제를 하

려다 보니 역할 부담으로 인한 힘듦을 호소하 다.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때는 큰 

딸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들어서 더 역할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아버지가 어머니의 치료과정에서 힘들다며 물을 흘리자 자신 한 울면 안 된다고 

하며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보 다. 

 

  1) 역할이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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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생을 돌

제발 동생들이 까불지 않는거요. 아니, 너무 시끄럽게 까불잖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른들 말 

잘 듣는게 좋은데요, 동생들이... 아빠가 물을 떠오시면은요, 저희 정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떠오시거든요, 우리집 정수기를 교회에 갖다 두셨거든요. 교회 가서 맨날 떠오는데 아빠가 떠오시니까 

그런 걸 맨날맨날 떠오시니까 힘드시잖아요. 새벽마다. 좀 아껴 먹으라고 하는데도, 떠오시면 바로 다 

먹어버리는거예요. 동생이가 먹으면 막내가 먹고 너희들이 먹으면 나도 먹고 이러잖아, 동생한테 제

발 욕심을 버리라고 그래요. (참여자 2)

근데 많이 못 해 주는게 많죠, 동생한테. 챙겨주지 못해요. 숙제도 옛날에는 같이 해줬는데 요즘엔 저도 

귀찮아서 동생이 숙제하면 숙제하는구나 하고 내버려두고. 예전에는 단어 못 외우면 혹독하게 했죠, 두 

배로 하게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도 귀찮아서 안 해요. (참여자 4)

  2) 역할 부담을 느낌

    (1) 책임감을 느낌

 좀 성실해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빠가요. 이제 아빠가 사업을 접었는데 잘 안 되서 접었어요. 손

해를 많이 보셨어요. 그게 다 누구 돈이겠어요. 엄마 돈이었어요. 이제 엄마한테 그만 빚 좀 졌으면 좋

겠어요. 사람이잖아요, 엄마도 사람인데. 이제 또 사업을 준비해요. 솔직히 제가 그 상황이라면 공사

판이라도 나가서 일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 능력의 가치가 너무 높은 줄 알아요. 저는 학가는 

것도 그렇고 먼저 돈을 잘 버는 학과를 가고 싶어요. 우선은 누나가 좀 엄마를 도와드렸으면 좋겠고. 우

리 집은 이제 제가 맡아야죠. 아빠는 기 하기 어렵구요. 그렇게 생각하니 좀 부담스럽죠.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좋은 학, 좋은 과를 갈 수 있는데 (참여자 1) 

저는 울면 안 되잖아요, 저도 울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울지 마시라고, 아들 앞에서 울면 되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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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는데. 잘해보자 그러셨고. (왜 울면 안 되지?)그래도 저까지 울면 그렇잖아요. (참여자 4)

  8 .  어 머 니 에 게  효 도 하 기 로  결 심 함

  자 녀 들 은  어 머 니 에 게  효 도 하 기  하 여  다 음 과  같 은  방 법 들 을  시 행 하 고  있 었 다 . 

어 머 니 의 치 료 에  도 움 을  주 고 자  하 고 , 어 머 니 를  정 서 으 로  지 지 해 주 고 , 신 체 으

로  힘 든  어 머 니 를  도 와 주 며 , 동 생 과  사이 좋 게  지 내 려 고  하 는  등  효 도 를  하 고  싶 어 

하 다 . 

  1) 어머니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싶음

  어머니의 치료를 해 공기 좋고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외진 곳이라 자 거

를 타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이 불편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온 어머니가 쉴 수 

있도록 TV를 조용히 켜고 야 되거나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놀 수 없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어머니를 도우려고 하 다. 한 어머니가 정기 으로 복용하는 

약을 시간에 맞추어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었다.

 

    (1) 불편함을 감수함

지난번 살던 동네에서 여기로 이사 올 때 같이 이사 집 보러 다녔어요, 저도 이 집이 마음에 들었

어요. 주변에 집도 없고, 조용하고. 한 번 나가려면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엄마

가 치료 때문에 이사한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참여자 9)

어, 많이 병원에 오래 계셔서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냥 책을 읽거나

요,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그랬어요. 게임이나 책을 읽으면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하니까요. 그 전에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놀았어요. 엄마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좀 지루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놀지 못해서. 

다른 조용히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다른데 나가서 놀거나, TV를 소리를 아주 조금 해서 보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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랬어요. 크기를 1, 2 만 했어요. (참여자 11)

    (2) 어머니에게 약을 챙겨

저는 달리 하는게 없는 것 같아요.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건 아빠가 다 하시니까. 그리고 제 방에 

엄마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시니까 방청소하라거나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음.. 저는 엄마가 약을 

드시는데, 빠트리지 않고 제 시간에 드시도록 물하고 약하고 갖다 드려요. (참여자 10)

  2) 어머니를 정서 으로 지지를 해

  유방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응원을 하

고 로를 해주었다. 한 어머니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좋은 음식에 하여 

검색한 결과를 알려주기도 하 다. 그리고 겉으로 표 하는 방법에 익숙하지가 않아 

쑥스러워 하 고 아버지의 채근에 마지못해 힘내라는 표 을 했지만 말 한마디를 하

고 난 후에는 속이 후련하다고 하 다. 무뚝뚝한 성격 탓에 잘 표 하지 못하는 것에 

해 나 에 후회할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말을 하지 못해 아쉬워하기도 하 다. 

하지만 사랑은 힘내라는 표 이라면서 사랑한다는 말로 격려해주고 싶다고 하 다. 

한편 참여자는 어머니의 정서  건강 상태를 살핌으로써 어머니의 신경을 거스르게 

하고 싶지 않아 하 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머니의 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 다.

    (1) 어머니를 응원함

엄마 수술 부위를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보면 마음이 더 아프겠죠? 엄마 마음도 아프고. 그저 빨리 낫

기를 위로했죠. (참여자 1)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억지로 해주기는 했는데. ‘그냥 빨리 나으세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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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쑥쓰러워가지고. 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겠어요. 집에서 있을 때, 아니 그냥 아빠가 계속 강요해

가지고. 하고 나니까 좀 그래요...후련? 네. 지금 다시 말을 해본다면 못해요. 그냥, 힘들어요. 그런거 말 

하는 거. (참여자 5)

그냥 저희 엄마가 찾아보라고 하셨는데요, 유방암에 좋은 음식이라고 막 검색해보라고 하셨어요. 자세

히는 모르겠는데요, 지식인에서 과일이나 야채, 즙을 짜서 먹는게 좋다고 나와 있어서 알려드렸어요. 

지금도 드세요. 기분이 좋아용, 제가 찾아드려서. (참여자 11)

    (2)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함

진짜 엄마한테 말로는 해 준게 없어요. 엄마가 제 마음을 모르시겠죠. 말로 안했으니까. 근데 엄마도 

제 성격이 이러신 거 아실꺼예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속에 있는 말을 잘 못해요. 밝긴 한데 진

지한 표현은 못해요. 치료가 많이 힘들더라도 참고, 사랑한다고 한 번 해주고 싶어요. (참여자 4)

엄마한테 음, 엄마 좋아한다는 말요. 엄마도 좋아한 요. 엄마가 아프니까요 그런 말 해주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는 엄마를 좋아하는거에요. 음, 힘내라는 말. 엄마가 많이 아파서. 

(참여자 6)

음, 많이 도와주고 엄마 사랑한다고 말 많이 해 줄거에요. (참여자 7)

딱히 말로 표현한 건 없어요. 그냥 피곤하실 것 같았어요. 그럴 여유가 그런 말 들을 여유가 없으셨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저희 아빠 배 따라 가시느라 여전히 바쁘신 것 같아서 여력이 없어 보여요. 

엄마한테 사랑해요 그랬어요. 작년에 몇 번 했었어요. 그냥 말 들으시고요, 아무 말도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래라고 말할 때도 있고. (참여자 11)

   (3) 어머니의 기분을 헤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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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엄마 머리 빠진거’ 근데 동생은 ‘엄마, 엄마, 들어가 있어요, 내가 택배 받을께,’, 

택배아저씨가 오면, 또 누가 두드리면 ‘네~, 누구세요?’ 동생이 엄마를 숨기려고 그래요, 그런 면을 

보니까요, 엄마가 좀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아들이 좀 엄마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저는 엄마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엄마가 우리 엄마니까. 엄마가 머리를 

어도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더 이쁜 머리가 날 꺼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2)

그렇게 힘들어 하신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식사를 못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기분이 안좋은거는 살

짝 있었어요., 3학년 땐가 그때쯤에 안 좋아하셨어요. 그냥 병원 갔다 오셨냐고 했는데, 요리를 하면

서요 계속 인상 쓰시고 그랬어요. 그냥 좀 당황했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괜히 더 짜증나게 할까

봐요, 짜증나면 좀 더 인상을 쓰실까봐요. (참여자 11)

    (4) 어머니를 기쁘게 해 주고 싶음

그냥 학교에서 잘하고, 상장 보여드리고, 결혼기념일에 꽃다발 사드렸어요. 학교에서 상도 받고 태권도 

해서 상 받고 이런 거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해요. 표현하는 걸 잘 못해서 간접적

으로 그냥... (참여자 4)

엄마가 다 나으면 음, 음, 엄마랑 그냥 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 병원에 있었을 동안 우리 

얘기요. 그냥 즐거운 일만 얘기할 거예요. 음 왠지 엄마가 더 재밌게 지내니까요. 엄마한테 즐거운 

얘기만 해주고 싶어요. (참여자 6)

엄마한테 편지 쓰고 그래요. 동생이랑 쓰는데 엄마 빨리 나아서 빨리 집에 돌아오면은 빨리 오라고 

그런 편지하고 엄마한테 요번에 잘한 거 그런 거 자랑하고 그래요. (참여자 2)

생신 선물해주는 거, 결혼기념일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해줬는데. 이번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해드렸는데. 돈 생기면 해드리려고. 꽃 하나.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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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엄마한테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어, 엄마랑 이야기 할 때요. 엄마한테 웃는 모습 

보여주면 우리 걱정안하고 병원에서 마음 편하게 치료 받을 수 있어서. 하지만 가끔은 짜증이 나고 

그래요. 음 엄마가 힘들어할 때요. 그냥 힘들어할 때요. 그럴 때는 기분이 저도 안 좋아져요. (참여자 

6)

효도하는 거는 엄마를 도와드리는 거?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안마를 많이 해드려요. 뿌듯해요. (참여자 

12)

  5) 신체 으로 힘든 어머니를 도와

  힘들어 하는 어머니를 해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등 집안일을 하 으며, 심부름도 하고 있었다. 등학교 남학생임에도 불

구하고 평소에도 일상적으로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집안일을 돕고 학습

지를 하니 피곤하였고 지루했지만 놀러 다니니까 기분이 나아졌다고 하였다. 참여자

는 평소에도 집안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가 아 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했던 일이라서 아무 느낌도 안 났다고 했다. 앞으로도 쭉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다고 하 다. 

    (1) 무거운 짐을 들어

엄마가 무거운 거 이런 거는 못 들어서 동생이가 잘 도와드리고 아빠가 해요. 엄마가 좀 가벼운 거는 

들을 수 있어요. (참여자 2)

집안일을 돕긴 했어요. 설거지를 좀 했어요. 근데 엄마가 설거지를 꼭 하셔야 한다고 해서 많이는 못

했어요. 제가 물을 좀 많이 낭비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청소기 돌리는 건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무

거운 거 들어 드리고 그랬죠.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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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안일을 도와

아빠 일을 도와드렸어요. 엄마는요, 일을 안 해요. 팔이 아프시니까 왼쪽 팔이 너무 아프시 요. 그래서 

일을 못해요. 그리고 아빠 일은요, 엄마가 볼 때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니까 저희보고 백원 주면 뭐, 

심부름 그런거, 빨래 널고 빨래 꺼내오고 하면 백 원 주고 해서 저는요, 빨래 쪽에 너무 많이 해가지

고 tv보다 말고 세탁기가 다 돌아가서 멜로디 소리가 나면 아무도 아빠도 몰라요, 어머니도 몰라요, 

저만 들어요. 그러면 세탁기한테 가서 빨래 꺼내고 바로 널어요. 그리고 널기까지 하면 2백원이에요. 

청소 같은 거는 막내 동생하고 제가 많이 해요. 제가요, 동생이요, 청소를 거실청소를 너무 잘해요, 2천

원을 걸면요. 달려가서요, 청소기 돌리고 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려요, 딱 정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 돈으로 빚을 갚아요. 그래서 저는요, 거실이나 이런 거 정리하기는 싫어요. 내가 기억 못하면 잊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방을 많이 정리해요. (참여자 2)

설거지하구요. 설거지 외에는 음... 빨래 너는 것, 개는 것 그런 것 해요, 방청소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

했어요. 학습지도 하고 해야 돼서요. 좀 피곤했어요. 음... 일을 하니까 피곤했어요. 나머지는 놀러 다녔

어요. 그래도 좀 지루해서 놀러 다녔어요. 음.. 어... 그때는 조금 좋았어요. 엄마는 뭐, 제가 일을 해도 아

무 말도 안했어요. 원래 해야 되는 일이라서. 평소에도 많이 했어요. 아 원래 했던 일이라서 아무 느

낌도 안 났어요. 그전에도 그냥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엄마가 아프

기 전에도 그냥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서, 엄마가 아프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참여자 11)

엄마가 그때 치료받고 퇴원하시면서 2층에서 계셨어요. 그때 제가 해요. 그냥 압력밥솥에다가요 밥솥

에다가요 물을 요정도만 넣고요, 아 쌀을 넣고, 씻고 물을 이정도 붓고 한 다음 취사버튼을 누르면 되요.

(손등에 눈금을 그어가며 설명함) 아. 전기밥솥요. 아, 조금 밥이 많아가지고 아, 형하고 한 그릇만 더 

먹으라고 그랬어요. 계란에다가 된장국 해서 먹었어요. 계란 후라이도 제가 해서 먹어요. 제가 8살 

때 ,엄마가 해보라고 해봤는데요 한번은 엉망이었어요. 그 다음번엔 성공했어요. 그 다음부턴 계속 했

어요. 그냥 재미있게 했어요. (참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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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도와서 청소(웃음) 해 본적이 없어요. 엄마가 엄청 깔끔하신 성격이라서 내가 하면은 더럽게 

한다고 청소 같은 건 어머니가 깔끔한 성격이라서 어머니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거든요. 빨래는... 세

탁기(웃음). 저는 옷을 많이 안 버려서 빨래를 많이 안 해도 되요. 페브리즈 뿌리면 일주일 정도는 입

을 수 있잖아요. 방학인데 뭐. 빨래감만 많이 나오면 힘드니까 최소한으로 아껴 입어야죠(웃음). 할머

니네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막 할머니 힘든 것 있잖아요. 할머니가 못하시는 것들. 무거운 것 들 들

어드리고, 어제는 밭에 흙 퍼 날랐어요. 마당으로 넘어온 흙을 밭에 또 옮기기도 하고. (참여자 4)

    (3) 심부름을 함

심부름을 하는 거?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제가 심부름을 하는 건데요. 누나하고 동생하고 심부름 

잘 해요. (참여자 3)

음. 지금까지 했던 거 엄마 도와줬던 거. 내 방 정리하고 그런거요. (참여자 6)

병원 갔다 온 다음부터 심하게 일할 때 허리가 아프시 요. 그래서 제가 안마해드렸어요. 동생이 안

마를 하면 아프 요. 힘들었어요. 이번 달에 왕복 달리기해서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일어서지 못했

어요, 그랬는데도 엄마 안마해드렸어요 엄마가 칭찬을 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큰 아들이야 그

랬어요, 거의 매일 안마해드려요. (참여자 12)

요리 만드는 것하고 볶음밥 만드는 것 도와 드렸어요. 도와드리고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도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참여자 7)

엄마가 병원에서 항암치료 받느라고 누워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치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아프다

고 그러고, 초반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힘든 치료구나 생각했어요. 그땐 마음이 안 좋

더라구요. 심부름 했어요. 뭐 집에서 병원에다가 필요한 거 갖다 주고, 집에서 하는 것처럼. 지켜봤죠.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수술하고 올라와서 그날 힘들어보였는데, 계속 아파보이니까 그렇더라구

요. 기분이 별로 안좋더라구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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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동생과 사이좋게 지냄

  어머니를 해 할 수 있는 일은 동생과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

하 다.

    (1) 동생과 싸우지 않음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건 할머니 집에 있으면 할머니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동생이랑 안 싸우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는. 최 한 좋은 면만 보여드리려

고 노력하는게. (참여자 4)

  7)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함

  이제는 어머니가 빨리 나으면 어머니를 보살펴드려야겠다고 생각하 다. 아이가 셋

이라서 아  어머니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 다. 이러한 생각은 

어렸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건강했을 때 자신들을 잘 돌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해야겠다고 느 다. 

   (1) 어머니를 보살펴주고 싶음

빨리 나아서 엄마가 나으면 펜션 데리고 가고, 제주도 데리고 가고 빨리 나아서 건강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아이도 셋, 세 명이니까 (중략) 엄마는요 놀러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일 년 동안 관령에 갔었거든요, 365일 동안, 한 360일? 그 정도요 맨날 양떼 목장에 

갔었 요. 저 업고 동생을 안고 이렇게 해서 막내는 유모차에 태워서요, 저희가 양을 좋아해서요, 아

빤 또 일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맨날 이렇게 엎고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무릎이 많이 아

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돌봐야 될 것 같아요. 효도를 해야지.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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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상 황 을  극 복 하 고 자  함

  1) 스트 스를 해소함

  참여자들은 스트 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컴퓨터와 휴 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

기도 하며, 태권도 등 운동을 하고 화 등을 보았다. 

    (1) 게임을 하거나 화를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긴 해요. 그냥 게임해요. 총 게임같은거 하면 사람 죽으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최근에는 주변에서 잘못되면 죽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자꾸 그래요. 엄마가 죽는다고. 아빠가

요. 엄마 병원에 있을 때. 그냥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건지 아니면 내가 싫어가지고 그러는 건지. 그

냥 무시하고 게임했던 것 같애요. 게임하는데 머리를 툭 하고 칠 때는 욕도 해요, 머리치면 기분 더

럽거든요. (참여자 9)

영화도 몇 백편씩 보고. 영화배우 이름도 다 외우고. 제레미 레너가 톰크루즈랑 미션 임파서블 4에서 

나왔던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로버트 주 니콜라스케이지가 영화 더 록에서 나오는 특공 에요. 한국영

화는 재미있는 건 보긴 하는데 별로 안 봐요. 막 사람치고 차 터지고 총 쏘고 이런 건만 봐요. 보고나

면 시원하죠. (참여자 5)

    (2) 운동을 함

스트레스는 원래 많이 잘 안 받거든요. 한숨 쉬거나, 컴퓨터 게임하거나, 영화보거나. 

아, 제가 태권도 4단이거든요. 운동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면 좀 나아져요. 그리고 보니 운동하면서 스트

레스를 풀고 있네요.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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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는 빨간띠여서 무에타이를 같이 하니까 원래 합리도랑 무에타이 같이 하니까 합기도 끝나고 

바로 또 운동하고, 운동하고 나면 음... 좋잖아요. 스파링하면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샌드백이랑 할 때도 

있고, 실제 사람이랑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죠. (참여자 5)

태권도 가서 때려요. 이거 매달려 있는 거. 그거 치고. 그리고 수영하러 가요. 실내 수영장에 친구들하

고 갔다 오면 기분이 나아져요. (참여자 6)

동생한테 시원하게 시원하게 덤비자 그래요. (참여자 3)

  2) 용돈을 모으고 아낌

  어머니의 치료로 가정의 경제 인 어려움을 알고 용돈을 아낀다거나 용돈을 모으기

도 하면서 상황을 극복하고 있었다.

    (1) 용돈을 모음

제가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요. 지금 40만원인가 모아서 그런 적은 없어요. 용돈이랑 저 생일 때 준 돈

이랑 손님들이 오시면 인사하면은요 돈을 주셔서 그런 걸 모았어요. 형이랑 같이 모았어요. 저 통에(책

꽂이에 있는 박스를 가리킴)있어요. 용돈을 요즘 안 받아도 괜찮아요. (참여자 11)

세탁기한테 가서 빨래 꺼내고 바로 널어요. 그리고 널기까지 하면 2백원이에요. 청소 같은 거는 막

내 동생하고 제가 많이 해요. 제가요, 동생이요, 청소를 거실청소를 너무 잘해요, 2천원을 걸면요. 달려

가서요, 청소기 돌리고 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려요, 딱 정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 돈으로 빚을 갚

아요. 저는요, 제방을 많이 정리해요. (참여자 2)

버스타고 할 때 돈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 땐 친구들한테 빌리고.. 아버지가 카드를 아예 주셨지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쓸 수가 있나요. 지난 번 겨울에는 형들 졸업식 날에 

껌을 팔았어요. 그때 한 20만원 정도를 벌었죠? 형들이 저를 좀 이뻐하시거든요.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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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돈을 아낌

부족하죠. 그냥 노는데 쓰는데 부족하죠. pc방 가거나 시내에서 놀러가고, 한 달에 4만원. 딴 애들은 나

보다 더 많이 받는데, 많이 쓰는 애들은 한 달에 십 만원도 쓰니까. 그래도 아끼는 편이에요. (참여자 

9)

없어요. 아, 누나는.. 음 취직하면 관리비나 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집안 생계를 유지

하시니까 그때 엄마가 입원하시는 바람에 재정적으로 좀 컸어요. 그래도 아끼려고 했죠. (참여자 1)

쓸려고 하는데 아까워가지고 안 써요, 버스는 옛날에는 자주 탔는데 요즘에는 안타요, 학교는 자전거 도

로가 있어서 자전거 타고 가요. 친구가 자전거 타고 가자고 해서 갈꺼예요. (참여자 12)

  3) 주변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음

  가까이는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언니는 로해주고 

등하교길을 책임져 주었고, 아버지는 어머니 신에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친구와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친한 친구에게는 속에 있는 말을 꺼내고 의지도 하

으며,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 다. 

    (1) 가족의 도움을 받음

언니랑 아빠. 아빠는 엄마랑 똑같은 밥 해주고, 언니는 어, 위로해주고 아침에 학교 데려가고 학교 끝

나면 데려다줬어요. 아빠는 엄마랑 똑같이 밥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빠는 엄마 병원에 자주자주 들르

게 해줬어요. (참여자 7) 

    (2)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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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고기식사를 좀 하기로 했어요. 공부 좀 하다가. 그 친구

가 그때 제일 힘이 되었던거 같아요. 위로도 많이 해주고 2011년에 친구는 있지만 말 그 로 친한 

친구, 절친이 유일하게 없었어요. 말 그 로 위로요. 서로 집안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러니까 너도 힘

내라 그런 식으로. 걔가 더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특별한 게요, 제가 사람들을 보

면 생각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다가도 다른 친구들은 생각 없이 구는데 이 친구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한테서도 힘내라는 말 듣고 그랬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가 간암

이셨어요. 지금은 고치셨어요. 저랑도 친해요. 아저씨가 가게 하셔서 자주 찾아가요. 그 친구랑 잘 맞

았죠. 위로도 많이 받고. 혼자 끙끙 앓는 것 보다는 좋았죠. (참여자 1)

친구들이 힘내라고 그랬어요. (참여자 7) 

친구들도 알았어요. 담임선생님도 알았어요. 힘내라고 많이 그랬어요. 학교에서 문제 생겨도 엄마가 편

찮으시니까 학부모 통화하는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선생님 선에서 많이 해결해 주시고 그랬어요. 선

생님한테 속마음을 많이 얘기 했어요. 괜찮으신 분이었거든요. 상담을 언제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

요. (참여자 1). 

속상할 땐 얘기했는데 요즘은 깊은 친구들이 몇 없어요. 그냥 한두 명? 확실한 애는 한명 있고 90%

가 한명? 나머지는 50%?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친한 친구한텐 속에 있는 말 좀 꺼내기도 하고, 

의지도 좀 하고 그래요. 지금은 좀 익숙해지긴 했는데, 혼자 있을 땐 생각하게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땐 

많이 생각하는데 애들이랑 있으면 많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친구들이랑은 있을 때는 술 먹고 그러잖

아요, oo는 다 좁으니까 알잖아요. 그럴 때는 좀 풀어놓고 그래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 oo친구들이 거의 

다 안 좋아요. 가족관계 이런게. 그래서 막, 뭐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말이 잘 

통하고 그래요. 아빠가 암인 사람도 있고, 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도 있고. (참여자 4)

친구들은 예전부터 알았고 선생님은 일기 써서 알았어요. 선생님은 음.. 교육복지에서 선생님이 추천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육복지 사업.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 원래 가정이 더 안 좋은 애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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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건데 엄마가 아파가지고 선생님이 추천해줬어요.  (참여자 6)

선생님은 선물 주셨어요. 어 그거 그 아이스크림 사주셨어요. 힘내라고 하시면서. (참여자 7)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만 알았어요. 5학년, 6학년 저를 두 번 가르쳤는데 선생님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

에 해서 자주 물어보시고 엄마 괜찮냐고 그랬어요. (참여자 10) 

아, 학부모 모임 때요 그냥 가만히 있었구요, 그랬어요. 모자 쓰고, 모자 안 쓰실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친구들이 봐도요. 아프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거니까 당연했어요. 예. 안 물어봤어요. 저도 모르겠

어요. 만약 친구들이 배려를 안했다면 그냥 너네 엄마 왜 머리 었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참여자 

11)

  4) 정  사고를 함

  어머니의 암이 재발할 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정 으로 생각하려고 하 다. 

한 약도 먹고 치료도 받기 때문에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걱정하면 더 불안해지

기만 하므로 걱정 안하고 좋게 생각한다고 하 다.

    (1) 정 으로 생각하려고 함

생각도 들긴 들죠. 암이 그게 8년인가 그게 암에 걸린 사람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한 번 걸렸던 사람은 또 걸린 요. 그래서 걱정도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생각은 안 해요. 긍정

적으로 생각 할려구요. (참여자 1)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치료 받고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으니까 잘 되겠

지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걱정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더 불안해지

고 그래서 차라리 다 잘 될 건데 뭐 하러 걱정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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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 와 바람

  치료과정에 있는 어머니에게 바라는 들은 아 서 어머니랑 같이 하지 못하는 일

들에 해 말하 다. 치료로 인해 우선순 서 려나거나 어머니의 치료를 해 못하

는 일들, 그리고 어머니가 건강할 때도 같이 해보지 못했던 일들에 하여 함께 하기

를 바라고 있었다. 

    (1) 어머니의 회복을 바람

‘엄마 빨리 나으세요’ 그래요, 엄마가 빨리 나으면 놀러간다고 그래서 기 되요. (참여자 2)

빨리 나으라고.  ( 참여자 3)

빨리 나으라는 것.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아가지고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놀러가는 거? 

섬? 월미도? 섬인가? 놀이기구 있고 재밌어 보여서, 엄마 아프기 전에 같이 다닌 적이 없어요. (참

여자 1)

그냥 ‘치료’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그냥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11)

    (2) 어머니와 할 일이 기 됨

엄마가 다 나으셨다면 같이 고기를 먹고 싶어요. 엄마가 아프고 나서 고기를 안 드셨기 때문에. 그리

고 술도 같이 마셨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4)

지금은 뭐, 거의 끝났으니까 초밥 먹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롱베이 갔을 때에도 다금바리 이만한 

거 혼자 다 먹었는데, 술을 40도짜리 한 병 다 먹고. 제가 초밥이 먹고 싶은데. 혼자 아니고 엄마랑 

같이, 가족들이.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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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이 처럼 돌아가기를 바람

그냥 일상생활, 그냥 평소생활, 지금처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1)

  1 0 .  상 황 을  회 피 함

  어머니에 하여 아 거나 삭발했을 때 기분이 어떠한지 등에 하여 말을 아 다. 

어머니가 아 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에게 직  확인해 보지 못했으며 지 까지

도 어머니와 병에 직  화한 은 없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 에 어느 구

와도 어머니의 치료과정이나 결과 등에 하여 말해 본 이 없었다. 그리고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어머니의 질병에 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 다. 

  1) 어머니의 질병에 한 언 을 회피함

  자녀들은 어머니의 외모에 한 언 을 회피하고, 힘들어 하는 어머니를 차라리 안 

서 다행이라며 힘든 어머니를 보는 것을 피하 다. 그리고 질병과 치료과정에 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고 하 다.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질병과 치료과정에 하여 

알고 싶지 않다며 피하고 있었다. 

    (1) 어머니의 건강에 한 언 을 피함

수술 부위를 본적은 없어요. 제가 보면 마음이 더 아프겠죠? 엄마 마음도 아프고. (참여자 1)

엄마한테 병에 한 얘기는 많이 안했어요. 부담스러워할까봐. (참여자 1)

동생이 아직 어려서 그런 얘긴(엄마에 한 얘기) 하기에는 아직 안될 것 같아요. 동생이랑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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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한 번도 안했어요,. 동생이 어려요. 중학교 입학하고 일 년 뒤에는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동생이 먼저 엄마 얘기 꺼낸 적도 없어요. 할머니도 그래요, 그냥 할머니가 오늘 엄마 병원에 가셨

냐? 뭐 이런 얘기는 해요. 오늘 갔다고 하고 그런 얘기는 하는데 병에 해서 자세히 얘기 한 적은 

없어요. 동생이랑 할머니가 엄마에 한 얘기한 것도 저랑 비슷할 걸요, ‘병원에 가셨냐’ 뭐 이

런 정도만. (중략) 어머니한테서 직접 들은 적은 확실하게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도 제

가 알고 있을거라고 아실거예요. 지금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

하신 적은 없어요, 아빠도 그렇고. 하지만 저도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충 이렇게 많이 고통스러

운 거 알거든요. 사람들한테서 들리잖아요. 고모도 아프셨거든요. 장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거 들어보면

은 아프셨 요. 깊이 알면 더 속상할까봐 아예 안 알려구요. 엄마 진단받고 나서 처음에 인터넷 찾

아보고 나선 더 이상 찾아보거나 한 적은 없어요. (교육이 있다면 받고 싶은지?) 없어요. 회피라기보

다는....그냥 엄마가 아픈게 싫어요. 그냥 (참여자 4)

음, 조금 슬펐어요. 그냥, 어, 머리 빠지는게 좀 슬펐어요. 어, 좀 처량했다고 해야 되나? 엄마가 옷도 

다 벗고 있어서, 엄마 안 창피하냐고 물었고 엄마 머리에 해선 말하지 않았어요. 옷을 다 벗은 

건 엄마가 더워서 어쩔 수 가 없다고 말했어요. (참여자 8)  

엄마한테 아프냐고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애요. 그냥 좀, 그럴 것 같아요. 음, 아픈걸 아니까. 그리고 

엄마 머리 빠지고 이럴 때도 기분이 어떤지 안 물어봤어요, 그냥 물어보기가 좀 그랬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서 못 물어 보겠더라구요. (참여자 10)

음, 처음에는 얼굴이 낯설었는데 지금은 적응 잘 됐어요. 엄마한테 머리에 해서 말한 적이 따로 

없어요, 그냥, 뭐,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엄마한테 머리 얘기하면 속상해 할까봐 말 한 적

은 없어요. (참여자 8)

    (2) 질병과 치료과정에 해 알고 싶지 않음

아니요, 궁금하지 않아요. 방사선 많이 찍어 봐가지고, 엑스레이 같은 거. 제가요, 지금까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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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부러진 는 없지만 그래도 아프면은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잖아요. 방사선 치료라는게 엑스레이 

찍는 거랑 같은 거 아니겠어요? (참여자 5)

아니요, 저는 누가 방사선치료나 이런 거 가르쳐 준다고 해도 배우고 싶지 않아요. 무서울 것 같애요. 

엄마가 방사선 치료 간다고 할 때도 같이 가고 싶지는 않아요. 무서워서. (참여자 6)

  2) 개인  욕구를 억제함

  자녀들은 본인의 욕구보다 아  어머니를 먼  생각하 는데, 책을 읽어 달라고 하

고 싶지만 어머니가 힘들어 할까  차마 말을 못하고 참았으며, 떨어져 지내는 어머

니가 보고 싶어서 가려고 해도 참고, 사춘기 변화로 신체 인 증상이 나타났지만 어

머니한테 표 하지 못했다. 

    (1) 차마 책 읽어 달라는 말을 못함

 엄마가 퇴원해서 집에 오시면 ‘책 읽어주세요’하고 책을 내미는게 소원이에요. 근데 엄마가 요즘

은 책을 못읽어 주세요. 음 엄마한테 죄송해요. 엄마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엄마가 힘드시니까 그

런 말을 못해요. 바로 ‘책읽어주세요’하면 엄마가 피곤하시니까. (참여자 2)

   (2)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못함

그래도 동생은 엄마한테 자주 가죠,.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있는데 그냥 보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요. 

엄마도 아프고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냥 할머니

집이 좀 불편해도 참고 지내고 있어요. (참여자 4)

그냥 엄마가 병원가면은 사람들이랑 항암치료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들으면 병원에서 항암치료 

받는가보다 했어요. 조끔 그냥 평소보다 다르게 없어 보였는데 좀 힘들어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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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피곤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음... 음...속 썩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는 애들이랑 OO에 놀러 갔어요. 

그래도 여전히(웃음).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속 썩인다는 거야?)막, 할머니 집에서 살기 싫다고. 엄

마가 치료 받고 좀 있을 때 2년? 그 정도 됐을 때 그랬어요. 그냥...엄마한테 떼를 쓰고 그러면 엄마가 

속상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엔 좀, 좀 안 썼어요, 엄마한테 같이 살고 싶다는 말 

안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엄마한테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안했을까?) 엄마가 더 나빠질까

봐...(다리를 모아 앉아서 숙인 채 울음) (참여자 8) 

작년부터 생리를 시작했는데 (중략) 그땐 학교에서 배운 건 없었는데, 엄마가 하는 거 봐 가지고 느

낌은 있었는데 그땐 엄마랑 같이 있었으면 했어요. (참여자 8) 

  1 1 .  철 든  나 를  발 견 함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암 진단과 치료과정을 지켜보면서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이

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들은 성숙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아성찰과 아  어머니에 한 재인식을 하는 과정을 통해 철이 들었다. 한 자녀

들은 참여자들의 신분이 학생이므로 아  어머니를 돕는 방법으로는 학생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라고 하 다. 그래서 공부함으로써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하 다. 

이러는 과정에 참여자들은 자신의 본분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1) 감사함

  힘든 치료과정을 견뎌내  어머니가 고맙게 느껴졌다. 수술을 하고 나서 힘든 모

습을 보고, 항암화학요법을 하면서 힘든 모습을 보고 하면서 이겨 낸 어머니가 고맙

고 감사함을 느 다. 한 교회일과 집안일을 하면서 자신들을 챙겨주는 아빠에게도 

감사하다고 하 다.

    (1) 힘든 치료를 견뎌  어머니가 고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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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죠. 이 걸 , 큰 수술을 이겨내 주셨으니까 고맙죠. (참여자 1)

    (2) 어머니를 돌  나가 고마움

누나가 효녀는 절   아니죠. 근데 엄마 편찮으실 때 많이 모셨죠. 늘 옆에 있었죠. 그거는 고마워요. 

그것만. 살면서 그리고는 절  없어요. 누나는 그때 당시 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시기였어

요. 저는 학원 다니느라 바빴죠. (참여자 1)

    (3) 우리를 챙겨  아빠가 고마움

제가 동생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아서 좋아요. 저도 제 시간이 있어야하잖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그래요. 정말 엄마가 병원에 계실때는 많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아빠도 교회일로 바쁘시니까 

그동안 아빠한테 감사해요. 저희들을 챙겨주셔서. (참여자 2) 

  2) 후회함

  어머니를 간호해 드리지 못해서 후회하 으며, 동생을 잘 볼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 다. 

     (1) 어머니를 간호해 주지 못함

그때 당시 6개월 동안 엄마가 집에 안 계셨잖아요. 솔직히 집에서 할 것도 없잖아요, 밖에만 있었

어요, 왔다 들어오고. 고1때는 밖에 나가서 놀기만 했어요. 공부는 안하고 2011년 그때 일꺼에요. 집에

서 나가서 pc방가서 밤새서 놀고. 그때 보면 제가 너무 한심했지만 엄마 간호도 해드리고 그랬어야 

됬는데 후회되는 부분도 있죠. 근  그때 집에서 진짜 할 것이 없었어요. 집에 오기도 싫었고, 그때는 

아빠도 강원도 쪽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참여자 1)

    (2) 속마음을 표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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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서 봤을꺼에요. 아마. 어머니가 슈퍼에 잠깐 왔을 때. 모자 쓰고 있었는데, 아, 모자 쓰면 이렇

게 다 안보이잖아요? 집에서, 집에서, 갔는데 엄마가 씻고 계시더라구요. 문을 똑똑 두드렸는데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계셨는데, 엄마 앞에선 잘 안 울거든요. 아무 말 안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안 좋았

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 이러고 말았어요, 어~도 아니고 어, 나 이제 

OO갈라고 그랬어요. 어, 지금 본다면, 지금이라면 아, 안 그럴거니까... 한 번 안아드리고 싶은데. 엄마 

머리 자르고 왔을 때.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막상 못하겠어요. (참여자 4)

    (3) 동생을 잘 챙겨주지 못함

근데 많이 못 해 주는게 많죠, 동생한테. 챙겨주지 못해요. 숙제도 옛날에는 같이 해줬는데 요즘엔 저도 

귀찮아서 동생이 숙제하면 숙제하는구나 하고 내버려두고. 예전에는 단어 못 외우면 혹독하게 했죠, 두 

배로 하게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도 귀찮아서 안 해요. (참여자 4)

  3) 성숙함

  어머니가 아 고 나서 달라진 은 어머니를 생각해 싸우지 않고 화를 잘 안내게 

되었다고 하 다. 무슨 일을 하든 아  어머니를 먼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남자 청

소년일 경우, 친구들하고 장난을 친다거나 싸움을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다가 어

머니가 아 고 난 다음에는 차분하게 성격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일을 자제하게 되었다. 

    (1) 친구들과 싸우지 않음

성숙해졌어요. 남하고 다투는 일도 많이 줄었어요. 중학교 때는 남자들끼리 치고 박고하는 다툼이 좀 많

았어요. 고등학교 와서는 제가 인정하게 되고 엄마 생각하게 되고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

이 거의 아예 없었어요. 저도 사람이라 말로 다투는 건 있지만 몸으로 다투는 건 아예 없었어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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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보면은 화를 잘 안 내졌어요. 2011년에는 화가 너무 나서 화를 한꺼번에 냈던 것 같아요. 웃어

넘기고 거친 장난을 쳐도 웃어넘기고 그랬어요. 몸 장난도 있고 말장난도 있고. (참여자 1)

    (2) 친구들과 노는 것을 자제함

그 전에는 그냥, 중학교 때는 막 놀았어요, 공부도 안하고 돌아다녔죠, 중학교 때는 태권도를 안했어요. 중

학교 때는 뭐 했냐 면은 중학교 1,2학년 때는 학원도 안다니고 3학년 말에 중학교 때는 그냥 막 양

아치처럼 논 건 아니지만 공부 안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다 이렇게. 00에서만 틀에 박혀서 놀았

죠. 어머니 아프시고 나서는 밖에 많이 안 나갔죠. 가끔씩 어머니 병원에 자러 가고. (참여자 4)

  4) 어머니의 소 함을 깨달음

  힘든 치료과정을 겪은 어머니에 한 소 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으며 어머니

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 다. 어머니는 나의 부라며 어머니의 존재에 

하여 표 하 다. 어머니의 존재를 크게 느낄수록 어머니의 치료에 하여 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참여자도 따라 죽는다고 하 고 가족 에서도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 은 90%이상이라고 하 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 다. 한 어렸을 때 참여자를 포함한 형제들을 데리고 다

니며 여행시켜주고 돌 주었던 기억을 꺼내며 어머니의 사랑과 돌 에 해 감사하고 

있었다.  

    (1) 어머니를 지키고 싶음

엄마를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요.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중략) 일단 누구나 그

랬듯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최 한 자기가 늘 했던 것보다 자아성찰도 많이 하고 성숙해지

고, 그리고 그로인해서 어머님이 유방암이니까 어머님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돕는 

것, 돕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안겨드리지 말자 그게 쉬운 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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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래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저도. (참여자 1)

되게 마마보이일지 모르지만 엄마 돌아가시면 나 죽는다고 나도 따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가족들은 다 

소중한 거지만 그거는 하나로 봤을 때, 가족을 한 집단으로 봤을 때 저는 엄마라는 비중이 제게 있어

서는 90%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나머지 가족들은 솔직히 나머지 가족들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게 됐다든지 솔직히 따라죽겠다거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엄마는 절  

안 되요. '엄마 꼭 살아야 된다고‘그런 말 자주 했어요. 엄마는 그냥 넘기셨죠. 그냥. 지금도 변함없

어요. (참여자 1)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어머니는....표현할 게 없는데. (참여자 4)

  5) 어머니를 이해함

  가발을 안 쓰고 꾸미지 않는 어머니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

하게 되었다.

    (1)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함

처음에는요, 가발을 엄마한테 사 드릴려고 서울에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 저희 

학교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빠지면 좀 학교에다가 미안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발을 못 

사러 갔어요. 그 다음에 가발을 사러 가려니까 가발 살 때가 없는거예요, OO엔. 그 때는 이제 아빠

가요, ‘가발도 몸에 안 좋다’라고 해서 안 사게 됐긴 했는데 엄마가 예쁜 두건이나 가발을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엄마는 머리가 짧으셨잖아요? 머리 긴 게 그렇게 싫었

요, 손톱을 꾸미고 예쁘게 다니는게 그러는게 싫었 요. 여자들이 왜 그러나 몰랐 요. 할머니는요, 옷

가게를 하셨거든요, 사장님이셨어요. 지금도 그곳이 있는데 망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할머

니는요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엄마는 꾸미는 걸 너무 싫어하시니까.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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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음

    (1)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함

  자녀들은 어머니의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여 이 처럼 정상 인 

생활을 하게 되자,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학원 가는게 좋아졌으며 친구들

과도 잘 지내게 되었고 수학문제를 풀어도 집 이 잘 되었다. 래집단과 어울리며 

좋아하는 연 인 등에 하여 정보를 주고 받으며 사회  범 를 넓 간다. 

생각하면, 제가 지금 고3이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생각요.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일은 제

가 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참여자 1)

부모님이 걱정 안하는 거. 나에 해서 , 잘못한 거. 좋은 거 말고 나쁜 거에 해서 걱정을 안하는 

거, 걱정할게 없게 하는게 효도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면에서. 

(참여자 10)

엄마가 짜증나게 하면요, 머리카락 더 빠지니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금새 잊고요,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웃음) 스트레스 안 주게 하는게 하는 건 공부 열심히 하는거에요. 공

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열심히 노는게 좋은거죠. (참여자 11)

학원 가는게 좋아졌어요. 학교 가는 것도 그렇구요. 예전에는 친구가 좀 힘들게 했었어요. 저보고 자꾸 

자기 가방을 들어달라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힘들었어요. 다행이도 

지난번에 학교에서 폭력 조사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 애 이름을 적었어요. 근데 다른 반에서도 걔 

이름을 적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도 기분좋고 그래서 그런지, 학교 

선생님이랑 학원선생님이 저더러 많이 좋아졌 요. 제가 엄마가 온 다음부터 확실히 좋아졌다고 안

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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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학경시 회에 나가서 최우수상 탔어요. 수학 문제 푸는데 집중이 잘 되니까 빨리 풀고 그래요. 

그때는 정신이 산만했었나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참여자 3)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다 해놔요. 그래야 엄마께서 걱정을 덜하시니까요. 힘든 건 없어요, 숙제랑 

학습지 해 놓고 놀러 가면 되요. (참여자 11) 

    (2) 래 집단과 어울림

아, 저는, 저는 6학년 형아들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후배들하고도 잘 어울리구요. 그래요. 옛날에는 

친구들하고만 어울렸었는데. 휴 폰이나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겼으니까 조끔 달라졌어요. 저가 좋아하

는 연예인이랑 어떤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하고 사진도 공유하고 그래요., (참여자 11)

가족이 다시 모이니까 너무 좋아요. 아빠는 교회일 하시고, 엄마는 저희들 밥해주셔서 너무 좋죠. 맛있

는 반찬이랑 이런 거 해주시니까. 그리고 인라인도 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친구들하고 같이 타기

도하고 동생하고 같이 타니까 신나요. 엄마가 아플 때는 좀 미안해서 놀아도 좀 그랬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참, 인라인 바퀴가 다 달아서 교체해야 했는데 아빠는 바쁘

시니까 못해주고, 엄마가 해주신 요. (웃음) (참여자 3)

  1 2 .  무 덤 덤 해 진  나 를  발 견 함

  자녀들은 어머니의 치료가 시작되어 입․퇴원이 반복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의 

놀람과 속상함 등의 감정은 가라앉고, 신에 어머니의 증상과 치료에 익숙해져가며 

병원에 가는 횟수가 어짐에 따라 안심이 되고 다시 건강해 진 것으로 생각하 다. 

그래서 처음과 달리 어머니의 행동이나 치료에 심이 덜 가고 무덤덤해지기도 하

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했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익숙해져갔으며, 항암치료 

받고 나서 토하는 것은 많이 봤으면서도 그냥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했다. 방사선 치료

를 해 몸에 표시선을 그어놓은 것 때문에 샤워할 때 불편해 보인 것에 해서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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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덤하게 반응했다.  

 

  1) 무덤덤함

   (1) 어머니의 질병에 무뎌짐

엄마 머리카락이 없을 때가 더 나은데 조금씩 생기니까 더 이상해. 그냥 스님. 완전히 없었을 때. 

지금은 있으니까 더 이상해. 머리나는게 신기하긴 한데 아직 어색해. 머리빠지는 건 못봤지만 항암

치료 받고 나서 토하고 그런거는 많이 봤는데 그럴 때,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참여자 5)

낙서만 되어 있는거 봤는데... 엄마 맨날 씻으시니까. 수술자국은 못 봤는데

그것 때문에 뜨거운 물로 샤워도 못하고 이러니까,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될 걸 가지고. 사진 찍어 놓고 

씻은 다음에 벗겨지면 다시 그리면 되는데... 그냥 의사한테 말해가지고 그냥 사진 찍어 놓은 다음에 

또 그리면 되는데...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맨날 그러니까 뭐... (참여자 5)

 친구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한명은 알고 있었는데, 걔는 걔네 엄마랑 엄마가 친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할 일이 자체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얘기하다보면 그런 거에 해서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참여자 10)

그냥 머리 났구나 어차피 머리는 시간이 지나면 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참여자 12)

같이 안사니까 잘 몰랐어요. 언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치료하는 것에 해 그냥 그렇

게 궁금하지는 않는데. (참여자 8)

 2) 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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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은 어머니가 왼팔을 사용하는게 불편한지 심이 없었고, 어머니가 어떻게 

보이든 심이 없다고 하 다. 그 이유는 내가 아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안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 다. 그리고 항암, 방사선요법 등에 하여 궁 하지는 않다고 하 다. 

그리고 유방암에 하여 수업시간에 배운 단순한 성교육과 같은 수 으로 취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질병보다는 북한과의 핵문제가 더 요하다고 하는 등 무 심함을 

나타냈다. 

    (1) 질병에 심이 없음

엄마가 왼쪽 팔을 쓰는데, 불편하고 아픈지 몰랐는데? (참여자 5)

엄마가 어떻게 보이든 관심 없어요. 내가 안 아프니까, 안 죽으면 그만이지. 

지금은 술을 안 먹으니까... 학교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집에 와서 또 연속으로 스트레스 줄 때, 술 

먹고 와서 나한테 얘기할 때, 술 먹으면 빨리 끝내면 좋은데 30분 할 거를 두 세 시간 동안 하니까 

듣고 있는 사람도 짜증나니까, 몰라요, 그냥 있는 거지. 요즘은 안 먹으니까 그런 일은 없죠. 주변에서 

잘 못되면 죽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자꾸, 아빠가요. 엄마 병원에 있을 때. 그냥 엄마가 죽기를 바

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싫어가지고 그러는 건지...(참여자 9)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에 궁금하지는 않아요. 아니요. 그냥 안 궁금했어요. 그냥 궁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픈거에 관심이 없는건 아닌데 그냥 찾아보거나 그 방사선에 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 같애요. 그때는 항암보다는 덜 아파하셔서. 항암인가 그거는 주사나 약을 몸에 넣는거? 그

거라는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몰랐던 거 같은데. 엄마가 지금은 그런거를 안 받으니

까 아무생각 없는거 같애요. 방사선이나, 항암에 해서. (참여자 10)

유방암이 뭔지 알아요. 가슴에 나는 거. 뭐, 어차피 알거 다 아는데. 다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중학교 

때. 성교육 하잖아요. 가끔씩? 암 나오면 무슨 암이고,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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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듣는다 해서 한층 더 나아지고 엄마가 더 잘 나아지는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누가 수술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는지 또 그 병원 구조상 다 간호사들 밖에는 안보이던데, 

의사들은 안보이던데요? 그런 생각도 거의 못해 본 것 같아요. .(참여자 1)

형이 군 에 있는데 맨날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하는데,. 우리형 말로는 버튼기 누르면 미사일 나가는, 

버튼 병. 엄마가 근데 맨날 해군들 훈련하는게 멋있다고 그러면 ‘저게 중요하냐, 엄마가 중요하나’

당연히 요즘 북한 때문에 핵이 문제지, 그러면 엄마는 삐지는데. 정말 핵이 더 중요한데. (참여자 5)

관심 없었어요. 수술하기 전이니까 암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수술해야 된다 이런거? 그 이상은 생

각해본 적 없어요. (참여자 9)

질병에 해서는 관심은 없고 그게 어떤 병인지는 상관없고 그냥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 들었죠. TV나 이런데서 나와도 별로 생각안하고 흘려보내요. 들어도. 어차피 내가 걸린게 아니니

까. 아프면 빨리 나으면 되니까. (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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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축 코 딩  :  범 주 간 의 계  설 정

  원 자료를 쪼개서 부분으로 나 고 개념이 차 윤곽 잡  나가는 것을 개방코딩이

라고 할 때, 축코딩은 개념과 범주를 서로 연 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축코딩은 별개

의 분리된 과정이 아닌 개방코딩에서 얻어진 범주들 간의 계를 밝히는 과정이다

(Strauss & Corbin, 1998).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인 ‘유방암 환자 자녀

가 어머니의 질병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입각하여, 이론  지식체 개발을 한 

패러다임 모델을 용해 보았다. 패러다임 모형 용의 주요 항목별 질문은 다음과 

같다.: ‘범주 분석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상을 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 상에 

향을 미친 맥락 , 재  조건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어떠한 행동 략들을 사용하며 사회  상호작용을 하는가?’,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행동  상호작용으로 인해 래된 결과는 무엇인가?’  

  의 질문들을 던지며 패러다임 모형을 용하는 것은 심 상에 맞추어 근하

다. 본 연구에서 심 상이란 어머니의 유방암 투병 과정에서 자녀들이 연루되는 주

요 상황이나 변화의 시 으로서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을 하고, ‘충격

과 혼란’의 시기를 겪으며, ‘부모  형제자매인 가족들의 변화’에 노출되지만, 차 

‘나의 본분을 찾아감’으로 악되었다. 심 상 내 주요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을 명

확히 하고자 분석하 으며, 그림 1에 통합된 최종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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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  조 건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듣기 

-안 좋은 소식듣기

- 치로 알게 됨

맥 락  조 건

-유방암의 심각성 인식 

-부모와의 계

상

심리  혼란
재  조 건

아  어머니를 지켜  

행 동 / 상 호 작 용  략

-유방암 정보탐색

-어머니역할 환

-어머니에게 효도

-상황극복

-회피

결 과

철듦

무덤덤해짐

그림 1. 어머니의 유방암 질병에 한 자녀 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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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속성 차원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듣기 강도 강함-약함

범주 속성 차원

심리적 혼란 정도 심함-약함

  본 연구에서 각 주제별 심 상을 정리하면서 패러다임 모델을 그려보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 심 상은 ‘심리  혼란’이었으며 그에 따른 통합  범주는 다음과 

같다.  

  유방암 환자 자녀의 질병경험에 한 심 상은 ‘심리  혼란’이다. ‘심리  혼란’의 

인과  조건으로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듣기’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체 인 속성과 

차원은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인과  조건의 속성과 차원

  참여자의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듣기’의 속성은 강함과 약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었다.

 

  본 연구에서의 심 상은 ‘심리  혼란’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체 인 속성과 차

원은 다음과 같다(표 4).

표 4. 심 상의 속성과 차원

 

  참여자의 ‘심리  혼란’의 정도는 심함과 약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의 맥락  조건은 ‘유방암의 심각성 인식’, ‘부모와의 계’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체 인 속성과 차원은 다음과 같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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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속성 차원

유방암의 심각성인식 정도 심함-약함

부모와의 계 정도 좋음-나쁨

범주 속성 차원

아픈 어머니를 지켜봄 정도 많음-적음

범주 속성 차원

유방암 정보탐색 정도 많음-적음

어머니역할로 전환 정도 많음-적음

어머니에게 효도 정도 많음-적음

상황극복 정도 많음-적음

회피 정도 많음-적음

표 5. 맥락  조건의 속성과 차원

  참여자의 ‘유방암의 심각성 인식’의 정도는 심함과 약함에 따라, ‘부모와의 계’의 

정도는 좋음과 나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재  조건은 ‘아  어머니를 지켜 ’으로 나타났다. 구체 인 속성과 

차원은 다음과 같다(표 6). 

표 6. 재  조건의 속성과 차원

  참여자의 “아  어머니를 지켜 ‘의 정도는 많음과 음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행동/상호작용 략은 ‘유방암 정보탐색’, ‘어머니역할로 환’, ‘어머니

에게 효도’, ‘상황극복’, ‘회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체 인 속성과 차원은 다음과 같

다(표 7).

표 7. 행동/상호작용 략의 속성과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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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속성 차원

무덤덤해짐 정도 큼-적음

철듦 정도 큼-적음

  참여자의 ‘유방암 정보탐색’, ‘어머니역할로 환’, ‘어머니에게 효도’, ‘상황극복’, ‘회

피’, ‘본분 찾기’의 정도는 많음과 음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결과는 ‘무덤덤해짐’, ‘철듦’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체 인 속성과 차

원은 다음과 같다(표 8).

표 8. 결과의 속성과 차원

  참여자의 ‘무덤덤함’과 ‘철듦’의 정도는 큼과 음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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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선 택  코 딩  :  핵 심 범 주 의 정 교 화 와  이 론  설 정

  1 .  핵 심 범 주 :  ‘혼 란  속 에 서  나  찾 기 ’

 

  근거이론 방법의 귀납  특성은 특별한 것으로부터 일반 인 것으로 이끄는 범주를 

개발하는 것이다. 즉 심 있는 상의 요한 특성을 독특하게 악하여 한 개 이상

의 핵심변수를 발견하는 것이다.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선택하는 과정이며 앞서 두 단계의 코딩 수 에서 추상화된 

개념들을 이용하여 이론  지식체를 통합하여 다듬어나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즉, 핵

심범주는 다른 모든 범주가 최종 으로 통합된 심 상이다. 선택코딩의 과정에서는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에 체계 으로 연 시키고 그들의 련성을 확인해나간다. 그

게 함으로써 범주와 개념의 속성과 차원을 통합하여 이야기 윤곽을 발 시켜 나간다. 

  ‘혼란’이란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을 알게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감정들과 어머니의 

수술, 항암, 방사선요법 등의 투병과정에 연루되면서, 수술  치료의 부작용과 후유

증으로 식욕부진, 탈모, 피로함 등을 보면서 충격과 속상함, 불안, 창피함 등을 느끼며 

어머니의 치료와 입원으로 인해 가족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에

서 짜증남, 속상함 등의 복잡한 혼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나 찾기’는 이러한 상황

에서 아동참여자가 어머니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감당해나가

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혼란 속에서 나 찾기’란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

가 없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 내려고 애쓰는 것’을 함의하

고 있다고 하겠다. ‘혼란 속에서 나 찾기’의 속성에는 태도, 유형, 정도로 구분되었는데 

‘혼란 속에서 나 찾기’는 그 태도에 따라 ‘ 극 ’인 차원으로부터 ‘소극 ’인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유형에 따라 ‘찾음’으로부터 ‘찾지 못함’인 차원으로 변화하 다. 한 

그 정도에 따라 ‘많음’의 차원으로부터 ‘ 음’의 차원으로 구별되었다. 도식화된 유방암 

환자 자녀의 ‘혼란 속에서 나 찾기’의 이론틀은 다음과 같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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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 이 아 그 래 ( D i a g r a m m i n g ) 을  이 용 한  기 타 분 석

  다이아그래 은 자료에 한 분석을 유연성을 가지고 그림, 지도 등의 형태로 시각

화하여 다각도로 근해보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의 핵심범주를 도출하기 

한 과정에서 ‘어머니의 질병단계에 따른 자녀의 질병경험에 한 과정 분석’, ‘개인, 

가족, 사회 등 각각의 수 에서의 상호 작용’을 모형으로 정리를 해 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치료경과에 따른 심리  혼란의 양상’과 ‘효도와 련된 경험’을 다이아그래

하여 정리해 보고자하 다. 

  1 )  어 머 니 의 질 병 단 계 에  따 른  경 험 의 과 정  

  과정이란 상에 한 반응, 처, 조 에 계하는 행동/상호작용들의 연결을 의미

한다(김수지와 신경림, 2000). 과정이 분석될 때 개되는 근거이론은 매우 역동 인 

이론이다. 과정은 행동/상호작용에 스냅사진을 어 그것들을 하나의 연속 는 시리

즈를 형성하도록 연결함으로써 자료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러므로 과정분석은 심

상의 발생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공연속체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보는 시간  성격의 보조  분석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을 알게 되는 시 부터 분석하 다.  

참여자에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듣는 경우, 의사로부터 듣는 경우로 달랐으며, 뭔가 잘

못되어가고 있음을 감지하여 ‘유방암 진단에 하여 듣기’의 단계부터 ‘혼란한 시기 

겪기’를 거쳐 어머니의 ‘치료 과정 지켜보기’이며 그 다음, 어머니에게 ‘효도하기’와 이

러한 혼란 속에서 ‘나 찾기’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유

방암을 경험하면서 인과  조건에 향을 받은 ‘심리  혼란’이라는 심 상에 행동/

상호작용 략이 시간의 흐름과 맥락 , 재  조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 다.

  어머니의 질병단계에 따른 경험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유방암 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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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듣기’ 단계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직  해 듣던, 친척들로부터 해 듣던 분

기상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라는 느낌으로 ‘나쁜 소식’을 해 들었다. 

  ‘혼란한 시기 겪기’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낙

담을 하거나, 두렵고 무서움을 느 다. 어머니의 질병에 해 무 심한 경우도 있었

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치료를 해 할머니 집으로 보내지거나, 이모네 집으로 보

내지는 경우, 그리고 입원을 함으로써 려남을 경험하기도 하 다. 

  ‘치료과정 지켜보기’ 단계에서는 수술요법,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등 치료를 받

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유방암과 치료에 련된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 다. 한 치

료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았으며, 삭발을 한 어머니를 보기도 하 다. 이

러한 과정에서 짜증을 내는 등 성격이 변하고, 정서 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났고, 

어머니를 숨기려고 하거나 질병에 한 언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치료 

받고 힘들어 하는 어머니가 가엽고 걱정이 되기도 하 다. 한편 상 으로 치료과정

에서 덜 힘들어 하는 어머니를 본 참여자는 무덤덤하거나 무 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 다. 어머니의 치료과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름 로 익숙해지는 응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 다. 

  네 번째 단계로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단계에서는 입원하거나 아  어머니를 신

하여 집안일을 도왔는데,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등이었으며, 동생을 돌 서 

학교를 데리고 간다거나 숙제를 챙겨주는 일 등을 하 다.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하 다. 어머니가 치료받는 과정에서 힘들어 하여 

속상하고, 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속상하고, 아  어머니를 별로 생각하지 않

는 것 같은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 하 다. 한편으로는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일

을 계속하는 어머니에게 미안하고, 속내를 잘 표 하지 못해서 미안해하 으며, 힘든 

치료과정을 잘 견뎌내  어머니가 고맙고 감사하 다. 아  어머니를 지지하고 격려

해주었으며, 기쁘게 해주고, 참여자 자신이 좀 힘들어도 어머니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싶어 했다. 어머니의 치료로 인해 재 하지 못하는 일들을 회복하면 같이 하고 싶고 

어머니가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바람과 희망이 있었다. 한 장남으로서 동생을 돌

보고, 장녀로서 동생들을 돌본다거나, 아들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 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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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상 으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치료과정으로 치료과정 인지 조차 모

른다거나 내 몸이 아  게 아니므로 상 없다는 식의 무뎌짐과 방 하는 자세를 보이

기도 하 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혼란 속에서 나 찾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어머

니의 유방암 질병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단계로서 성숙한 자신을 발견

하거나 무덤덤해진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 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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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소식 듣기 심리  혼란 치료과정 경험 치료에 도움 ‘나’를 되돌아  

- 가족으로부터 

- 충격

 `백지상태

 `청천벽력

 `믿기지 않음

- 정보 탐색

- 역할 나눔

- 집안일 도움 

- 동생을 돌

성숙함

- 의사로부터

 

- 낙담
- ‘아  어머니’ 

- `삭발한어머니’

- `불안한어머니’

- 어머니 지지 

- 어머니 격려
무덤덤함

불길한 감
- 무서움

- 두려움
- ‘창피한어머니’

- 책임감 인식

- 학업에 충실

- 화가 남
- (상황이) 

  속상함
- 바람과 기  

- 덤덤함 - 상황 회피

- 다행감 - 상황 응

- (어머니가)  

고마움

 

그림 3. 어머니의 유방암 질병 단계에 따른 자녀의 나 찾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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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상 황  계 :  개 인 ,  가 족 ,  사회 ․ 문 화  수 에 서 의 상 호 작 용

  근거이론 방법론은 사회심리학자인 미드(G. H. Mead, 1934)가 창시하 고 그의 제

자 블루머(H. Blumer, 1969)가 발 시킨 상징  상호작용론에 철학  근거를 두고 있

다(Munhall, 2001). 상징  상호작용론은 상징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과 사회와의 

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Milliken & Schreiber, 2000). 상징  상호작용론은 개인이 어

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사회  구조에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조사하고, 가족․집단․

조직․지역사회가 독특한 상황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심을 갖는다. 따라서 

상징  상호작용론은 설명 이고 처방 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연구하기 해 이용

되어 왔다. 

  상징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m)는 상징  의사소통에 의해 개인과 

사회와의 계를 설명하는 이론  견해이다. 상을 표 하기 해 상징을 이용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고, 공유된 의미를 내포하게 하는 인간의 본질  특성이다. 인간은 

자신과의 화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상에 의미를 부여한다. 인간

의 행동을 이해하기 해 연구자는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공유된 

의미, 문화의 토 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기 된 반응에 그들 자신의 행동을 계

획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평가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측 가능하게 만든다(신경림과 

김미 , 2003). 이에 본 연구자는 상징  상호작용주의에 근거한 상황  계에 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상황  계는 분석 상인 상에 향을 미치는 사회 , 문화  

계의 틀을 밝히기 해 사용하는 보조  분석수단이다. 

  본 연구에서 유방암환자 자녀의 질병경험에 한 각각의 수 과 상호작용하는 경

로는 다음과 같다(그림 5). 유방암 환자의 자녀 개인을 자아(self)로 생각했을 때, 첫

째, 자신의 내면의 자아와의 성찰, 둘째,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간 단계의 사회인 가

족( 는 가정) 수 에서의 성찰, 셋째, 가족보다는 조  더 확 된 지역사회  한국 

문화 는 가족과 동떨어진 생활이 요구되는 학교에서의 자아를 바라볼 때의 상황에 

입하여 도출된 개념들을 분류해 볼 수 있다. 개인의 발달과업으로는 학령기와 청소

년기에 해당되는데,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사춘기의 변화 등에 한 발달과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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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가족수 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로서, 딸, 아들, 형, 나, 동생, 

언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 수 에서는 유방암환자 자녀로서, 그

리고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 등 각 연령별 그리고 학년별로 사회와 상호작용을 

한다. 

   (1) 개인  수 에서의 작용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으로 낙담함, 충격을 받음, 큰 짐 더미가 어깨에 

올려진 느낌 등 여러 복합 인 감정을 느 다. 이 때 질병에 한 심각성 인식 정도

와 부모와의 계, 그리고 아  어머니를 지켜보는 정도에 의해 향을 받게 되었다. 

어머니가 회복되길 바라면서, 가족의 기 상황 속에서 변해야 할 자신을 발견하 으

며, 차 상황에 하여 통제해 나가려는 아동 참여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국 유방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의 투병과정에 연루되어 ‘심리  혼란을 겪음’의 상은 

지극히 참여자 개인의 내면 인 갈등의 문제로 상당 부분 다루어졌다. 기 상황을 

극복하고 차 아동 참여자들의 삶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며 성숙해지려 노력하는 

략은 개인 수 에서 이 지는 행동이었다. 

   (2) 개인-가족  수 에서의 상호작용

  가족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요하고 한 사회  환경이다. 가족 구성원간의 상

호 작용 속에서 한 개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가족은 그 구성원들을 해, 그

리고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더 큰 사회를 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가족의 기능

이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 를 뜻하는 것으로 가족체계이론의 입장에서 모든 체

계들이 상호 련되어 있으면서 상호간 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가족은 구성원 개개

인의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며, 가족 상호간의 기능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감으로써 가족 체의 안녕을 도모하게 된다(송성자, 2002). 아동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소식을 한 후 어머니의 치료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머니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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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이해하며 어머니를 돕고 지지하 다. 이 과정에서 지지체계는 가족 구성원들

과 가정 외 이웃, 친척, 학교 사람 등 주변인들로 구성되는데, 아  어머니의 자녀에 

한 이해와 배려는 아동 참여자들의 질병경험 반에 걸쳐 요한 역할을 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우선 유방암 투병을 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곁에 있는 경제  

역할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계를 맺으며 아동 참여자들은 어

머니의 암 투병과 연루된 다른 가족구성원들 각각의 다양한 행동들에 해 생각하고 

 반응하 다. 한편 아동 참여자들 모두 학생으로서 학교라는 사회  상황에 속한 

구성원들이었는데, 어머니의 유방암이라는 가족 기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아동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은 가족  맥락에서의 변화를 경험한 과정이었다. 

그림 4. 사회  계수 에서의 혼란 속에서 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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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사회문화  수 에서의 상호작용

  아동 참여자들이 속해 있는 가족은 한국 문화에 속해 있다. 이러한 한국 문화 속에

서 가족 구성원인 어머니가 아  때, 자녀는 아  어머니의 딸 는 아들 역할을 해

야 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 한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기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아동 참여자들과 아버지와의 계, 어머니와의 계, 형제자매와의 계는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는 동안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 는데, 계가 좋

지 않았던 경우는 호 되기도 하고, 좋았던 계가 나빠지기도 하 다. 어머니의 발병 

원인에 하여 가족구성원 개인의 탓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책할 때 극도의 분노와 미안한 감정을 표출하 다. 특히 유교문화가 크게 작용하여 

자식인 아동 참여자들은 암으로 아  어머니를 해 최선을 다하여 학업에 충실하고

자 하고, 아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효’를 실천

하고자 하 다. 그 결과, 스스로를 차 철이 들고 성숙했다고 표 하기도 하 다.

  사회  수 에서는 유방암 환자 자녀로서, 그리고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 등 

각 연령별 그리고 학년별로 이웃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학교 사람들과 상호작용하

다. 자녀에게 진단 기 어머니 본인의 유방암 진단과 치료과정에 하여 노출을 꺼

리는 경우가 있었고, 자녀 한 어머니의 유방암에 하여 학교 친구들에게 굳이 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애들이 보고 불 한 놈이래요.” 라는 말을 들은 한 참

여자의 진술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이러한 상은 자녀가 사회로부터 ‘가엽고 안 

다는’ 치를 받기도 하며, 이러한 상황을 측한 유방암 환자인 어머니가 자식이 학

교생활에서 주 들까  암에 하여 공공연하게 표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 다. 

  본 연구의 핵심범주인 ‘혼란 속에서 나 찾기’는 부모자녀 계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충격과 기의 상황으로서 말로만 듣던 암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생겼다

는 것부터 세상에 한 원망을 드러내며, 더 이상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과 함

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방암에 한 질병 탐색을 해 본 결과 심각한 병, 무서운 병

이라는 생각을 갖고 어머니의 기 투병과정을 지켜보았다. 어머니의 항암치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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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종 증상, 부작용, 후유증을 때로는 어머니 에서, 때로는 거리를 둔 상황에서 

간  경험하 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치료가 차 안정화되거나 종료  

유지 단계에 들어서게 되고, 아동 참여자들은 잠시 한 시름 놓고 다시 어머니의 질병

이 생기기 이 의 정상 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희망과 바램을 표시하 다. 이 과

정에서 어머니가 다시 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으나, 한 힘든 

치료과정을 끝낸 어머니의 회복에 감사해하며 한층 성숙된 자식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회문화  수 에서 아동 참여자 자신이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상을 보 으며, 그것이 아  어머니를 한 것임을 보고하 다. 

  그림 5에 아동 참여자 개인의 내  수 , 아동 참여자와 가족들 간의 계, 그리고 

사회문화  수 에서 유방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둔 자녀에 한 세 가지 사회  

계 수 을 도식화하 다. 

  3 )  ‘심 리  혼 란 ’의 변 화  과 정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유방암 투병의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련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 다. 불길한 감과 함께 유방암 진단소식을 했을 때 참여자들은 충격을 받

고, 낙담을 하고, 두렵고 무서우며, 버거워하고, 화가 났다. 한편 덤덤하기도 하 으며, 

유방암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 다. 질병에 해 몰라서 답답해하

고 치료과정 등에 하여 궁 해 하 으며, 이 상황을 정 으로 받아드리려고도 하

다. 어머니가 수술로 힘들어 하는 모습,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와 부작용으로 힘들

어 하는 모습, 탈모가 된 모습 등의 증상에 한 간 경험을 하면서 속상하고 슬 기

도 하 다. 한 달라진 어머니가 낯설고 창피하며 야속하기도 하 다. 사진을 보며 

이 의 건강한 모습을 떠올리고 어머니의 치료 때문에 이별을 겪은 자녀들은 그리움

과 우울함을 느끼기도 하 다. 

  어머니가 아  이후로 아동 자신에게 더욱 신경을 써주는 부모님에게 괜히 짜증을 

부렸고, 말을 잘 듣지 않는 동생들 때문에, 그리고 속도 모르고 괴롭히는 형제자매 때

문에 화가 났다. 항암치료를 받는 어머니의 신체 , 심리  변화를 이해하고자 노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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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투병하는 어머니를 응원하며 로를 하기도 하 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 다시 

자라나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보며 안도하 고, 아  어머니를 제 로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에 미안한 감정도 표 하 다. 힘든 치료과정을 견디고 이겨내 

 어머니에게는 감사해했는데, 어머니가 유방암에서 차 회복할수록 정 인 느낌

과 생각을 갖게 된 반면, 어머니가 여 히 치료 일 경우에는 ‘속상함’이라는 감정을 

지배 으로 드러내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아동 참여자들의 정 , 부정  ‘심리  

혼란’의 변화 과정을 그림 4의 모형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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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효 도 와  련 된  경 험

  본 연구결과 각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효도를 표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평소에도 나름 로 효를 실천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질병으로 인해 더

욱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  어머니에게 효도하고자 하 다고 진술하 다. 아동 참

여자에게 맡겨진 자식으로서의 역할에 부담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하 지만, 차 효도

하기로 결심하고 실천으로 옮기고 있었다. 효도하기 해 참여자들이 주로 행한 활동

으로는 청소하기, 동생 돌보기, 심부름하기, 공부 열심히 하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아  어머니 기쁘게 해주기, 어머니 말 잘 듣기 등이 있었다. 효와 련된 경험을 참

여자들의 진술한 빈도에 근거하여 원의 크기를 차등화하여 아래 그림 6에 제시한다. 

그림 6. 유방암 환자 자녀의 효도와 련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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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부모가 암으로 투병할 때, 특히 자녀가 어머니의 유방암을 경험하는 과정을 이해하

는 것은 유방암 환자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암환자 가족을 총체 으로 이해하며 그 안

에서 자녀인 아동도 간호의 상자로 간주한다는 에서 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

구의 결과로 이론화된 ‘혼란 속에서 나 찾기’는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과 함께 시작된 

가족의 기 상황에서 어머니의 암 투병에서 회복까지에 노출된 자녀인 아동이 보이

는 일련의 행동들의 과정을 집약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그 과정의 단계별로 

결과들을 살펴보고 련 문헌들과의 연 성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A .  어 머 니 의 유 방 암  질 병 에  한  자 녀 의 경 험

  

  1 .  유 방 암  진 단  듣 기 의 단 계

  유방암 환자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암에 한 소식을 직  듣거나, 정황 상 치로 

알아채었다. 부모로부터 직  듣지 못한 경우가 부분이라는 것을 참여자 아동의 어

머니와의 추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유방암 환자인 어머니들은 그 이유에 해 

‘아이가 어려서’ 차마 직  자녀에게 말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 다. 암은 우리나라에

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구성원간이라도 먼  개방하여 언 하기에는 어려운 질병이며, 

하물며 아동에게는 ‘충격에 빠질까  걱정되어’ 사실 로 알리기를 꺼려하는 질병이

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인 아동 자녀들은 이러한 추세  성인들의 우려와는 달

리 부분 어머니의 암 진단에 하여 다른 가족들 못지않게 궁 해 하고 알고 싶어 

했으며, 오히려 ‘가족끼리는 숨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쁜 소식이라도 시에 달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Kim 등(2011)의 연구에서도 한 시기에 맞추어 자녀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요함을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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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암 련 정보에 한 타이 의 요성에 해 언 한 Kristjanson 등

(200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자녀들은 잠재된 항암치료의 부작용, 안이 되는 다른 

치료법들, 암의 심각한 정도, 그리고 후 등에 하여 사실 로 알고 싶어 했으며, 

그 시기는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직후 이해할 수 있는 수 에서 가능한 상세히 알려

달라고 하 다. 자녀들은 부모의 질병이 아동인 자신들의 삶에 잠재 인 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암이라는 질병에 해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어른들처럼 동등하게 우해주는 차원에서 나쁜 소식을 

해  때 돌려 얘기하기보다는 통계 자료, 의학 지식  정보들을 사실 로 듣기 원한

다고 하 다(Heiney, Hermann, Bruss, & Fincannon, 2001). 더불어 아동  청소년들

은 아  어머니의 생존 여부에 하여 몹시 궁 해 한다고 하 다(Fitch & Abramson, 

2007; Kristjanson et al., 2004).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에는 간혹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과 치료 등의 소식을 하는 

것에 하여 그다지 알고 싶지 않다는 소극 인 의지를 비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

유로 ‘치료에 하여 알게 되면 무서울 것 같아서‘라고 표 하 다. Heiney 등(2001)은 

이에 해 특히 어린 아동일수록 불안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원하지 않으며,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즉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욱 찾게 

되고, 상세한 의학  지식을 원하게 된다고 설명하 다. Lichtman 등(1985)은 한 청

소년들은 막연히 정보를 끊임없이 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

는지에 해 도움받기를 원한다고 하 다. 의료진으로부터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

지’에 한 설명을 받거나, 그러한 의사소통의 과정에 나이가 든 청소년일지라도 포함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실에서(Stiffler, Barada, et al, 2008), 아동  청소년의 요

구도에 입각하여 발달 수 에 맞는 한 내용의 정보 제공이 실하다는 것을 문헌

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  청소년의 요구  수

에 부합하는 정보의 제공은 그들이 의료진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제공할 

수 있기에(Sears & Sheppard, 2004) 더욱 필요한 간호 재라고 여겨진다. 

  부모나 의료진들로부터 직 으로 어머니의 암에 해 듣지 못한 청소년들 에는 

좋지 않은 가족의 분 기 상에서 어머니의 질병을 치로 습득한 후 혼자서 인터넷 



- 114 -

검색을 하거나 책을 찾아보는 등의 행동을 취하 는데 이는 반드시 부 하다거나 

부정 인 처라기보다는 일종의 청소년들의 정보탐색에 한 한 양상으로 간주해볼 

수 있다. Zahlis와 Lewis (1998)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폐

를 끼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직  가족들을 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한 것으로서 스스로 부모의 질병에 해 알고자 바라는 차원에서 비롯된 정 인 

행동  략이라고 하 다. 통합해볼 때 아동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암에 한 지

식  요구 정도에 따라 발달 연령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암의 진단

에서 회복까지 단계별, 상황별에 맞는 하고 솔직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  청소년들 개개인이 각자 수집한 정보에 해서도 사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러한 아동의 노력을 존 하고 지지함은 물론이고, 혹시 잘못 수집된 정보나 그릇된 

편견을 바로잡아  수 있는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  혼 란 한  시 기 의 단 계

  유방암 환자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암 진단 직후 심리 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

를 거쳤다. 다양한 심리 반응들 에서 특히 ‘충격  놀람’, ‘믿기지 않음’, ‘분노  

화’, ‘두려움’, ‘무서움’ 등은 타 연구들에서의 결과들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한 감정들이

었다(유미숙과 이세연, 2013; Su & Ryan-Wenger, 2007, Visser et al., 2004). 심각한 

질병의 진단 기에 충격을 겪음에 이어 질병에 해 부인하는 단계를 거친다거나

(Enskar, Carlsson, Golsater, & Hamrin, 1997), 부정, 분노, 타 , 우울, 수용의 말기 

환자들이 겪는 상실과 슬픔의 다섯 단계를 언 한 Kubler-Ross (1965)의 고 인 연

구 결과와도 유사한 반응을 본 연구를 통해 연결시켜볼 수 있었다. 이는 비록 참여자 

자신들이 암환자는 아니지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특히 자녀로서 어머니의 암 진단은 

아동에게 매우 심각한 심리 인 충격을 야기하는 사건임을 시사한다.  

  ‘두려움’(참여자 7)과 ‘무서움’(참여자 11)에 해 많이 언 한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심리  반응의 변에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을 견하고 

있었다. 특히 ‘무서움’은 참여자가 스스로 암에 한 정보를 찾아 본 후, 그 자료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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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음속에 형성된 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자신의 부모가 죽을지도 모른

다는 것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아 있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안심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 고( 란, 2007; Hilton & Gustavson, 2002), 특히 청소년 여아의 경우에 죽음

에 하여 더욱 심리 으로 스트 스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동시에 외부로부터 

정서  지지를 받고 싶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 다(Faulker & Davey, 2002; 

Lichtman et al., 1985). 따라서 비록 본 연구에서 유방암 어머니의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더욱 깊게 반응을 탐색하지는 않았지만, 두렵거나 무섭다고 표현하는 유방암 환

자 자녀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소시켜주는 심리적 지지 및 중재를 추후 심도 있게 마

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암 진단 직후 심리 인 충격과 더불어 내면의 다

양한 감정들의 소용돌이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정들에 하여 터놓고 화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보고한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참여자 4, 5, 6, 7, 8, 

9, 10, 11, 12). 이미 Nelson, Sloper, Charlton과 While 등(1994)의 연구에서도 특히 청

소년 남아의 경우에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불안이나 두려움에 해 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보고하 으며, Zahlis 와 Lewis (1998)도 유방암 환자인 어머니

를 비롯하여 그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이 어머니의 유방암으로 인해 자녀가 구체 으

로 어떠한 심정으로 갖고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 다. 

  유방암 환자인 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이 아동의 경험에 하여 잘 모르는 것은, 본 

연구의 경우에서처럼 어머니가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는다거나 아  친척집에서 일

정 기간 양육을 받는 등 아  어머니로부터 아동이 분리되는 경험을 갖는다는 실에 

상당 부분 기인하 다. 아동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분리, 즉 헤어짐은 어머니의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동 자신들이 ‘ 려난다’고 간주하여 섭섭함을 토로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 려남’에 하여 아동 참여자들은 차마 말로 표 하

지 못하고 속으로 꾹 르며 혼자 감내하는 힘든 과정을 겪었음을 표 하 다. 

Osborn (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방암 환자들의 자녀가 외상 후 스트 스 증상에 

하여 겉으로 티가 나지 않은 내재화된 스트 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밝 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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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암환자 자녀의 억압된 심리 문제는 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가 실하다. 

더불어 아동이 어릴수록 어머니의 돌 의 손길과 심은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어머

니의 유방암 치료 과정에서 무작정 자녀를 떼어놓기보다는 어느 정도 참여를 허락하

여 비록 아 지만 어머니-자녀간의 계 맺음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 

 수 있는 간호 재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언 한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후 겪는 여러 가지 부정 인 심정과 분리  

려남 외에도 본 연구에서 아동 참여자들은 환자인 아  어머니를 우선 으로 생각하

고 돌 야 한다는 다짐과 결심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미숙과 

이세연(20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는데, 어머니의 유방암 수술 이 에 렸던 일상

인 활동 기회들을 포기하고 아동 자신의 욕구를 매번 드러내지 못하고 미 야하기

에 차 아  어머니를 향해 답답함, 미움 등의 느낌을 보 다고 하 다. 동시에 자녀

들은 치를 살피며 최 한 아  어머니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양

가감정의 반응을 보 다. 이에 하여 Davey, Gulish, Askew, Godette와 Childs 등

(2005)은 아동이 아  어머니를 보호하기 해 어머니와의 계에서 정서  긴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부정 인 내면의 감정을 가능한 숨기고, 두려움  슬픔 등을 극복

하려고 오히려 정 인 태도와 신념을 유지하려 노력한다고 하 다. 

  양가감정들  반응들은 비단 암 진단의 기나 투병과정에만 나타나지 않았다. 

Stiffler와 Barada 등(2008)은 어머니의 치료가 완료된 후에 청소년 여아들의 경우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의 행복과 안도된 느낌을 표현하면서도 재발

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기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수술, 방사

선, 항암화학요법 등의 성기 치료과정이 끝나면서,  여러 가지 항암치료 부작용에

서 회복되면서 아동 참여자들인 자녀들은 심리 으로 안도하고 안심하는 모습을 보이

면서도 어머니의 유방암 재발에 해 두려워하고 있음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아동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이나 면담 후 화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유방암 환자인 어머니와 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상당수 어머

니들이 자녀의 심리사회  변화  문제행동에 해 궁 해 하고 조언을 받고자 하

다. 즉, 암환자 자녀의 복합 인 심리와 그에 따른 행동은 아동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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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인 어머니에게도 큰 심거리이자 고민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경자

(2010)와 Evans, Shipton과 Keenam (2006)은 부모에게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 아동의 

양육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모-자녀 계나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아동이 특히 암환자의 청소년 자녀일 때 이는 더욱 심

화될 것이므로 아동  부모 모두에게로부터 련 문제들에 하여 듣고 악하여 

재해  수 있어야 하겠다. 

  3 .  치 료 과 정  지 켜 보 기  단 계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후 심리  혼란에 버거워하는 것과 동시에 아동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유방암 치료과정에 노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을 직, 간 으로 경험하 고,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

의 신체 변화와 피로에 하여 주로 언 하 다. 먼  유방암 수술에 한 부정 인 

감정의 표출은 유미숙과 이세연(201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 는데, 특히 본 연구에

서 참여자들은 chemoport와 같은 삽입된 심 정맥 을 소독하는 과정이나 JP drain

이 꼽힌 수술 상처를 하게 되면서 놀랬고 징그럽다는 반응을 보 다. 본 연구 참여

자들의 어머니들 부분이 암 제술 후에 유방 재건 수술을 하 거나, 는 부분

이 부분 제술을 시행하여 유방의 형태가 그 로 보존되어 있었기에 변형되었거나 

손상된 유방의 형태에 한 언 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 기에 표시선

의 의미나 샤워를 할 때 왜 지워지지 않게 조심해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불쾌감이나 

불만 등의 감정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부정 인 반응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어머니의 

신체 변화에 하여 아동 참여자들이 제 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 거나 교육의 기회

가 미비했던 것에 기인함으로 명되었다. 

  수술에 이어 진행된 항암화학요법에서 참여자들의 어머니들은 항암화학요법과 련

되어 식욕부진, 신쇠약, 피로, 구토 등을 경험하 는데, 아동 참여자들 역시 본격

으로 어머니의 신체증상들을 다양하게 지켜보았다. 항암치료 부작용 에서 특히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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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유방암 환자인 어머니들의 정서 상태와 연결되어 걱정과 숨김 등의 마음과 태도

가 함께 사는 자녀에게도 투 된다(김명 , 2010; 김임령, 2010). 본 연구에서도 참여

자들은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우울해하며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빗

질할 때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지에 담는 어머니의 모습, 집에서는 맨머리

인데 외출할 때는 가발을 쓰는 어머니의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 참여자들은 면

담을 통해 지켜보았던 어머니의 안쓰러운 모습을 언 하면서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그간 속상했던 마음을 표 하 다. 본 연구에서 주로 탈모와 같은 외양상의 변화에 

한 언 은, 아동 참여자들이 십  청소년이기에 성장과정상 ‘신체상’ 형성  발달

에 근거하여 더욱 더 외모에 심을 보이는 시기와 연 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

었다. 

  한편 어머니의 신체증상 경험은 아동참여자들이 어머니와 그동안 얼마만큼의 시간

을 함께 보냈는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가 아 지라도 한 집에서 

같이 지냈을수록 어머니의 고통에 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유방암 환자인 어

머니가 자녀 양육과 가사 일이 암 치료에 부담이 된다거나 자녀가 자신 때문에 상처

를 받을까  친척집에 보내 양육을 맡기는 경우가 지 않았으며, 입원 기간 동안은 

부분 자녀와 분리되어 있었다. 결과 으로 참여자들은 일정 기간 어머니와 잠시 헤

어진 상태가 있었으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치료 경험에 해 정

확히 모르고 있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간혹 떨어져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

는 경향이 다분한 참여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헤어짐과 분리’ 그리고 ‘그리움’은 부

모-자녀 애착 형성  유지에 있어서 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이 부분

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  효 도 하 기  단 계

  부모의 질병은 자녀에게 있어서 반복되는 입원  퇴원, 아  부모를 만나기 해 

병문안을 가야 하는 것,  퇴원한 부모를 가정에서 돌보야 하는 것 등으로 인해 가

정생활 일상에서의 변화를 야기한다(Visser 등, 2004). 이  단계인 유방암을 투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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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지켜보는 동안 아동 참여자들은 다양한 심리  힘듦을 경험하는 동시에 어

떻게 하면 그 상황을 극복할 것인지에 해서 한 출구를 찾고 있었다. 아  어머니

를 신하여 어머니가 평상시에 가정에서 수행하던 일들을 신해야 하는 부담 속에

서도, 그러한 추가되는 일거리에 해 아  어머니를 돕기 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차 간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특히 한국의 유교 문화 사상에 바탕을 이루

는 ‘효’의 정신에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단되었다.  

  효경에서 제시하는 효는 부모에 한 자녀의 정성된 마음과 행동을 의미하며 ‘효도’

는 곧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道理)이다( 선자, 2010). 본 연구에서 아동 참여자들은 

유방암 쾌유를 바라면서 아  어머니를 ‘이해’하고자 노력하 는데, 가능한 모든 수단

과 방법을 동원하여 ‘기쁘게 해드리기’는 효의 실천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마음이었

다. 한 어머니 역할을 신하여 집안일을 하고, 학생의 본분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며, 어머니의 치료를 해서라면 갖가지 정보도 검색하는 등의 략들을 몸소 이행

한 것은 참여자들이 아  어머니를 돕기 한 당연한 마음에 입각한 부모 섬김의 실

천 행 로 여겨졌다.  

  연령에 불문하고 우리나라 아동들은 문화  배경 상 낳아주신 부모에 한 무조건

인 효도는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데(안 란, 2010; 이임순, 박 신, 김

의철, 2009; 정부용, 박 신, 2006),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과거 아 기 에 어머

니가 자신들을 헌신 으로 돌 주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제는 아  어머니를 아동 

자신이 ‘돌볼’ 차례라고 말하는 등 효의 실천에 강하게 동기부여 되었다. 타 문헌에서 

제시된 자녀의 표 인 효도하는 행동은 순종( 선자, 2010; 장정 , 2010), 부모를 

도와 (안 란, 2010; 신이 , 2012), 그리고 학업충실(신이 , 2012)이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도와 ’이라는 속성은 어머니가 아 다는 맥락

에서 ‘돌 ’의 차원으로 다수의 참여자들로부터 두드러진 진술로 출 하 다. 

  참여자들이 아  어머니를 해 열심히 효도하려고 할 때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었다. 첫째, 어머니 빈자리를 신하여 가정 내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한 부담감

이었으며 둘째, 어머니의 돌 에 극 이지 않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움이나 증오 

등의 부정 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 수행  아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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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양상에 따라 아동 참여자들의 어머니 역할 수행의 정도에도 향이 있는 것으

로 보 다. 이러한 역할부담감은 암환자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

는 부모의 자녀에게서도 나타났는데, 일례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한 아버지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를 신하여 집안일을 할 때(박미 , 2006), 신체장애가 있는 

부모를 신하여 몸이 불편한 부모의 신체 일부가 된다거나 몸과 마음이 늘 부모 곁

을 떠날 수 없을 때(김미희, 2006)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 참여자

들은 비록 어머니의 암 투병에 있어서 일차 혹은 주요 돌  제공자는 아니었지만, 어

머니 역할을 보조 으로 수행하면서 어머니 에서 가장 가까운 아버지의 아  어머

니를 향한 태도를 찰하며 어머니를 향한 돌 에 있어서 복합 인 감정들을 배가시

켰다. 

   

  5 .  혼 란  속 에 서  나  찾 기  단 계

  

  아  어머니를 해 복잡한 감정들과 느낌들을 처리하며 효도하기로 결심하고 행하

는 가운데 드러난 참여자들의 노력은 그러한 혼란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

고자 하는 노력이자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비춰졌다. 특히 참여자들은 발달단계

에 따라 조 씩 형태가 다르기는 하 지만 부분 래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 스를 

풀고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형성하게 되는 친구 계는 청소년에게

는 으로 요하게 작용하는데,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부모

와의 정서  공유가 어려워짐에 따라 부모와의 계는 소원해지는 반면,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아지게 되고 미래에 한 불안감과 자신에 한 고민을 친구와 함께 

공유하며 친구에게 많은 의존을 하게 되며(홍주 과 도 심, 2002), 친구들은 애정, 동

정, 이해의 근원의 장이며, 한 실험의 장이며, 부모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을 얻기 

한 후원의 장이 된다(정옥분, 2005). 부모가 암인 경우 청소년들은 특히 더 학교를 

비롯하여 집밖에서의 활동이 필요로 되는데(Azizi, 2009; Clemmons, 2009; Stiffler, 

Barada, et al., 2008), 그 이유는 청소년들에게는 정상 인 학교생활  친구들과의 우

정을 쌓는 등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Kristjans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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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암 투병으로 인해 얻은 스트 스를 풀 수 

있었던 바람직한 정상화(normalization) 돌 구가 바로 가정 밖에서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identity) 찾기 다고 단되었다. 

  참여자들은 불안  두려움, 우울함과 속상함과 같은 내 으로 힘든 상황을 벗어나

기 해서 집 밖에서의 활동에 몰두하 으며, , 고등학생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청소

년기의 복잡한 심  상황으로 인해 더욱 어머니의 질병과 자신을 완 히 별개로 떼어 

놓으려는 처 략도 사용하 다. 부모의 암에 해 회피하는 것은 타 연구들에서의 

결과와 일맥상통하 다(Kristjanson et al., 2004; Stiffler, Barada, et al., 2008; Stiffler, 

Hasses, Hosei, & Barada, 2008). 이러한 결과의 맥락에는 학년이 높을수록 소극 이

면서도 회피 인 처 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연구 결과를 용해볼 수 있다(박진

아, 2001). 이는 단지 상황과 환경에 응하기 해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조 하거나 

문제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다. 권 호(2003)의 연구에서도 보편

으로 ․고등학생들은 소극 인 처와 상황이 호 되기를 막연히 소망하는 실 회

피  처가 많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역시 아  어머니의 투병 

상황을 회피하며 어머니의 질병에 해 언 하지 않거나 질문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어머니의 신체변화에 해서도 궁 해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 다. 하지만 동시에 어

머니의 아  모습을 보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보아 상황 회피 역

시 아동 자신의 힘듦을 해결하기 한 어쩔 수 없는 처 략이었으며 내심 어머니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청 소 년 들 에 게  있 어 서  가 족 은  무 시 할  수  없 는  요 한  사회  시 스 템 이 지 만 , 그 들

의 삶 에  한  정 상 화 의 느 낌 을  제 공 하 는  데 에 는  가 족 보 다 는  친 구 와  학 교  시 스 템 이 

청 소 년 들 의 처 에  훨 씬  큰  도 움 이  된 다 (Compas, W orsham, Ey, &  H owell, 1996). 

본  연 구 에 서  참 여 자 들 은  아  어 머 니 가  있 는  가 정 이  아 닌 , 학 교 라 는  사회 에 서  래

친 구 들 과  학 교  선 생 님 들 로  인 해  지 지 받 고  싶 어  했 다 . 어 쩌 면  가 정  내 에 서 는  가 족 

구 성 원 들  모 두 가  각 자 의 암 환 자  가 족 으 로 서 의 힘 듦 을  스 스 로  해 결 해 야  하 므 로  서

로  보 듬 어 주 기 에 는  부 족 한  이  있 었 을  것 으 로  사료 되 었 다 . 청 소 년 일 지 라 도  아 동 은 

아 동 이 기 에 , 지 지 와  격 려 의 손 길 을  받 거 나  아  아  어 머 니 에  해  생 각 할  필 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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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이  다 른  심 사에  집 할  수  있 는  학 교 라 는  환 경 에 서  비 로 소  본  연 구 의 참 여 자

들 은  ‘나 는  구 인 가 ?’라 는  자 신 의 정 체 성 을  쉽 게  찾 아 나 갈  수  있 었 을  지 도  모 른 다

고  여 겨 졌 다 .  

  Clemmons(2009)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치료가 끝나갈 때 청소년은 자신의 삶이 이

으로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자아를 찾

고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시기는 거의 어머니의 유방암 치료로 인한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안정권에 이르 거나 혹은 치료가 종료되어가는 시 과 맞물리는 경향이 있

었다. 어머니의 회복에 맞추어 아동도 일상으로의 회귀하다보니 스스로 ‘이제 내가 

구지, 구 더라?’라고 자문하며 자신이 가야할 길인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찾아가는 

모습이 두드러졌던 것이었다. 어머니가 여 히 치료 과정 에 있을지라도 참여자들

은 진단 기나 투병이 한창 진행될 당시의 심리  혼란보다는 비교  안정되었기에 

무던해졌다고 표 하 다. 결과 으로 유방암 자녀로서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암을 경

험함으로써 복잡한 심리를 다루며 고군분투하지만 아  어머니를 생각하여 다양한 행

동 략을 세워 수행하면서 차 내면으로 나(자아)는 구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어디로 나아갈 지에 해 자아 성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과정 에서 시기 으로 등장한 ‘심리  혼란’은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직후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의 경험의 과정 반에 걸쳐서 향을 미

쳤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  혼란 속에서 홀로 힘들어할지 모르는 유방암 환자 자녀

들을 상으로 그들의 힘듦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면서 도움을 제공해  수 있어야 

하겠다. 한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찾기 한 노력은 참여자들이 아동, 청소년이라

는 에서 종착 이 아니므로, 그러한 ‘찾기’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더욱 탐

색하고 유방암 재발과 같은 어머니의 질병 상태 악화와 함께 개진될 수 있는 이후의 

‘자아 찾기’에서의  다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 깊은 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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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제 언

A .  결 론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는 아동 양육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부모 자녀관계나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방암 어머니를 둔 자녀들을 

상으로 아동의 입장에서 바라본 어머니의 질병에 한 경험의 과정을 알아내고자 

시도되었다. 

  축코딩에서 패러다임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인과  조건은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소식 듣기’ 고, 이로 인해 아동은 ‘심리  혼란’을 겪었다. 심리  혼란이라는 심

상에는 아동이 ‘유방암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재까지 살아오는 동안 형성된 

‘부모와의 계’가 맥락 인 조건으로 여하고 있었으며, 재  조건으로 투병 인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상호작용 략은 상황을 극복하기 하여 

유방암에 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어머니 역할로 환하기, 그리고 어머니에게 효도

하는 것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상황에 머

무르기보다는 내 으로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철듦’, 자신과는 별개로 진행되거나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 ‘무덤덤해짐’이었으며 모두 아동이 스스로의 ‘자아’를 발견

하거나 찾아가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났다. 선택코딩에서 핵심범주는 ‘혼란 속에서 나 

찾기’로 나타났으며, 유방암 환자인 어머니의 질병에 한 자녀들의 경험은 ‘유방암진

단 듣기’, ‘혼란한 시기’, ‘투병과정 지켜보기’, ‘효도하기’, ‘혼란 속에서 나 찾기’라는 일

련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유방암 질병에 한 자녀들의 경험은 아동 개인, 가족들, 그리고 아동과 

그 가족이 속한 사회문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써 아동의 발달  특징에 맞물려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유방암 환자인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겪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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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제 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 자녀의 질병경험에 하여 알아보았다. 향후 이 을 고려

하여 다양한 암환자 자녀들을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심층면담을 통해 암환

자 자녀의 질병경험 모델을 보다 정교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가족의 역동성을 보기 하여 유방암 어머니, 아버지, 자녀 등 가족 구성원 각각의 

경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3. 본 연구는 어머니의 유병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 지만, 유방암이 만성질환임을 

감안하여 자녀들이 성장해가면서 경험하는 종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본 연구는 어머니의 유방암 재발과 말기단계는 제외하 지만 추후연구에서는 말기 

암환자 자녀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5. 보건교사를 포함한 학교 선생님이나 병원 의료진에 의한 암에 한 교육 로그램

이 필요하며 이 때 암환자 자녀들을 상으로 발달연령과 교육수 , 지  욕구 등

을 고려한 재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암 부모의 자녀를 한 자조그룹, 온라인 상담  지지 등의 교육 , 지지  정책

이 필요하다. 

7.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동이어서 힘들었던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에게 연구에 한 동의를 얻은 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이제 치료가 끝났는데 그때의 기억을 되돌리게 해서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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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 하 다. 역시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어머

니들은 학업에 열 해야 되며, 시험을 앞둔 상황이라 민감하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 하 다. 이에 연구 참여에 응해  몇몇 어머니들은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 

달라는 조건으로 동의하기도 하 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때 가능한 학

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기를 고려하여 모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달기  에서 본다면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자신의 생각

과 의사를 표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솔직한 

감정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느 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직

인 면담과 함께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채 이라든가 화  메일, SMS 문자, 그

림 그리기 등 다양한 방법을 극 활용하여 자료 수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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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연 구 의 의의

 본 연구의 간호이론  연구와 간호실무, 간호교육 측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  간 호 이 론   연 구  측 면

  본 연구는 어머니가 유방암일 때 자녀들의 질병경험과 과정을 악하여 자녀의 경

험에 한 이론틀을 마련하 다. 유방암 환자 자녀의 경험과정에 한 개념화와 역동

에 한 도식화를 통해 향후 유방암 어머니를 둔 자녀를 한 재연구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 다. 

  2 .  간 호 실 무  측 면

  임상 장에서 간호사들은 암환자와 더불어 그 가족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뿐만 아니라 진단부터 치료과정과 장․단기  회복의 과정에서 그

들의 자녀에게도 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며, 특히 자녀의 요구도 사정, 정보  

지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울 수 있는 가족 심의 

개별 인 간호 재를 제공하는데 근간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 다. 

  3 .  간 호 교 육  측 면

  ‘암은 곧 죽음’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이 암 부모-자녀간의 직 인 화와 교류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기 하여 교육과 홍보를 

한 정책이 필요하다. 한 암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과 경험을 포 하는 

가족 심의 교육 재 마련에 있어서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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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안내 및 참여 동의서(부모용)

연구주제: 어머니의 유방암 질병에 대한 자녀의 경험

연구자: 박 미영(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연락처: 010-3***-8***)

연구에 대한 안내

 본 연구는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을 자녀들이 보고 경험

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면접은 세 번 이상 진행될 

수도 있으며, 매회 면접은 30분~1시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면접을 하는 동안 

면접자의 이야기는 녹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녹음은 본 연구이외의 목적으

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경험하게 되는 자녀들에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연구자로부터 상기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정보를 

제공하여 녹음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면담의 내용은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되며, 연

구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과 연구 도중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의지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자: ____________________ (인)

연구자: _____________________(인)

부 록  1 .  사  동 의서  ( 부 모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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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안내 및 참여 동의서(자녀용)

연구주제: 어머니의 유방암 질병에 대한 자녀의 경험

연구자: 박 미영(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연락처: 010-3***-8***)

연구에 대한 안내

 본 연구는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을 자녀들이 보고 경험

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접은 세 번 이상 진행될 수도 있으

며, 매회 면접은 30분~1시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면접을 하는 동안 어머니의 

질병치료과정에 대한 경험들을 물어볼 것이며 면접자의 이야기는 녹음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녹음은 본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

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머니

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경험하게 되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연구자로부터 상기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정보

를 제공하여 녹음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면담의 내용은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되

며, 연구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과 연구 도중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의지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합

니다.

20  년    월    일

참여자: ____________________ (인)

연구자: _____________________(인) 

부 록  2 .  사  동 의서  ( 자 녀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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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  면 담  가 이 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면담가이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이 제시된 문제에 하

여 개 인 느낌이나 생각을 답하면, 그 때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추가 질문

하 다. 역으로 상황에 한 행동을 먼  언 하 으면, 그 행동에 한 느낌이나 생

각을 질문하여 보완하 다. 

1. “어머니가 아 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려보자. 특

별히 생각하는 사건이나 상황이 있으면 말해 래?

  1번의 질문에 답을 속 시원하게 못하는 아동들에게는 유방암 질병과정에 하

여 단계별로 다음의 질문 2, 3, 4, 5, 6번을 추가하여 물었다. 

2. “어머니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하고 집에 오셨을 때를 떠올려 보자. 그날 있었던 

일을 아침부터 쭉 얘기해 볼까? 그 때의 어머니의 모습이 어땠니?” 

3. “어머니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었을 때를 떠올려 보자. 그때의 어머니의 모습이 

어땠지? 

4.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를 떠올려 보자. 병원에 어머니 보러 가는 날 아

침부터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서 얘기해 볼까? 입원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어땠어?”

5. “어머니가 항암치료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을 때( 는 삭발했을 때)를 떠올

려 보자.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서 얘기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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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머니가 아 고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때를 떠올려 보자. “그 때 

무슨 생각이 들었니? 

  어머니의 질병을 간 으로 경험한 내용의 구체 인 변화들에 해서는 다음과 같

이 질문하 다(질문 7, 8, 9번). 

7. “어머니가 아 기 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일들이 있다면 뭘까? 

8. “어머니가 치료를 받기 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집에 안 계실 때를 떠올려보자. 어

머니가 없는 집에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니?

9. “어머니가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네가 가장 힘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자. 언제가 가

장 힘들었지? 힘들었던 하루를 기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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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하위범주 상위범주

가족으로부터 어머니의 암 진단을 들음
안 좋은 소식듣기

소식을 접함의사로부터 어머니의 암을 들음

불길한 느낌을 감지함 눈치로 알게 됨

질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지식부족 심각성을 인식함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에 충격을 받음 놀람

심리적 혼란에 연루됨

무섭고 두려움 두려움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별 생각 없음

하필이면 어머니인가 싶음 화가 남

어머니의 암 진단에 속상함

속상함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면 속상함

삭발한 어머니 때문에 속상함

철부지동생들 때문에 속상함

어머니를 숨김
창피함

가발을 선물하려고 함

이유 없이 짜증남
짜증남

잦은 병문안이 짜증남

어머니에게 힘내라는 표현을 하지 못함 답답함

어머니가 밉지만 빨리 낫기를 바람 양가감정이 생김

항암치료로 어머니가 힘들어 함 어머니가 힘들어 함

아픈 어머니를 지켜봄

수술로 어머니의 몸이 달라짐

어머니의 몸이 달라짐삭발한 어머니를 봄

방사선 치료로 어머니의 몸이 달라짐

어머니가 신경질을 많이 냄 어머니의 성격이 달라짐

어머니가 허용을 해 줌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짐

삭발한 어머니가 낯설음 어머니가 낯설게 느껴짐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쁨 평상시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음

가족들의 변화를 경험함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쁨

어머니 위주로 바뀜

가족의 일상이 변함학원가는 시간이 길어짐

함께 가족 여행을 가지 못함

형제자매의 성격이 달라짐

가족구성원들이 변함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변함

아버지가 달라짐

가족역할이 달라짐

부 록  4 .  근 거 자 료 의 범 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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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하위범주 상위범주

어머니의 치료 때문에 밀려남

어머니로부터 분리됨

가족들의 변화를 경험함

어머니 없는 집이 텅 빈 것 같음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함

어머니의 부재로 힘이 듦

어머니를 도와주지 못해 아쉬움

어머니가 없는 동안 자유를 만끽함

어머니가 보고 싶음

다시 만난 어머니가 반가움

어머니의 증상과 치료에 안심이 됨
달라진 생활에 익숙해짐

달라진 생활방식에 익숙해짐

유방암에 대해 궁금함 유방암에 대한 정보를 추구함

유방암관련 정보를 탐색함

유방암에 대해 찾아봄 유방암에 대한 정보를 탐색함

불행 중 다행임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바뀜질병에 대해 이해하게 됨

다른 질병과 비교함

동생을 돌봐줌
역할이 변함 어머니 역할을 대신함

책임감을 느낌

불편함을 감수함
어머니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싶음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로 결심함

어머니에게 약을 챙겨 줌

어머니를 응원함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 줌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함

어머니의 기분을 헤아림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음

무거운 짐을 들어줌

신체적으로 힘든 어머니를 도와줌집안일을 도와줌

심부름을 함

동생과 싸우지 않음 동생과 사이좋게 지냄

어머니를 보살펴주고 싶음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함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봄
스트레스를 해소함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함

운동을 함

용돈을 모음
용돈을 모으고 아낌

용돈을 아낌

가족의 도움을 받음
주변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함 긍정적 사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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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하위범주 상위범주

어머니의 회복을 바람

기대와 바람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함
어머니와 함께 할 일이 기대됨

가족이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바람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언급을 피함 어머니의 질병에 대한 

언급을 회피함
상황을 회피함

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음

차마 책을 읽어 달라는 말을 못함
개인적 욕구를 억제함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못함

힘든 치료를 견뎌준 어머니가 고마움

감사함

철든 나를 발견함

어머니를 돌봐 준 누나가 고마움

우리를 챙겨준 아빠가 고마움

어머니를 간호해주지 못함

후회함속마음을 표현 하지 못함

동생을 잘 챙겨주지 못함

친구들과 싸우지 않음
성숙함

친구들과 노는 것을 자제함

어머니를 지키고 싶음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음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함 어머니를 이해함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함
내가 할 일을 찾음

또래집단과 어울림

어머니의 질병에 무뎌짐 무덤덤함 무덤덤해진 나를 

발견함질병에 관심이 없음 무관심함



- 145 -

부 록  5 .  생 명 윤 리 심 의 원 회  연 구  진 행  승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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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 h i l d r e n ’s  E x p e r i e n c e s  w i t h  t h e i r  M o t h e r ’s  B r e a s t  C a n c e r :  

‘Finding Myself in Chaos’

                                                        Park, Mi You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Little research has investigated on how children whose mothers were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experience their mothers' disease.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that was based on grounded theor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children whose mothers had breast cancer. 

  Data were obtained for 1 year from June 2012 to June 2013, and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using an interview guide that consisted 

of both semi-structured and open questions.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participants’ homes or the researcher’s office. The age of participants ranged from 

11 to 18 (N=12). Each interview lasted 30 to 120 minutes, and the number of 

interviews varied from one to three per participant.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conducted simultaneously, and constant 

comparative methods were used. Based on the work of Strauss and Corbin (1998), 

3-level-coding (open, axial, and selective) was used to conceptualize dat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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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also used diagramming as an additional analysis strategy to identify 

relationships among concepts and clarify various situations. Field notes from 

interviews and memo-writing were integrated into the analytic process. 

  Twelve major conceptual categories resulted from the coding process and 

included the following: accessing bad news, cognizing severity, involving into 

emotional confusion, watching sick mother, experiencing family change, searching 

on breast cancer, replacing the role of mother, deciding to do HYO, avoiding the 

situation, overcoming the situation, being flat(blunt), and feeling growing-up. The 

core category of finding myself in chaos was drawn from a series of processes 

of hearing the news on mother’s breast cancer, being emotionally confused, 

watching mother’s struggle with breast cancer, doing HYO for sick mother, and 

finding myself.

  Participants’ experiences began with hearing about their mothers’ breast cancer 

or having an inkling and the emotional confusion that followed. How severely 

cognizing the cancer and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child also 

affected the participants’ emotional turmoil. With various emotions and feelings, 

participants were involved in their mothers’ battles with breast cancer. While 

directly and indirectly experiencing the mothers’ cancer treatment, participants 

tried to deal with their emotions; one way they did this was searching for 

information on breast cancer and taking on their mothers’ roles. Gradually, 

participants tried to find how to best help their sick mothers, and consequently 

they did HYO. Participants also tried to overcome stressful situations that 

resulted from their mothers’ illnesses. They also sometimes avoided the situation. 

Throughout the period of emotional confusion, such as chaos, participants 

regarded themselves as being mature or calm. The consequences of either 

growing-up or being blunt were found within the process of making the effort to 

finding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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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periences of children whose mothers have breast cancer were the 

products of actions and interactions among human beings at the level of the child 

participant, his or her family, and society or culture, including the individual and 

his or her family. Within the three levels of dimensions, participants who were 

school-aged or teenagers tried to find themselves for their sick mother, in spite of 

their struggle with various emotions and feelings. The resulting conceptualization 

of ‘finding myself in chaos’ can help nurses provide extended quality of care for 

patients with breast cancer and their children, especially in terms of bettering 

understanding children’s emotional struggles and intervening in their subsequent 

behaviors as possible. 

Key Words: children, experience, mother, breast cancer,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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