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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직장암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암종이며 저위전방절

제술은 직장암의 표준치료로 직장암을 진단받은 대다수의 환자에게 시행

되고 있다.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후 90%에 이르는 환자들이 증상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술 후 잦은 배변, 급박감, 잔변감, 변누출, 변실

금 등의 증상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저위전방절제증후군을 경험하게 된

다. 이는 저위전방절제술 환자의 삶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배변이라는 지극히 노출하기 꺼려하는 개인적 부분

을 포함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로는 환자의 경험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서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질병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5년 미만인 

직장암 환자 11명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질적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MAXQDA 10 질적자료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olaizzi 

(1978)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Merleau-Ponty (1945/2002)의 몸의 

현상학의 견지에서 기술되었다.  

본 연구 결과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질병 경험에 대해 

5개의 주제모음과 10개의 주제로 도출하였다.  

1) 제 1주제 모음인 “송두리째 빼앗긴 몸”은 참여자가 직장암을 진단

받고 저위전방절제술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경험으로, 직장암

으로 인한 이상증상을 간과하다가 갑작스런 직장암 진단으로 의료



ii 

진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수동적인 치료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는 ‘소중한 몸의 배반’, ‘몸에 대한 주도권 포기’와 같은 주제로 나

타났다.  

2) 제 2주제 모음인 “객관화된 몸”은 저위전방절제술 직후의 경험으

로, 참여자는 수술 후 과거의 건강했던 삶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 이는 ‘몸에 대한 주도권 복귀’와 같은 주제로 나타났다.  

3) 제 3주제 모음인 “배변에 구속된 삶”은 저위전방절제증후군에 대

한 경험으로 수술 후 배변 통제력을 잃으면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배변에 대한 

통제권 상실’, ‘기력회복과 통증 사이의 딜레마’, ‘남모르는 고통 속

의 고독감’과 같은 주제로 나타났다.  

4) 제 4주제 모음인 “새로운 삶을 향한 고군분투”는 참여자가 손상된 

현재의 몸으로 세계로 기투하기 위해 현재의 몸에 집중하고 적응

해나가는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통감수를 통한 몸과 마음

의 치유’, ‘익숙해져 가는 새로운 생활’과 같은 주제로 나타났다. 

5) 제 5주제 모음인 “실존의 본질에 대한 자각”은 참여자가 본인의 

질병경험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경험을 나

타내고 있다. 이는 ‘실존을 이어주는 긍정의 힘’, ‘삶과 죽음의 통

찰’과 같은 주제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질병 경험의 핵심은 

갑작스런 직장암 진단 후 마치 암 치료의 해일에 삼켜진 듯 수동적으로 

휩쓸린 직장암 치료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수술 후 손상된 자신의 몸에 

집중하고 현재의 몸에 상응하는 자신만의 전략으로 새롭게 세계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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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의미를 성찰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직장암 환자의 암 진단에서부터 저위전방절제술의 부작용으

로 인한 고통과, 그러한 고통 속에서 손상된 자신의 몸을 새로운 자아로 

받아들이는 삶의 경험을 기술하였다. 이는 대상자들의 질병경험을 단순

한 신체 증상의 나열이 아닌, 메를로 퐁티의 몸의 현상학에 기초하여, 

대상자들의 언어적 표현으로 총체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직장암 환자의 저위전방절제술과 관련된 질병

경험에 대한 의료진들의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한다.  

 

주요어 : 직장암, 대장직장수술, 질적 연구 

학  번 :  201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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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장암은 그 발생에 있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암 종으로 

2011년 암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암 발생의 12.9%로 3위를 차지하고 있

으며(통계청, 2012)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치이다. 생활습관 및 

식이의 서구화로 대장암 발병률 증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대한대장항문학회, 2011).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장암에서도 직장암이 결장암보다 높은 빈

도를 차지한다. 현재까지는 수술이 가장 명확한 치료법이지만 직장의 해

부학적인 위치로 인해 수술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김종우, 2006). 저위전방절제술(low anterior resection, 이하 LAR)

은 현재 직장암 치료의 표준 술식으로 종양의 위치 등 괄약근보존술이 

불가능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장암 진단 후 대다수의 환자에게 시

행되고 있다(Cancer Reserch UK., 2011).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후 90%에 이르는 환자들이 증상의 정도의 차

이는 있으나 수술 후 배변 관련 기능이 변화되는 저위전방절제증후군

(low anterior resection syndorome, 이하 LARS)을 경험하게 된다 

(Williamson, Lewis, Holdsworth, Finan & Johnston, 1994). 이는 직장

을 절제하고 나서 잦은 배변, 급박감, 잔변감, 변누출, 변실금 등의 증상

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조각배변(bowel fragmentation) 

등으로 증상을 표현하기도 하며 한 두 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의 소량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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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배변 급박감을 갖게 되는 증상을 가리킨다. 변

실금 증상으로는 변이나 가스 배출을 참기 힘들거나 변의 성상을 감별하

기 곤란하거나 야간에 실금하는 현상 등이 나타난다(Bryant, Lunniss, 

Knowles, Thaha & Chan, 2012). LARS의 구체적인 생리적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원인으로는 직장용적 및 유순도 감소, 자율신경계 손

상, 자동문합기 삽입에 의한 괄약근 손상, 변의 성상을 감별하는 표본검

색반사의 감소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Romaniszyn et al, 2012). 직장절

제 후 겪는 이러한 배변 기능 손상은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어

느 정도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객관적 분석에 있어 각기 다른 

면을 보이고 있으며 회복 후에도 수술 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그

리고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기능적인 향상은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Kakodkar, Gupta, & Nundy, 2006).  

LARS는 직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과 김금순, 2014; Vironen, Kairaluoma, Aalto & Kellokumpu, 

2006). 하지만 직장암 환자에 대한 간호연구는 주로 장루환자를 대상으

로 이루어졌으며, LARS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LARS은 

배변과 관련된, 노출하기 꺼려할 수 있는 개인적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양적인 연구로는 환자의 고통과 경험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암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

한 척도는 대부분 암과 관련한 다양한 증상의 유무 및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개발 과정에 있어 환자의 참여 없이 개발되어졌고, 환자의 실제

적인 체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구할 수 없어 직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Wilson, 2006).  

직장암 진단과정과 수술 전 항암방사선요법은 주로 외래에서 시행되고, 

http://www.ncbi.nlm.nih.gov/pubmed?term=Kakodkar%20R%5BAuthor%5D&cauthor=true&cauthor_uid=16970574
http://www.ncbi.nlm.nih.gov/pubmed?term=Gupta%20S%5BAuthor%5D&cauthor=true&cauthor_uid=16970574
http://www.ncbi.nlm.nih.gov/pubmed?term=Nundy%20S%5BAuthor%5D&cauthor=true&cauthor_uid=1697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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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은 LAR 수술 시에만 국한되므로 주로 5일 이내로 단기간이다. 또한 

이후 수술 후 항암요법 및 정기적인 추적관찰 모두 외래에서만 이루어지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임상에서 LARS와 관련한 간호사정이나 

중재제공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LAR과 관련한 질병경험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LAR 후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대상자들을 간호하기 위해, 

‘LAR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질병 경험’이라는 현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직까지 LARS를 겪고 적응하는 환자의 경험

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한 질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 현상은 LAR을 받은 직장암 환자가 직장암 절제와 함께 손상된 몸

으로 인해 부작용을 경험하고 적응하는 과정으로 대상자의 몸에 일어나

고 몸에 의해 지각되는 것이다. Merleau-Ponty는 지각의 현상학을 통해 

현상학은 신체적 주관에 의해 체험된 근원적 삶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다고 말한다(조광제, 2004). 현상학에서 신

체는 객관적인 삼인칭의 유기체로서의 신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환경에 

몸담고 실존하는 주체로서의 몸으로서, 정신과 분리 된 것이 아니라, 실

존 주체로서의 의식이 담긴 지향성을 가지고 이 삶의 세계에로 개방되어 

있다(공병혜,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Merleau-Ponty의 몸의 현상학

(1945/2002)을 통해 경험의 주체로서의 직장암 환자의 몸이 어떻게 이

러한 현상에 관여되고 적응되는지, 그 과정 중의 실존적 의미에 대해 탐

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환자의 시점에서 LAR을 받는 직장암 환자의 체험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할 기회이자, 의료진이 그 체험 가운데에서 환자의 고통을 경

감하고 도울 중재방안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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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암 환자의 LAR에 대한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탐색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LAR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질병경험은 어떠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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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직장암환자의 외과적 치료 

직장암의 수술 원칙은 종양 부위의 조작을 최소한으로 하고, 근위부의 혈

관 줄기를 고위 또는 저위에서 결찰하고, 유착 또는 침범된 주위 조직을 원

발 종양과 함께 병행 절제하며, 종양의 근위부와 원위부의 장관을 폐쇄하여

야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직장암 환자의 수술은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중, 하부 직장암 환자에서 절대적으로 시행되던 복회음절제술에서 현재 괄

약근 보존술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자동 문합기 등 수술 기구 및 술기술의 

발달과 함께 종양학적인 연구결과 원위부 절제 여유가 1-2cm 정도까지 가

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른 것이다(김종우, 2006). 괄약근보존술의 표

준술식인 LAR은 영구 장루를 피할 수 있어 신체상 및 정서 면에서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으나 배변기능 장애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환자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yant, Lunniss, Knowles, Thaha & Chan, 

2012).  

배변 자제를 유지하는 생리적 기전들은 복합적이며 여러 해부학적 구

조물이 서로 연관되어 협동적으로 작용한다. 직장을 절제하고 결장-하부

직장 혹은 결장-항문 문합을 하면 저장소 역할을 하는 직장과 항문을 

닫는 항문 괄약근 기능 및 직장과 항문관 간의 상호협동의 균형이 손상

된다. 즉, 수술로 인해 배변과 관련된 복합적인 기능적 구조물이 절제, 

대체되거나 손상을 입으면서 해부학적∙기능적으로 큰 변화가 오게 되어 

수술 전의 배변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이상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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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LAR 후 겪게 되는 배변 긴박감, 잦은 배변, 변실금, 잔변감 등

의 변자제력과 관련된 기능손상 증상들을 LARS라고 한다. 잦은 배변은 

S자결장 절제에 따른 운동력 감소와 이로 인한 결장통과시간 감소, 직장

용적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변실금은 자율신경계 손상, 자

동문합기 삽입에 의한 괄약근 손상, 분변의 성상을 감별하는 표본검색반

사의 감소, 신생직장(neorectum)인 문합부위 결장의 용적과 탄력성 부

족에 기인하며 긴박성은 위의 두 가지 원인들에 모두 기인된다고 추정하

고 있다(Matsushita, 1997). 그런데 이러한 배변기능의 변화는 일률적으

로 일정하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조건에 따라 그 정도와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수술 술식의 차이, 원인 질환의 위치와 상태, 수술 

전후의 방사선, 항암제 보조치료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특히 술식에

서 문합부의 위치는 배변기능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Bryant, Lunniss, 

Knowles, Thaha & Chan, 2012). 문합부의 위치가 높을수록, 즉 항문연

에서 떨어져 있을수록 수술 후의 배변기능이 양호한데 이는 직장 절제 

후 잔여직장의 유무, 잔여길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항문

연과 문합부위가 가까울수록 배변횟수가 늘어나고, 변실금 발생이 증가

하며 분변성상에 대한 구별력이 저하된다(Ziv, Zbar, Bar-Shavit & Igov, 

2013).  

보편적으로 LARS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LAR 후 대부분의 환자가 

경험하게 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변기능은 어느 정도 서

서히 회복되는데, 대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과하면 상당한 정도의 

직장항문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변자제력

이 향상되는 이유로는 신생직장 용적의 증가, 괄약근 기능의 향상, 직장

항문 억제반사 회복, 신생직장 감각의 향상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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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rdain, Molloy, Gillen, Horgan, Kirwan, 1992). 그러나 증상 중에

서도 급박감은 비교적 회복이 잘 되지만 증가된 배변횟수나 변누출 등의 

문제는 잘 회복되지 않는다. 이는 생리검사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수술 후 시간경과에 따라 항문휴식압과 반사역치 용적의 저하는 지속 되

는 데 비해 최대수용 용적은 비교적 회복이 잘 된다. 또한 배변횟수는 

줄어들기도 하나 조각배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작 환자가 체감하는 배

변횟수는 여전할 수 있다(Eberhard, 2011). 

강성범 등(2005)은 직장암 환자에서 대변실금 관련 인자에 대한 분석

에서 연령이나 성별, 항문연으로부터 종양이 위치하는 거리, 육안형태, 

종양의 장벽 침윤도나 임파절 전이 등의 병기는 차이가 없었으나, 종양

의 크기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변실금 환자의 원인을 감별

할 때 종양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박인자 등(2005)은 직장암에서 괄약근 보존수술 후 기능변화와 생리

검사의 연관성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수술 후 3개월째 1일 평균 배변횟

수는 저위전방절제술에서 8.3회, 초저위전방절제술에서 10.5회이었고, 

변실금을 경험한 경우는 저위전방절제술에서 45.8%, 초저위전방절제술

에서 60.6%이었다. 이로 인해 한 달에 1회 이상 생활에 지장을 경험한 

경우는 저위전방절제술에서 45.8%, 초저위전방 절제술에서 51.5%이었다. 

원상림 등(2005)은 저위직장암에서 초저위전방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를 받은 환자군에서 받지 않은 군에 비해 배변 횟수가 많아 방사선치료

와 배변기능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주로 신생직장에 염증을 유발하고 용적과 탄력 저하 및 괄약근 자

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Mak et al, 1994). 

이은과 김금순(2014)은 LAR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불안, 우울, 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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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과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에서 직장암 환자의 LARS와 삶의 질은 

수술 시 절제범위, 항문연에서 종양까지의 거리, 수술 전 항암이나 방사

선 등의 치료 여부, 일시적 장루 보유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수술 후 LARS이 심할수록 직장암환자의 불안과 우울

이 높고, 삶의 질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2. 직장암 환자의 질병경험 

직장암 환자 관련 질적 연구로는 소수가 있었는데 최경숙(1996)은 직

장암 진단으로 복회음부절제술을 받고 약물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단일 

또는 병행하여 치료받는 여자 환자 4명을 대상으로 한 구술사적 접근을 

통한 사례연구를 시행하여 질병과정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경험을 기술

하였다. 직장암 환자는 증상발견 이후 암 진단으로 인한 절망감으로 자

기폐쇄(self-closure)에 이르게 되나 남편의 공감적 지지, 장기생존한 동

일질병 선험자와의 만남,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재인식, 결장루 관리 

숙달 등에 힘입어 질병의미가 변화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고 외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터놓는 개방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일상생활로의 복귀

와 함께 보다 확대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소희(2008)는 직장암 환자 부부 다섯 쌍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

담을 시행 후 자료 분석하여 남성직장암 환자 부부의 수술 후 성생활경

험에 대해 질적연구를 진행하여 각각 9개 주제모음의 주제를 도출하였

다. 남성 직장암 환자의 경험으로는 생존우선성, 신체건강위협성, 변화수

용, 회복희망, 친밀감이 깊어짐, 배우자 중심 욕구조절, 소통결핍, 욕구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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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도출되었고, 배우자(부인)의 경험으로는 변화수용과 안도감, 생존 

우선성, 놀람, 신체건강위협성, 친밀감이 깊어짐, 냉담, 소통결핍, 분노가 

있었다.  

오은정(2010)은 대장암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 시행 후 내용

분석을 통해 대장암 환자의 수술 전 경험에 대해 질적연구를 시행하였고 

대주제로 예상하지 못한 충격, 소주제로 대장암을 진단받은 경위와 치료 

받기 전까지의 경험을 보고하였다. 

김현정(2010)은 대장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문화기술지적 방법을 

이용하여 대장암 환자의 질병여정에 따른 자기관리를 주제로 질적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수술 전 자기관리와 수술 후 자기관리주제모음

으로 세부 주제를 도출하였다.  

박정애(2012)는 문화기술지적 방법을 이용하여 대장암 환자 13명을 

대상으로 대장암 환자의 생존경험(진단시부터 현재까지)을 주제로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그 주제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이상징후, 대

장암과의 직면, 치열한 순응, 숨고르기, 거듭 태어남’이었다.  

Desnoo & Faithfull(2006)은 근거이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LARS에 대

한 환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7명으로 괄약근 

보존술 후 평균 1년이 지난 환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괄약근 보존술 후 대상자의 적응경험은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 ‘정서적 적응과 사회적 낙인’의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자기효능감과 정상화에 대한 느낌’이 적응 과정의 전 단계에서 나타났

다. 그리고 수술 후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신체적 변화에 대부분의 대

상자들은 회복 기간 중 증상을 조절하고 중재하기가 힘들다고 표현하였

다. 신체적 증상 조절에 있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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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증상조절에 있어 환자는 

종종 부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기도 하였다(Desnoo & Faithfull, 2006). 

따라서 간호사는 이러한 암환자의 치료에 따른 만성적인 증상 조절을 위

해 지지적인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질병은 아픈 것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으로 병리적 측면보다 사회, 문

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Kleinman, 1980). 직장암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짊어져야 할 합병증, 그리고 이러한 증상에의 

적응과정은 직장암 환자에게 있어 하나의 삶의 전환(Transition)이며 이

러한 경험은 개인의 문화, 가치관, 사회적 상황의 차이 등에 의하여 개

인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독특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

다는 Meleis(2007)의 가정에 의한다면, 한국인 직장암 환자의 전방절제

증후군 적응 경험은 국외 환자의 경험과는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본

다. 따라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LARS 후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를 국내 

환자 간호에 적용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직장암 환자들이 LAR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체적 

증상을 겪고 심리적 경험을 하는지, 이러한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는 현

상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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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연구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개별적 경험을 중시하는 질적 연구 방법들이 특정한 형태로 발전되기

보다 지속적으로 분화되고 있듯이 간호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질적 연구 

방법들 역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주목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현상학이며, 연구자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대상자인 환자

나 보호자, 혹은 간호사들의 은폐된 경험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시도한다.  

현상학은 ‘우리의 지각경험의 사실들로 되돌아가는 여행’이며, 인간의 

살아있는 경험을 서술할 수 있는 방법이다(Anderson, 1991). 현상학에

서는 현상의 본질 혹은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상학에

서는 비록 경험이란 경험하는 주체에 따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달라

지지만, 동시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상호이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현상학의 핵심의미인 상호주관성

(Husserl, 1960)이다.      

연구대상자의 개별적 경험은 과학적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없고 경험 

전체를 개방적으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 경험은 

현상학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사태’이며 간호학에서 현상학을 

응용한다는 것은 “사태(Sache) 자체로”(Giorgi, 1985) 되돌아가고자 하는 

현상학의 이념을 수용하는 것이다(이남인, 2004). 이러한 현상학의 이념

은 궁극적으로 근원적 경험세계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데 있다. 경험세계

로 되돌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실제상황에서 다양한 현상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세계”(Giorgi, 1985), 즉 생활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이는 개념이나 이론적 세계가 아닌, 반성 이전의 세

계로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지평으로서의 경험적 세계를 의미한



- 12 - 

다. 후설은 과학적 태도는 “가능한 경험들의 개방적 무한성에서 생활세

계에 이른 바 객관적으로 과학적 진리라는 이념의 옷”을 입힌 것에 불과

하며 그 토대인 개별적 경험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였다(공병혜, 2003).  

현상학에서는 경험세계를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기술하기 

위해서 ‘무전제성’이라는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모든 

전제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현상학적으로 완전히 현실화할 수 

없는 진술들을 엄밀하게 배제(Husserl, 1931/1969)”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간호연구에서 이러한 현상학의 이념은 검증되지 않은 일상적 진술

들, 선입견들을 배제하고 연구 대상자의 경험세계로 직접 나아감으로써 

실현시킬 수 있다.  

무전제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취하고 있는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Husserl, 1931/2012)를 수행함으로써 도달 가능하며 Paley(1997)

는 이것이 바로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보았다. 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자

명한 것으로 받아들인 사물이나 세계 존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괄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박승억, 2009). 

그러나 판단중지를 설명하면서 쓰이는 배제(Ausschalting), 괄호치기

(Einklammerung) 등의 개념(Husserl, 1931/2012)은 현상학적 환원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파괴적인 절차와 비슷한 것이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상학적 환원이 지닌 적극적인 기능, 즉 

사태개시적인 기능을 보여주지 못한다(이남인, 2014). 따라서 이남인

(2014)은 현상학적 환원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판단중지보다 ‘태도

변경’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태도는 주체가 세계 전체를 어떻게 대

하느냐 하는 방식을 뜻하며, 태도에 따라 세계는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

로 경험된다. 그리고 주체가 어느 하나의 태도로부터 다른 태도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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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경험되던 세계가 다른 방식으로 경험되게 된다. 

즉 주체가 세계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취함에 따라 세계는 다양한 방식

으로 주체에게 현출하며, 세계에 있는 개별적인 대상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 그 태도에는 자연과학적 태도, 생활세계적 태

도, 미적 태도, 종교적 태도, 윤리적 태도, 정치적 태도, 사회적 태도, 경

제적 태도 등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남인(2014)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태도에서 다른 하나의 태도로 이행하는 과정이 ‘태도변경’이자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보았다.   

현상학적 방법의 공통적인 연구목적은 “이 집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본질과 구조는 무엇인가?”라는 연구질문을 가지고, 현상학적 환

원을 통해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밝히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간호

연구자는 현상학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환자나 보호자와 같은 연구대상자

의 경험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사태 자체’인 질병이나 고통 혹은 

돌봄에 대한 경험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의식과 그 대상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 현상학의 기본 전제이다. 또한 의식은 ‘지향성’을 가지며

(Husserl, 1931/2012), 이는 “의식은 언제나 무엇에 관한 의식이다.”라

는 의식이 지닌 본질적 속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대상과 그를 향한 

의식의 지향성은 서로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에는 그 본질 구조에 있어서 독특한 상관관계가 있다(이남인, 2004).  

현상학적 연구는 사태로서의 체험 또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지향성

이란 모든 유형의 체험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체험이 세

계 및 세계에 있는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개념이다. 꽃

의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하는 체험은 아름다운 꽃을 향해 있고, 간호하

면서 느끼는 다양한 애환의 감정은 간호의 대상인 환자를 향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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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모든 체험은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 및 세계에 있는 대상을 향하고 

있는데, 이런 성질이 다름 아닌 체험의 지향성이다. 

간호현상학에서 다루어지는 경험 역시 후설의 지향성 구조와 같이 언

제나 ‘~에 대한 경험’이다(홍성하, 2011). 그러나 이남인(2014)은 간호

학에서의 지향성 개념은 후설 현상학에서 논의되는 지향성과는 분명 차

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전자는 구조 상 연구대상자의 경험에 비중을 

두는 반면에, 후자는 전통적인 철학의 과제인 인식주관과 그 대상과의 

통일성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인식하는 주체, 즉 의식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현상학에서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중시

하는 이유는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간호학

의 본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며, 간호연구자가 밝혀낸 경험의 

의미를 토대로 환자를 돌보고 간호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은 다양하다. Merleau-Ponty는 체험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경험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 사물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신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남인

(2013)은 Merleau-Ponty에 의한 현상학적 연구는 자연과학적 사고방식

이나 이론 및 개념으로 이념화시킨 세계를 벗겨내어 우리의 지각에 있는 

그대로 드러난 생활세계 그 자체, 생생하게 현존해 있는 삶을 보기 위한 

것이고. 특히 그의 현상학은 이 세계가 이미 우리 앞에 직접적으로 현존

하며, 스스로 신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 세계의 소박함과 원초적 의미

를 복원하는 과정과 관계한다고 하였다.  

Merleau-Ponty가 지각의 문제를 몸의 문제(Merleau-Ponty, 1945/2002)

라고 본 것은 지각이 살아있는 몸을 가진 나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나의 

고유한 삶과 자유는 총체적 지각의 작용을 통해 열린다. 총체적 지각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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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침에 눈을 떠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

는 눈부신 햇살을 보고, 친구와 만나 얼굴을 보고 상대의 말을 들으며 

대화를 하는 등,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일어난다. 이 때 나는 보고 듣고 

느끼는 지각적 활동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개별적 지각에 의한 인식으로는 세계

를 이해할 수 없다. 세계에 거주하는 나는 정신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구

체적이고 살아있는 몸을 가진 나이다. 이 때 몸은 지각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심귀연, 2011).     

인간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간다. Merleau-

Ponty는 인간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세계-에로-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광제, 2004). 세계란 순수하게 객관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의식에 의해 구성된 이념적 세계도 아니다. 세계는 주

관성이 그 속에 거주하면서 그 안에 참여하여 자신을 확인하고 해명할 

수 있는 지각의 장이자, 지평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남인, 2013). 

Merleau-Ponty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세계로’ 열린 몸의 지향성을 

전개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erleau-Ponty에게서 “세계-에

로-존재”  즉, 세계로 열린 존재로서 실존적 인간의 토대는 주체로서의 

몸이다. 여기서의 몸은 육화된 의식으로서 지향적 작용을 한다.  

“몸은 객관세계로부터 자신에게 귀환함으로써 자신을 자신의 주위 환경

과 연결시키는 지향적인 끈들(intentional threads)을 끌어낼 것이고 종

국에는 지각하는 주체를 지각되는 세계로서 드러낼 것이다.” (Merleau-

Ponty, 1945/2002). 

Merleau-Ponty는 위 인용문에서 실존적 주체의 위치로 돌아간 몸의 

지향적 작용이 어떻게 주위환경인 세계를 연결하고 소통하게 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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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자 한다(조광제, 2004). 이러한 몸의 감각 간의 소통이 일어나

는 지각의 통일과 몸의 기관들 사이의 공간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

해 몸 도식(Schema corporel, Body image)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신체적 운동, 판단, 몸 이미지라고도 번역하며 다양한 자극과 몸짓

에 수반되는 무수한 이미지들의 조합으로, 이는 외적 대상물과 같은 위

치의 공간성이 아니라 나의 몸에 세계-에로 향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상황의 공간성(spatiality of situation)을 의미한다(공병혜, 2006). 

우리가 세계를 향해 교감하고 지각하고 행위 할 때 세계는 특정한 방식

의 일정한 질서로 구조화되고 형태를 취하게 되는 데, 이것이 몸 도식에 

의한 것이다. 즉, 몸 도식이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기 과제를 맞

이할 수 있는 몸의 상황”이며, 세계를 열고, 세계에 의해 열려지는 몸의 

체계이며 동시에 세계의 상관자인 것이다(Merleau-Ponty, 1945/2002). 

몸이 세계 내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가 다르면, 세계를 향해 각기 주

도적으로 발휘되는 몸 도식도 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감각들 간

에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지각의 장이 통일되어 나타나는 것이다(조광제, 

2004). 

Merleau-Ponty에 따르면 몸 도식은 우리가 ‘세계-에로-존재’를 표현

하는 방식이자 개방능력으로 우리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이

고 “대상을 향한 능동적인 몸의 정박, 자기 과제를 맞아야 하는 몸의 상

황”이다(Merleau-Ponty, 1945/2002). 이러한 몸 도식은 몸의 습관적 

운동에 따라 획득되어지는 것으로 몸은 습관에 따라 상황에서 주어지는 

과제나 목적을 달성시켜 자신 전체를 수렴시켜 목표를 향해 운동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즉, 몸이 새로운 습관을 획득한다는 것은 몸이 세계 내

의 목적을 향해 자신을 수렴시키고 운동해가는 또 다른 방식들을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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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획득해가며, 세계와 연결하는 새로운 도구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몸의 습관은 우리의 의식의 배후에서 우리를 

‘세계-에로-존재’로 확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새로운 습관을 획득한다는 것은 몸의 도식이 개조됨을 의미한다(한정선, 

2006). 

Merleau-Ponty는 인간의 몸을 “습관화된 몸과 현재의 몸”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는데 습관은 어떤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행동 유형

이다(이남인, 2013). 습관화된 몸은 항상 주변의 익숙한 환경에 자신을 

투사하여, 과거에 익숙해진 몸 도식이자 습관화된 몸으로 세계와의 교섭

을 시도하다 실패하면 자신의 ‘현재의 몸’에 맞는 몸의 구조화를 습득하

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몸과 세계화의 관계는 의식의 배후에서 습관

화된 몸에 익숙하게 세계를 구조화하든가, 혹은 자신이 처한 새로운 세

계에 적응하기 위해 장님이 지팡이를 다루거나, 질환으로 인해 신체가 

손상되거나 변화한 환자가 변화된 몸에 맞춰 식이조절 등의 생활습관을 

변화시키고 몸에 구조화하는 새로운 몸의 습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남인, 2013).  

이처럼 자신을 상황화하는 능력,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 ‘세계 내 

존재’로 실존하도록 하는, ‘세계-에로-존재’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능력이 

‘지향호(arc intentionnel, intentional arc)’이다. 이러한 몸의 기술은 경

험이 축적될수록 상황과 사물이 자신에게 가하는 지각의 요청에 대해 더

욱 정교하고 숙련된 반응을 하게 되며 몸과 세계를 이어주는 견고한 연

결 끈으로 작용한다(공병혜, 2006).  

Merleau-Ponty의 몸의 현상학은 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대상으로 객

관화되어 자신의 인격적 주체로부터 소외된 몸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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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을 지각하고 의욕하여 행위하는 인격적 주체이자 근원으로서 질

병체험을 기술한다. 우리의 신체는 몸의 감각과 몸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신체 그 자체를 인식하는 현상적 몸이다. 스스로 인식하여 체험된 현상

적 몸은 기술될 수 있다. 특히 몸으로 느끼는 고통의 체험은 매우 개인

적 방식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습관화된 방식으로 체험되며 기술된다. 

물론 우리는 인간해부학에서처럼 객관화된 자신의 신체의 특수한 기관을 

상상하고 그것을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상적 몸은 자신의 존재능력

이 세계-에로 확장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는 신체이다(공병혜, 2009).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이 배변을 할 때는 직장의 길이나 항문의 구조, 

배변을 위해 괄약근을 이완시키고 복압을 상승시키는 등의 신체적 체험

에 대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배

변과 관련하여 신체적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통제해왔

던 신체적 기능 상의 교란이 일어날 때 비로소 배변이라는 현상 그 자체

에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기존의 습관화된 몸 도식에 이상이 생길 때, 

현상적 몸은 자신에게 속한 익숙한 신체가 아닌 낯선 사물과 같은 신체

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질병이나 상해 등을 경험할 때 몸의 현상에 대해 주의와 

집중을 하게 됨으로써 현상학적 기술을 얻어낸다. 우리가 항문의 통증이

나 배변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의 신체적 느낌은 우리 자신을 

압도한다. 간호에서의 환자의 질병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는 고통 

받는 이의 관점에서 이들의 몸의 곤경상태가 삶의 실존적 위기의 경험임

을 보여주며, 이들의 몸의 회복을 위한 보살핌의 차원에 대해 생각해 보

게 한다. 또한 질병체험에 대한 기술은 세계에로 자신의 존재능력을 확

장해 나가는 몸의 능력이 어떻게 장애를 받으며, 그것에 대한 ‘지향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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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떻게 대처하고 현상적 몸으로 존재하는 지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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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LAR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질병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밝

히기 위하여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귀납적으

로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모집 

본 연구에서는 직장암 환자의 LAR 후의 체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본질을 기술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

다.  

첫째, 직장암 진단 후 LAR을 받은 자로서, 수술(일시적 장루가 있을 

시 장루복원술)종료 3개월이 경과, 5년 미만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방법이 심층 면접을 하는 것이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면

접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

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 모집과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모집을 

위해 서울 시내 일 병원의 대장, 직장암 외래 센터의 전문간호사, 담당

교수진 등에게 연구계획서를 제공하고 본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자 선

정 요건, 심층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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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또한, 서울 시내 일 상급 병원의 의료진이 운

영하는 인터넷을 통한 대장직장암 환우회에 가입하여 환우회 운영진에게 

본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자 선정 요건, 심층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 등에 대해 전화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위의 기준을 만족

하는 참여자 중 생생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연구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자(information-rich case)를 선정하기 위해(Patton, 1990) 연구자

가 직접 친목모임에 참석하여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부합한 자를 모집하

였다. 그리고 목적적 표본추출방법의 하나로 일부 참여자로부터 다른 참

여자를 소개받는 방법인 눈덩이 표본추출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Patton, 1990).  

 

3. 자료 수집 

연구참여자는 LAR과 관련한 질병경험에 대해 생생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대상자로 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은 연구 현상들에 대

해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이로써 표본 추출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충족할 수 있다(Patton, 1990). 

2014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차례에 거쳐 자료수집이 이루어

졌는데 면담은 자료가 포화됐다고 느낄 때까지, 새로운 내용이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이루어졌으며 최종 연구참여자는 11명이었다. 특히 마지막 

연구자는 수술 후 58개월이 경과되어 가장 오랜 투병기간을 가지면서도, 

경험을 자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여 자료가 포

화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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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참여자의 체험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면담은 서울 상급 종합병원의 대상자 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하였으며, 첫 면담 시 면담녹음과 

연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인

하기 위해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고 면담 내용의 비밀이 보장

될 수 있는 장소에서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4명의 참여자

는 외래방문 후에 병원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1명의 참여자는 참

여자의 직장 회의실에서, 2명의 참여자는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질

적 면담을 진행하였고, 4명의 참여자는 참여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면담

이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와 연구자 단 둘만 있는 상태에서 진

행하였다. 각 참여자는 1-2회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시간은 1시간

에서 최고 3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평균 면담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이었다. 면담은 새로운 자료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참여자의 경험

이 충분히 표현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 시작 시, 연구자 본인이 왜 이 연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참여자의 경험에 대해 배우려는 연구자의 의지를 표현하여 연

구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연구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의 표현을 자극하

고자 하였다. 면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선 이해와 편견을 최대

한 배제하기 위해 질적 면담의 첫 질문은 “LAR 전후의 경험에 대해 말

씀해주세요.”와 같은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였으며 참여자의 언어와 표

현 그대로를 경청하되, 면담 도중에 감탄사와 참여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비언어적 표현과 짧은 응답, 참여자의 이야기 중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용어를 좀 더 구체적인 질문 형식으로 반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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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프롬프트(floating prompt)를 사용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

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대상자의 다양한 체험을 

배울 수 있도록 면담질문을 준비하여 대상자의 이야기가 지속되도록 이

용하였으며 부수적인 질문은 “암을 진단받았을 때의 경험은 어떠하였나

요?”, “암을 진단받고, 주위 사람들, 가족들에게 어떻게 소식을 알렸나요? 

그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수술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수술 직후의 느낌, 경험은 어떠하였나요?”, “수술 후 가장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

해 어떠한 자원이나 방법을 이용하였나요?”, “직장암이 당신의 삶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수술 후 가장 즐거웠던, 기뻤던 경험이 있

다면 말씀해주세요.”, “현재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위의 

내용은 귀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였다. 

 

4. 자료 분석 

1) 자료분석절차 

면담 내용은 녹취 후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으

며 면담 도중 대상자의 표정, 비언어적 행동 등을 함께 메모, 기록하여 

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참여자가 말한 그대로를 필사하는 것

은 “또 다른 문화의 내적 의미에 대한 발견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들 

중 하나”라고 간주된다(Spradley, 1979). 본 연구자는 필사 시 참여자가 

사용한 정확한 용어, 구어적 표현, 명칭을 포착하여 그대로 필사하였으

며 필사 시 일관된 기호, 즉 필사부호를 사용하였다. 이는 대화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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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대화에서 현상을 포착할 수 있도록 Gail Jefferson에 의해 개발

된 것으로 참여자가 면담 도중 침묵하는 위치, 이야기의 시작, 이야기의 

겹침 등과 이야기의 순서와 순서 교환, 이야기의 종결과 같은 대화의 상

호작용과 관련된 현상을 기록하고 필사자료에서 침묵이나 말의 멈춤 등 

이야기의 흐름 과정에 발생하는 시간간격, 참여자의 억양 및 말의 강조 

및 음조, 소리의 크기, 웃음, 울음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부호체계는 연구자에게 상호작용 내에서의 

대화(talk-in-interaction)의 조직화를 분석하는 데 가장 알맞은 형태의 

기술(description)을 제공한다(Psathas & Anderson, 1990).  

본 연구자는 유용하고 적절한 필사부호를 이용하여 녹음자료를 필사함

으로써 연구참여자가 면담 현장에서 표현한 그대로, 참여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필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필사된 자료는 MAXQDA 11 질적자료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olaizzi(1978)의 자료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자료 전체를 검토’하는 단계 : 연구참여자와 질적 면담을 하면

서 녹음한 내용을 여러 차례 들으면서 참여자의 진술을 빠짐없이 

그대로 필사하였다. 필사된 내용을 모두 읽고 그 내용에 대한 느낌,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②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하는 단계 : 필사된 내용을 하나씩 다시 검

토하면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절을 추출하였다 

③ ‘의미형성’단계 : 유의미한 진술들을 토대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로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였다.  

④ ‘명확하게 밝힌 의미들을 주제들의 무리들로 묶음’ : 구성된 의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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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위주제(subthemes), 주제(themes), 주제 모음(theme clusters)

들을 조직하였다.  

⑤ ‘본질적 구조’ 진술하기 : 주제모음에 대한 ‘포괄적 기술’을 시도하

였다. 이러한 ‘포괄적인 기술’을 연구주제의 근본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명료한 진술로 바꾸었다. 

⑥ ‘연구결과의 타당성’ 검토 :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결과에 대한 그

들의 견해를 물어가면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확인과

정 도중에 확인된 새로운 자료는 연구결과 내로 통합시켰다.  

 

2) 연구현상에 대한 성찰 

본인은 현재 상급 종합병원의 임상 간호사로서 종양내과병동에서 10

년 이상 근무하면서 암환자의 투병과 생존과정을 직접 보고, 간호하며 

암환자 간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국제상처전문간호과정을 이

수하여 외과적 수술과 간호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 또

한 부논문을 진행하면서 일 대장센터의 직장암 수술 후 환자들을 직접 

접하며 이들의 경험과 고충을 들어주고 상담한 경험이 있다. 또한 박사

과정 중 질적자료 분석론 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질적 연구 관련 워크샵

에 수 회 참석하여 질적 연구에 대한 지식을 쌓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의 도구이다. 그 이유는 탐구의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자료수집을 위하여 면담하는 과정이나 자료

의 분석과정, 결과를 스토리로 만드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의 감각

과 직관력, 탐구주제와 세상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지식, 면담이나 글쓰

기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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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 

연구자는 연구 전에 연구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전제나 

가정들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는 다음과 같다. 

 직장암 환자들은 LAR을 받은 뒤, 손상된 몸이 기존의 익숙한 방식

으로 기능하지 않으면서 배변에 문제를 겪을 것이다. 

 배변이라는 은밀한 행위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배변기능장애를 

가진 참여자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남에게 알리길 꺼릴 것이

다.  

 수술 후 조절되지 않는 배변조절장애는 참여자가 의도하지 않았고 

예견하지 못했기에 더욱 부정적인 경험일 것이다.  

 수술 후 참여자들은 조절되지 않는 배변조절장애로 인해 기존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가 단절될 것이다. 

 참여자들은 배변조절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며 그 과정 중에 긍정적인 경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선이해와 편견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현상학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괄호치기(bracketing)’라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용어는 후설이 현상학에 도입한 용어로서 연구자의 전제와 선입견을 

괄호에 넣어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다른 학자들은 연구자의 믿음

과 가정들을 ‘보류하기’, ‘그것들을 제쳐두기’, 연구자 스스로를 그것들로

부터 ‘가능한 자유롭게 만들기’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괄호치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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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자가 아닌,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자기 자신의 

현실을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료의 변질을 막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연구참여자 3인에게 보내고 내용 검토를 요청하여, 분석결과와 개

별 경험내용의 일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자 검증(member check)

의 과정(Hoffart, 1991)을 거쳤다. 

 

5.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가능성(auditability), 확인가능성 (confirmability)의 네 가지 기준

(Sandelowski, 1986)을 고려하였다.   

 

1) 신뢰성 

신뢰성은 연구결과가 얼마나 현실에 가깝게 진실되고 충실하게 기술되

고 해석되었는지를 의미한다(Sandelowski, 1986). 자료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해 면담내용의 녹음과 필사, 녹화, 현장관찰 기록 등을 이용하였으

며, 참여자가 의미한대로 해석될 수 있도록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참여자의 의미에 집중하며 연구결과에 대해 참여자의 점검을 받았다

(Maxwell, 2012). 면담 시 연구참여자가 본인의 경험에 대해 충분히, 자

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에

서 면담을 진행하며 민감성과 공감력을 가지고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경

청하도록 노력하였다. 면담 동안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참여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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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 중 중요한 표현이나 참여자의 행동, 반응을 메모하여 필사 시 함께 

기록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녹취한 내용은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연구

자 본인이 직접 필사함으로써 자료의 누락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질적 면담을 마친 뒤,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참여자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의학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참여자의 일기나 행동일지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참여자가 사용하는 말 마디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맥락을 탐구

하고, 참여자의 생생한 언어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자료수집과정을 자세

히 기록하였다. 

 

2) 적합성 

적합성은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연구결과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상황이나 참여자들에게 적용가능한지, 독자들이 연

구결과를 읽고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Sandelowski, 1986). 본 연구에서는 이

론적 포화에 이르기까지 수집과 분석을 지속하여 LAR 후의 참여자의 

경험을 가능한 모두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의 다양한 차원과 

주제모음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전반적인 투병과정을 기술하여 연구결과의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감사가능성 

감사가능성은 일관성을 의미하며, 이는 자료의 수집과 해석과정이 일

관성 있게 이루어 졌는지, 연구결과의 도출과정을 분명히 알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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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지를 말한다(Sandelowski, 1986). 이를 위해 연

구 과정은 Colaizzi(1978)의 연구방법을 충실히 따라 진행하였으며, 이

론적 표집을 포함한 자료수집에서부터 자료분석의 전 과정을 자세히 기

록하였다.   

 

4) 확인가능성 

확인가능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편견을 배제하고 중립성을 유

지하는 것이다(Sandelowski, 1986). 본 연구자는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

해를 미리 밝혀 두고, 이를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 인식하고 이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의 

선이해, 가정, 편견 등을 인식하고 기술하는 작업을 연구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지속하며 참여자 자료와 선행문헌 고찰 내용 등을 메모해 두어 

내용들을 상호비교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확인가능성은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이 확립되었을 때 연구 

과정과 결과가 중립적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확인가능

성 확립을 위해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확립하도록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 수집 전에, 삼성서울병원의 연구대상자보호심의위원회

의 승인(No 2014-07-066)을 받았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

구내용의 분석방법, 면담의 방법과 녹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수

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인터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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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 노력하였다. 연구자가 참여자로부터 얻은 신원 내용은 이름, 연락처

에 한하며 대상자가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을 시 환우회 활동 시의 별

명으로 대체 가능함을 알렸다. 연락처는 참여자가 자발적인 연구 참여의

사를 밝혔을 시 참여자와의 면담 약속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이에 대해 첫 면담 시작 전에 서면으로 연구 참여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면담 자료는 ID로 환원하여 참여자의 신원이 파악되

지 않도록 하였으며 필사 시에도 연구자 본인이 개인이 식별될만한 모든 

사항을 없애고 필사를 하였다.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든 자

료는 연구자가 지정한 별도의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 해당 폴더

는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보안을 유지했으며, 면담자료와 자료 분석 문서

는 잠금 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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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참여자는 LAR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암 환자 11명이었다. 

참여자의 연령분포는 37세에서 64세까지의 성인이었으며, 성별은 남성

이 9인, 여성이 2인이었고 현재 직업이 있는 참여자가 4인이었다. LAR

과 함께 일시적 회장루를 보유했던 참여자는 9인 이었고 진단 당시 종

양 위치는 5cm 미만인 참여자가 5인, 5cm 이상인 참여자가 6인이었다. 

LAR 후 경과기간은 6개월에서 58개월까지였다. 연구참여자 중 수술 전

이나 후에 항암이나 방사선 요법을 받은 경우가 10인 이었다.  

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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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and Illness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Participants A B C D E F G H I J K 

G 

E 

N 

E 

R 

A 

L 

Age(year)/Gender 47/M 55/M 49/M 39/F 57/M 64/M 48/M 55/M 37/F 56/M 60/M 

Occupation Yes Yes No Yes No No Yes No No No No 

Religion No No No Yes No Yes Yes No Yes Yes Yes 

Marital statu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Divorce Yes Yes Yes 

Smoking History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Drinking History Yes Yes No No No Yes No No No No No 

I 

L 

L 

N 

E 

S 

S 

Neoadjuvant therapy No Yes Yes Yes Yes No Yes Yes No Yes Yes 

Adjuvant therapy Yes Yes Yes Yes Yes No Yes No Yes No Yes 

Temporary ostomy retention N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Tumor location 

(distance from AV cm) 

7 4 5 3 2.5 4 6 4 7 5 5 

Transitional period after 

surgery(ostomy take 

down); month 

6 20(15) 24(14) 34(24) 41(32) 32(14) 44(40) 42(40) 32 43(39) 58(42) 

Cancer staging 3 2 3 2 2 1 2 2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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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R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질병경험 

연구 참여자 11명의 경험에서 도출된 직장암 환자의 LAR 관련 질병

경험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은 455개가 나왔

으며, 이 유의미한 진술을 통해 추상적이고 과학적으로 구성된 의미

(formulating meanings)는 137개였다. 이를 토대로 원 자료와의 관련성

을 재확인하면서 30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고, 하부주제 가운데 통합

할 수 있는 것끼리 모아 10개의 주제(themes)와 5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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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Illness Experience of Rectal Cancer Patients Underwent  

Low Anterior Resection Surgery 

Theme 

clusters 

Themes Subthemes 

송두리째 

빼앗긴 몸 

Overtaken 

body 

소중한 몸의 배반 

Betrayal of my  

precious body 

- 배변양상의 변화 : 빈변, 혈변 

Changes in the defecation pattern : frequent 

bowel movements , bloody stool 

- 이상증상의 간과  

Overlooking of abnormal symptoms      

몸에 대한  

주도권 포기 

Giving up 

ownership of the 

my body 

- 타자에 의해 발견된 내 몸의 암 

Cancer of my body found by others 

- 의학적 치료와 온전한 치유 간의 괴리 

Gap between medical treatment and whole 

healing 

- 치료적 의사소통의 부재 

Absence of therapeutic communication 

객관화된 몸 

The 

exteriorized  

body  

몸에 대한 

주도권 복귀 

Regaining 

ownership of my 

body 

- 임시장루의 수용  

Accepting of the temporary ostomy 

- 수술이 준 짧은 안도감  

Short relief from the surgery 

- 온전한 몸에 대한 기대    

Expectations for a whole body 

배변에 구속된 

삶 

Life that is 

bound to 

defecation 

배변에 대한 

통제권 상실 

Lost of control of 

defecation 

- 24시간 변기와의 씨름  

Fighting with toilet lasting 24hours 

- 잦은 변의와 묽은 대변  

Frequent urge to have bowel movement and 

loose stools 

- 밤에도 지속되는 변실금과 불면  

Insomnia and fecal incontinence even at night 

- 영구장루의 유혹 

Temptation of permanent ostomy 

기력회복과 통증 

사이의 딜레마 

Dilemma 

between 

recovering  

vigor and pain 

- 지속되는 묵직한 복부통증  

Persistence of dull abdominal pain 

- 헐어버린 항문과 날카로운 항문통증 

Sore anus and sharp anal pain 

- 계속되는 기력쇠퇴  

Lasting energy decline 

남모르는  

고통 속의 고독감  

Loneliness in 

secret suffering 

- 어쩔 수 없는 두문불출  

Helpless a stay-at-home life 

- 은밀한 나만의 고통  

Secret my own pain 

- 공허한 타인의 위로와 격려  

The empty encouragement and emptiness 

from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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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Illness Experience of Rectal Cancer Patients Underwent  

Low Anterior Resection Surgery(continued) 

Theme 

clusters 

Themes Subthemes 

새로운 삶을 

향한 고군분투 

Struggle for 

new life 

고통감수를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 

The healing of 

body and mind 

through the  

endurance of 

pain  

- 시행착오를 통한 배변감소 전략 

On the trial and error, defecation reduction 

strategy 

- 살아있기 위한 규칙적 운동  

Regular exercise for living 

- 동병상련을 통한 힘 붇돋우기  

The encouragement through the same disease 

sympathy 

익숙해져가는 

새로운 생활 

Gaining 

familiarity with 

new challenges 

in life 

- 현재의 몸에서 찾은 조절감  

Control sense found in the current body 

- 아프기 전의 익숙한 세계로 서서히 나아가는 

발걸음  

Gradually advance step forward familiar life 

before sick 

실존의 본질에 

대한 자각  

The 

Awareness 

regarding the 

essence of 

existence 

실존을 이어주는 

긍정의 힘 

Positive force 

linking the 

existence 

-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  

Positive mind and attitude 

- 마음 다스림  

Mind Control 

삶과 죽음의 통찰 

Discernment of 

life and death   

- 생명에 대한 경외심  

Awe for life 

- 일상의 풍경과 작은 성취에서 오는 행복  

Happiness from daily landscape and small 

achieve 

- 가족에 대한 감사  

Thanks to the family 

- 새롭게 눈뜬 삶이라는 선물 

The newly awakened present called life  

- 죽음과 맺은 평화조약 ;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기회  

Peace treaty with death ; opportunity to 

prepare a happy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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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모음 1. 송두리째 빼앗긴 몸 

이 주제모음은 ‘소중한 몸의 배반’과 ‘몸에 대한 주도권 포기’의 2가지 

주제를 포함한다. 참여자들은 진단 전 이상증상을 지각하였으나 치질 등

의 대수롭지 않은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간과하다가 대

장내시경이나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갑작스레 직장암을 진단받게 된다. 

직장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주는 충격과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잠시, 참여

자는 본인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의료진의 결

정에 따라 검사와 치료를 받고 LAR을 받았다.  

‘소중한 몸의 배반’의 주제에는 ‘배변 양상의 변화 : 빈변, 혈변’, ‘이상 

증상의 간과’의 하위주제를 포함하였고, ‘몸에 대한 주도권의 포기’의 주

제에는 ‘타자에 의해 발견된 내 몸의 암’ , ‘의학적 치료와 온전한 치유 

간의 괴리’, ‘치료적 의사소통의 부재’의 하위주제를 포함하였다.  

 

1) 소중한 몸의 배반 

이 주제는 ‘배변양상의 변화 : 빈변, 혈변’, ‘이상증상의 간과’와 같은 

하위주제를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은 어느 날 문득 혈변, 배변 횟수의 변화 등 배변 양상과 습

관의 변화를 지각하였지만, 치질 등의 경한 항문질환으로 인한 증상일 

거라고 오인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증상이 음주 등의 상황적 요인에 따

라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지속적이지 않아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이상증상들을 간과하였다. 그러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됨을 지각

하거나, 직장암이나 대장암에 걸린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계기

가 되어 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암일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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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걸로는 병원 안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달을 보냈어요. 증상

이 처음 나오고 6개월 이상을 그렇게 지낸 거 같아요… 갑자기 체중이 

빠지더라고. 그러면서 혈변이 좀 나오고. 그리고 치질이 원래 있어서 처

음에는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참여자 B) 

 

배변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횟수가 늘더라구요. 그리고 술을 마

시고 나면은 급하게 대변을 보고 싶어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변에 가

운데에 일자로 피가 묻어서 일자로 길게 피가 묻어서 나오더라구요. 그

런데 저는 치질이라고 생각해서…(참여자 C) 

 

이상증상이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혈변을 봤어요. 대변을 누고 일어났

는데 변기에 피가 흥건하게 나와있더라구요… 주위사람한테 혈변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좌약하고 그 담에 좌욕을 하면 깔끔하게 낫는

다…그래서 썼더니 피가 조금씩 나오던 게 싹 없어진 거에요. 그래서 아, 

치질이 맞구나 하고 살았죠… 술 마시거나 피곤하면 피가 좀 묻어나니까 

아 또 치질이 좀 심해졌구나 하면서…(참여자 G) 

 

대변을 보는데 배가 굉장히 아프더니 뭔가 쑥 빠지는 느낌이. 풍덩하

는 느낌 정도 들더라고. 그런데 변기를 보니까 변기 바닥이 완전 핏덩어

리에요, 이거는 치질이 터졌나보다…(참여자 A)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제 5년 선배가 5월달에 대장내시경을 했

는데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거에요… 나도 술마시고 담배 마시고 그

러는데 걱정된다. 치질수술하고 말지..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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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몸에 대한 주도권 포기 

이 주제에는 ‘타자에 의해 발견된 내 몸의 암’, ‘의학적 치료와 온전한 

치유 간의 괴리’, ‘치료적 의사소통의 부재’의 하위주제를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은 검사대에 올라 직장 내시경이나 수지 검사 등의 기계를 통

해 의료진이 직장과 대장을 들여다보고 종양을 의료진의 손으로 직접 만

져서 직장암 진단을 들었다.  

 

근처 항문외과갔는데. 내시경 한 의사가, 직장암 소견이 좀 보인다. 직

장을 좀 떼어서 조직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자기가 보기엔 백프로다. 

(내시경)화면을 보여줬는데 끔찍하더라구요. 혹 덩어리가 내가 보기엔 

굉장히 컸어요.(참여자 C) 

 

진료를 봤는데 항문에 손가락 한 번 쑤셔넣더니 직장암이라고, 바로 

만져진다고…(참여자 D) 

 

의료진에게서 직장암이라는 말을 들은 참여자들은 암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서 죽음을 떠올리며 절망하고 충격을 받는다. 직장이 몸의 어디 

부분에 있고 무엇인지, 직장이라는 장기의 존재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다

가 진단을 들은 후 직장에 있는 암이라는 존재는 참여자에게 생명을 위

협하는 최대의 위협이 된다.  

 

난 암이 뭔지도 몰랐고, 난 직장이란 게 뭔지도 몰랐어요. 대장이나 

직장이나 그냥 장이고 처음에는 그냥 멍했고… 수술할 때까지도 교수님

이 내 암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크다고 이야기 안해줬거든.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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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거릴 만큼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

었어요. 나와 내 아내는 거의 실신상태까지 가고..암에 걸리면 곧바로 저

승 예약하는 줄 알았거든요(참여자 J) 

  

진단과 동시에 급하게 진행되는 치료과정에 참여자의 몸은 수동적으로 

의료진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되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는 무력감과 함께, 치료과정들이 너무나 갑자기 휘몰아치듯이 자신을 덮

쳐와서 본인이 직장암환자라는 사실을 그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표현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지 어쩌겠

어.(참여자 D) 

 

기분은 그냥 멍했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뭐, 안 

받아들일 방법이 있나요? 스케줄이 바로 다음날부터 잡혔었으니까… 

그냥 몰아치는 느낌. 쓰나미 같았어요. 정신이 없었구요. 또 이건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심각한 거 같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 같

고. 누가 딱 설명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느꼈어요.(참여자 E) 

    

여기 병원을 찾았더니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2일간에 걸쳐 받고, 그 

뒤에 바로 수술 전에 항암치료를 22일동안 받으라셔서 저 진짜 말 잘 

듣는 착한 환자거든요… 정말 정신없이 치료 시작했어요… 제가 뭘 아나

요? 아픈 사람이 하란대로 해야지.(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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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결정해 준 수술 전 항암, 방사선 등 보조요법을 받으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음식물을 게워내고, 빠지는 체중을 보고 쇠약해져가는 몸을 

지각하면서도 직장암의 치유를 위해 수술 전 치료과정을 견뎌내었다.  

 

약물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항암제는 독하다는 것만 인터넷 통해서 

알았고, 수술하려면 그걸 맞아야 한다고 하니까… 항암받을 때 오심이 

너무 심했었어요. 나 뭐 먹고 살아야 하나. 그 때 체중 많이 빠졌죠. 진

짜 환자구나 느꼈어요. (참여자 C) 

 

항암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머리털이 많이 빠졌어요. 마음이 너무 힘

들었던 게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빠진 제 머리를 보는 게.. 전 그렇게 많

이 빠질 줄 몰랐거든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혼자 많이 울었어

요. 그건 남들에게도 보여지는 거니까…(참여자 D) 

 

의사가 정해준 방법대로 LAR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몸을 뉘였다. 수

술에 대해 참여자가 인지한 부분은 이 수술을 받으면 직장암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과, 항문을 살리면 온전한 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었다. 직장암환자의 치료에 있어 LAR을 행하는 의료진의 목적은 직장암

의 제거였고, LAR을 받는 참여자의 목적은 건강했던 몸과 삶으로 돌아

가는 것이었다. 치료의 전 과정 동안 의료진에게 간단한 설명을 들었으

나 그 설명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 전에는 직장이 무엇인지

도 몰랐던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의료진에게 들은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

고 어려웠다. 예를 들어 수술에 임박하여 영구장루 또는 임시장루를 만

들 수 있다는 단편적인 정보를 들었으나 정작 참여자들은 장루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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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르거나, 설혹 그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 알았다 해도, 실제로 한번

도 보거나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장루의 실존적 의미에 대해 이해하

지 못했다.  

 

과정을 단계별로 천천히 자세하게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환자가 단계가 

나아지고 있구나 느끼면서 참아가는데 병원에서 말하는 건 과정이 없어

요... 나아질 거에요. 암 없애드릴께요. 결론만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럼 어

떻게 나아진다는 건지... 환자는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야. 정보도 많이 없

어서 전 인터넷에서 영어자료 찾아 번역도 해봤어요…. 전 젊어서 그렇게

라도 한다지만 다른 환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싶은 거에요.(참여자 A) 

 

직장암 카페에서 비슷한 걸 묻는 사람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건 그 사

람들이 병원에서 설명을 못 들었다는 거니까. 그만큼 세밀한 교육이 필

요하다는 거겠지.(참여자 B)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병

원에서는 수술해서 암을 떼어버리고 나면 그만인 것처럼, 다 나은 것처

럼 말하는데 난 배변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수술 전에 수술하고 나면 

대변 때문에 한동안 힘들 거에요라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 1-2주 고

생하려나 보다 했지, 이 정도로 내 삶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어요. 암이

란 자체가 주는 두려움도 너무나 큰데, 배변 같은, 매일 겪어야 하는 일

들 자체가 어그러져 버리면 생활 자체가 어그러져버리는 거야. 그러한 

이야기를 잘 해주면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줘야 하는 게 아

닌지…(참여자 C) 



- 42 - 

 

뭐 수술은 어떻게 한다. 그런 설명은 수술 전에 아예 없으셨구요. 장

루에 대한 건 그냥 수술대에 올라봐야 안다고 하셨구요. 전 임시장루, 

영구장루, (장루위치)둘 다 (배에)그리고 들어갔어요. 수술에 대해서도 복

강경으로 수술한다 정도. 수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은 못 들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E) 

 

제가 장루 했을 때, 교수가 장루 달 확률이 50 되고, 안 달 확률이 50 

된대요. 그 땐 직장이 뭔지도 몰랐을 때니까. 장루도 설명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핸드폰으로 인터넷 찾아보고 알았어요…난 수술에 

대해서도 모르고, 네가 장루 단다고 교수님이 하면 네가 죽어도 안된다

고 해라… 나와서 보니까 이미 (장루를) 달고 있었지. 그러니까 사람 몰

골이… 난, 장루가 뭔지도 몰랐어. 수술 전날 장루에 대한 이야기를 처

음 들었는데 그게 뭔지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변을 여기로 본다

고 하니까 정말 퇴원하기가 싫더라구요. 이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거 

자체가 싫은 거에요.. 진단도 내가 몇 기인걸 몰랐어요. TNM인가 있잖

아요.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수술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 나보고 2기

에요. 그냥 2기로 알고 있음 되요 하는데… 내 병기를 정확히 알면은 제

가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설사 내일 죽더라도 알고 죽는 

게 낫지, 내일 죽을 사람한테 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건 제가 봤을 때

는 죄악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를 살지언정,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박

탈해버리는 거에요. 물론 모르고 기분좋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 

나름의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꼭 필요한데 그걸 박탈한다는 이야기잖

아.(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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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반에 걸친 직장암 수술을 받고 깨어나 보니 전에 통 보지 못하

던 주머니가 오른쪽 배 위에 달렸는데 물어보니 그것이 똥주머니라네요. 

수술 전에 장루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장루가 뭔질 알아야지, 정작 

전 그게 똥주머니인 줄 모르고 수술하면 나쁜 피 같은 걸 빼 내는 거라

고 생각했죠.(참여자 J) 

 

의사들에게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수술하고 암이 없어졌고, 아직 재발

을 안했다.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다 된 거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는 삶의 

질까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참여자 I) 

 

주제모음 2. 객관화된 몸 

이 주제모음은 ‘몸에 대한 주도권 복귀’의 주제를 포함한다. ‘몸에 대

한 주도권 복귀’의 주제에는 ‘임시장루의 수용’, ‘수술이 준 짧은 안도감’, 

‘온전한 몸에 대한 기대’의 하위주제를 포함하였다.  

이는 LAR을 받은 뒤 임시장루를 보유하고 있을 동안, 혹은 임시장루

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LARS를 경험하지 않는 단기간 동안의 경험에 

대한 것이다. 

참여자는 수술과 함께 만들어진 임시 회장루의 존재에 대해 생소함과 

낯설음, 그리고 화장실을 달고 다녀야 한다는 수치심을 가지면서도 영구

장루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고, 향후 없앨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장루를 치료과정의 하나로 받아들였다. 장루의 관리는 전적으로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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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맡겼으며 그 과정을 도운 보호자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회장루의 특성 상 냄새도 나지 않고 장루에 적응하면서 임시장루를 보

유했던 참여자 모두가 장루가 수면 중 터지지 않기 위한 자세유지, 그리

고 장루로 인해 복장착용이 불편한 정도일 뿐 일상생활에 크게 제약받지 

않았다고 표현했다. 이 기간동안 참여자들은 건강했던 과거로의 복귀를 

기대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섭취량 증가를 통해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와 수술로 인해 잃은 체중과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애썼다.  

 

수술하고 며칠 간은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대변도 많이 안 봤어요. 

수술 끝나고 하루에 병동을 몇 바퀴씩 돌았어요. 전 장루도 안 만들었고 

이제 암이 없어졌으니까 나만 잘하면, 운동하고 잘 먹으면 금방 나을 거 

같았죠.(참여자 A) 

 

원래 내가 잠을 엎드려서 잤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장루주머니를 달

고서는 똑바로 그리고 몸에 긴장을 하고 자게 되잖아요. 장루 주머니 쏟

아질까봐. 그거 외엔 불편한 거 몰랐어요. 이 때 살도 찌우고 체력관리

도 열심히 했죠. 수술받기까지 한 10키로 가까이 빠졌는데 이 때 거의 

다시 찌웠었어요. 회복하려고.(참여자 C)  

 

저는 거기에(임시장루) 충격받지 않았고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치료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냥 쫌 낯설긴 하네? 그다지 어려움은 없었

어요. 장루 가는 것도 남편이 다 해 줬고. 옷맵시가 좀 안 나서 그렇지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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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끝나고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 항문을 살렸나 보다 하고 

좀 안도했어요… 몇 개월 안 단다니까 그 때까지만 참으면 되겠네… 관

리는 와이프가 다 했구요. 수술하고 나서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 매일 운

동하고, 장루 달고 있으니까 음식 가릴 것도 별로 없고…장루 가졌을 때 

가장 몸이 건강했던 거 같아요. 잘 먹고 운동하니까 살도 찌고(참여자 E) 

 

장루 위치가 딱 혁대 자리더라구. 그러니까 혁대를 못 찬거에요. 혁대

를 차면 장루가 눌리니까. 그래서 기지바지에서 등산바지로 바꾼 거에요. 

회사 다닐 때도 조끼 입으면 되니까 불편감은 별로 못 느꼈어요. 자주 

비워주기만 하면 터질 일도 없었구요(참여자 G) 

 

나날이 늘어가는 체중과 건강해지는 몸을 느끼면서 복원수술을 하면 

건강했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제 힘들었던 치료 

과정을 졸업하고 큰 산을 넘었으니 평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의사

에게 대변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언뜻 접하나 수술로 인해 굶었

고 수술 상처가 아물면 해결되는 일시적인 걸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

하지 않았다. 복원 수술을 한 후 장루로 인해 겪었던 불편감에서 해방되

고,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다는 기쁨을 느꼈다.  

 

복원하고 나서 처음에는 되게 시원했었어요. 내가 잠을 엎드려서 잤었

거든요. 원래. 그런데 장루주머니를 달고서는 똑바로 그리고 몸에 긴장

을 하고 자게 되잖아요. 장루 주머니 쏟아질까봐. 복원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야. 이제 내가 엎드려서 자봐야지… 이제 밀어붙이

자.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다. 진단 받고, 검사하고, 항암방사선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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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고, 항암하고, 그 과정중에 힘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곧 졸업이다.(참여자 C)  

 

장루주머니를 떼어내고서부터는 수술 받기 전처럼 나도 항문으로 대변

을 볼 수 있다는… (장루복원)수술을 하자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날

아 갈듯 했죠. 건강했을 때는 전혀 감사하다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항문으로 변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도…(참여자 J) 

 

주제모음 3. 배변에 구속된 삶 

이 주제모음은 LARS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으로 ‘배변에 대한 통제

권 상실’, ‘기력회복과 통증 사이의 딜레마’, ‘남모르는 고통 속의 고독감’

의 주제를 포함하였다.  

 이는 LAR 후 통제되지 않는 배변, 즉 LARS에 대한 참여자들의 고

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것이다. LARS의 고통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기에 

너무나 당혹스러웠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의료진에게 묻고 매달렸다. 

하지만 몇 분간의 진료 시간으로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상

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없었고, 개인적으로 의료진에게 의견을 물을 기

회도 흔하지 않았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지 모른 채, 당장 화장실

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잦은 배변과 긴박변, 변실금으로 인해 화장실

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나올 수 없었고, 성인으로서 대변도 가릴 수 없다

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 배변으로 인한 당장의 고통으로 인해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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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직장암 재발에 대한 걱정은 사치에 불과했다. 매

일 찾아오는, 일상이 되어버린 고통에 참여자 모두가 변기를 붙잡고 통

곡한 경험을 이야기했고 차라리 항문을 막아버리고 싶은, 영구장루에 대

한 처절한 고민을 하기도 하였다.  

 

1) 배변에 대한 통제권 상실 

‘배변에 대한 통제권 상실’의 주제에는 ‘잦은 변의와 묽은 배변’, ‘24시

간 변기와의 씨름’, ‘밤에도 지속되는 변실금과 불면’, ‘영구장루의 유혹’

의 하위주제를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은 하루에 수십번 변의를 느끼고 묽은 변을 보면서, 집안에만 

있어도 피할 수 없는 변실금으로 복원 후 대략 3개월 이상 두문불출하

며 하루의 대부분을 화장실에 갇혀서 지냈다고 말했다. 변의를 느낀다고 

해도 화장실에 갈 때까지 참을 수 없었으며, 가스와 대변이 구별되지 않

고 방귀를 뀌다가 변이 새어 나오는 일도 빈번했다. 대변을 보고 시원하

다는 느낌도 잠시, 수 분 내에 다시 변의를 느끼니 하루에 몇시간이고 

변기에 앉아있어야 했다. 일시적이고 금방 좋아질 거라 생각했던 배변문

제가 나아질 기미 없이 더욱 심각해졌다. 그리고 새벽에 배변으로 인해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았다.  

 

10개월, 11개월을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화장실을 50번, 어떤 날은 

아침에 잠 좀 하고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복원 수술 끝나고 거의 4개월동안 집밖으로 거의 출입을 못 

했었어요(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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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고 나서 배변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진 잘 기억 안 나요

… 복원하고 나서 6개월 간은 정말 죽고 싶었어요. 24시간 동안 화장실

을 들락거린다는 게 일단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렇게 오피스텔에서 혼

자 밥하고 먹고 화장실 가고… 밖에 못 나가고 혼자 산 거에요. 한 3개

월 그랬네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참여자 E)  

 

울면서 항문 닦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그런데 말리자마자 또 대변이 

나오고. 그럼 또 화장실 들락날락. 들락날락이 뭐야. 그냥 화장실에서 사

는 거죠. 그 때는 정말 진이 빠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에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세네시간을 변기하고 씨름을 하고, 그걸 하루 두 세 번씩 반

복하면 하루가 다 가죠(참여자 G) 

 

복원 수술 후에 처음으로 변의가 와서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아랫도리

가 축축한 거에요. 완전 창피하고 당황하고, 그 때는 오랜만에 먹은 음

식이라 설사가 나는 줄 알았어요. 새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또 아래가 축

축한 거에요. 항문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변을 본 거에요. 전 젖은 옷

을 줬나보다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 똥과의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정말 

내 인생에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예측할 수도 없고… 거실에서 티비를 보다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그만 거실 바닥에 줄줄줄 일렬종대로 묽은 변. 무슨 소똥마냥. 복원 수

술하고 6개월 차였나. 집에선 아예 아랫도리를 벗고 살았거든요. 팬티만 

입고, 집밖에 아예 안 나갔었으니까. 똥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똥을 

흘리고는, 서둘러 와서 닦는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똥에 대고 정

말로 짜증나는대로 야~이 똥아. 여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 변기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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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야지라고. 진짜 짜증나는대로 해 부쳤어요(참여자 J) 

 

변기에 앉아 날을 새운 어느 날에.. 

 

내가 이밤을 하얗게 지새는 뜻은   

창문 저 너머  

늦은 밤하늘에 차가운 여행을 하는 저 달이 

왜 저렇게 밝아야 하는지  

저 달에게 따지려는 것이 아니요. 

  

내 잔에  

저 달을 통째로 퐁당 담그려는 고귀한 시인의 뜻도 아니며 

  

탐욕으로 가득찬 용궁의 백성을  

야밤에 응징하려는 태공의 심판을 닮으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못된 엉덩이 

바보가 된 엉덩이... 밤도 낮도 가리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고 규칙도 없으며 

예고도 없고 감마저 잊어버린 바보 엉덩이가 

  

변기에만 버려야 할 것을 

아무데나 함부로 흘리기 때문입니다. 

  

바보 엉덩이. 멍청이 엉덩이. 띨띨이 내 항문 

 

                                           (참여자가 쓴 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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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LARS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면서 참여자들은 자연스레 영구

장루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일시적 회장루를 가지고 있었을 때 장

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도 가졌지만 현재와 비교해서 적응만 잘하면 정

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고,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영구장루

를 선택한 다른 직장암 환자의 긍정적인 경험들이 자극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껏 견뎌온 고통의 시간들이 억울하고, 이제 나아질지도 모른

다는 희망, 영구장루를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번민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아마 직장암 환자들은 전부 그런 생각 한번씩 할 꺼에요.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장루를 달면 모습은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참여자 F) 

 

왜 아니 그렇겠어요? 불편한 것은 말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수시로 화

장실출입은 아니해도 되고 변 볼 때마다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힘을 주

지 않아도 되고 또 쬐끔 나올 때면 항문이 쓰리고 아파 쩔쩔매는... 이런 

아픔도 없어지고. 그런데도 망설이는 것은 한번 택하면 돌이킬 수 없다

는 사실 때문이죠. 날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니까

요. 그런데 이제 복원하고 3년이 다되어가는데, 솔직히 이제 좋아질 수 

있을지 확신도 안서고. 믿을 수 없는 인체의 신비를 믿고 기다려볼까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할까봐 무서워요 

(참여자 J) 

 

이렇게 항문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아무 일도 못할 바엔 차라리 장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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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음 외래진료 받을 때 장루를 달아달라

고 얘기를 해볼까? 해보자고 할까? 미쳤다고 할까? 별의 별 생각을 다해

요. 이 생각을 한 게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참여자 H).   

 

2) 기력회복과 통증 사이의 딜레마 

‘기력회복과 통증 사이의 딜레마’의 주제에는 ‘지속되는 묵직한 복부통

증’, ‘헐어버린 항문과 날카로운 항문통증’, ‘계속되는 기력쇠퇴’의 하위

주제를 포함하였다.  

배변을 하지 않아도, 늘 복부에 묵직하고 둔한 통증이 지속되었고 배변 

시에는 더욱 심해졌다. 설사와 잦은 배변으로 인해 항문은 쉽게 헐어버리

고, 참여자는 헐어버린 항문으로 인한 쓰라리고 날카로운 통증까지 경험

했다. 배변은 잦은데 항문은 쓰라리고 아파서 휴지나 비데 사용도 불가능

했고 샤워기로 씻어낼 수 밖에 없었다. 빨개지고 붓고 피나는 항문을 낫

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고를 바르고 써봤지만 쉽사리 낫지 않았고, 항

문이 걸을 때마다 쓰라리고 아파서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정해진 고통이 찾아왔다. 시간이 흐르고 자

신의 배변패턴에 대해 인지하면서 언제쯤이 되면 변의가 오고, 항문통증

이 심해지며, 화장실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

러한 패턴에 대해 참여자가 조금이라도 조절할 수 있었으면 규칙적인 나

름의 생활이 가능한 실마리였겠지만, 변동성이 많고 조절할 수 없는 배

변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는 일상적인 고통이 되어 참여자들을 괴

롭혔다. 그리고 수술 후 줄어든 체중이, 또는 장루를 가지고 있을 동안 

애써 회복한 체중이 잦은 배변과 설사로 인해 점점 더 감소하고 기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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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해졌다. 게다가 음식을 먹으면 복부 통증이 심해지고 배변이 잦아지니 

저절로 음식섭취량을 줄이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제가 95키로였는데 지금 77키로, 78키로 나가요. 거의 20키로 몸무게

가 빠졌는데 저는 20키로 몸무게보다 더 빠질 거 같아요. 왜냐, 변때문

에… 먹으면 싸니까 먹는 게 무서워요..(참여자 A) 

 

음식물을 먹으면요. 처음에는 배가 묵직하고 불편해요. 그러다가 뒤틀

리고 아파오죠. 그럼 변기에 앉아서 고개 수그리고 있는 거에요…먹는 

게 즐겁지 않았어요. 수술하고 10키론가 체중이 빠진 걸 장루하고 다시 

찌워놨었어요. 그런데 그 때 다시 다 빠졌어요. 그리고 체중이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참여자 B) 

 

제일 힘들었던 거는 항문이 헐어가지고 걷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쓸려

가지고. 그런데 외래에서 주는 항문크림이 별로 효과가 없더라구요. 그

것 때문에 이 연고, 저 연고 정말 다 써봤어요. 진짜 안 써본 게 없어요. 

후시딘, 가루약. 와~ 정말 쓰리고. 약 바르면 쓰리고. 근데 효과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참여자 C)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아침에 눈뜨기 싫

구요… 밥 먹고 나면 위에서부터 음식물이 아래로 찍어내리누르는 거에

요. 위에서 밀려내려오니까 아래에서는 계속 밀려나와요. 찔끔찔끔. 그럼 

배도 좀 아파요. 뒤틀리듯이.. 그니까 그 시간이 오는 게 싫죠. 그 시간

이 되면 나는 또 나는 힘들어지고. 아플 때는 힘들어요. 기력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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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야 하나..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지옥이라는 거죠. 한 번 시

작하면요. 몇 시간이 그냥 가요 (참여자 E) 

 

처음에는 열 번 까지는 비데해도 되요. 20번 넘잖아요. 물변이 나잖아

요. 그러면 헐어요. 거기다 비데하잖아요? 그러면 (아파서) 죽어요. 아무

리 제일 약하게 해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야에 물 담아놓고 살살 

닦아요… 그러면 아주 체념상태가 되는 거에요. 아, 이거 정말 눈물난다.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빠지고 눈물

은 나고, 서럽죠.(참여자 G) 

 

항문에서 똥이 통과하기만 하면 아프고 쓰려서 산책은 꿈에만 해요. 

즉시 물로 세척해내야 하기 때문이죠. 아니면 또 엄청나게 헐거든요. 진

짜 끝도 없는 일이에요(참여자 J)  

 

3) 남모르는 고통 속의 고독감  

‘남모르는 고통 속의 고독감’의 주제에는 ‘어쩔 수 없는 두문불출’, ‘은

밀한 나만의 고통’, ‘공허한 타인의 위로와 격려’의 하위주제를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은 배변이라는 현상 자체가 본인의 몸에서만 이루어지고, 배

변 자체가 가지는 지극히 사적이고 더러운 것, 은밀하고 남들이 모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LARS와 관련한 문제는 자신만의, 오

롯이 본인만이 지고 가야 할 문제라고 느꼈다. 참여자들은 이를 혼자만

의 문제이고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표현하였다. 겉으로는 멀쩡히 보이기

에 타인은 참여자의 고통에 대해 알 수 없었다. 외래에서의 짧은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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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만남에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의료진에게 자신의 문제

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타인이 자연스럽게 조절하

는 몸을 본인의 몸은 부자연스러워진 것에 대해 타인은 그 경험을 공감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여기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자존심이 상함, 타인에

게 동정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깔려있었다. 그리고 LARS로 인해 화장

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몸이 갇히고 기존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이 단절

되면서 삶의 가운데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난 느낌을 받았다고 표현하였다.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못했었어요. 가족들

한테. 화장실에 혼자 있다가 나오고. 어디 아프냐고 그러면 별거 아니라

고 화장실 가서 변기 붙잡고 마누라 몰래 울기도 수없이 하고. 그리고 

나올 때 세수하고 웃으며 나오고… 나만 이렇게 힘든 거 같고. 남들은 

어쩌다 보면 속은 모르고, 다 나았네. 좋아보인다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환자처럼 구냐고. hhh. 좀 웃고, 사람들도 만나고 사회생활도 좀 

하라고. 그럼 전 똥도 못 가리는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또 웃지요, 

뭐 그 사람들에게 제 문제에 대해 일부러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불쌍하

게만 보겠지.(참여자 D) 

 

친구요? 못 만나죠. 일단 집 밖에를 나가야 만나던지 말던지 하죠. 변 

때문에 그 때는 사람을 만나는 거 자체가 싫었어요. 그냥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모르잖아요. 보면 아무렇지 않으니

까. 격려한다고 다 나았다고 좀만 힘내라고 하는데 참, 아픈 사람 속 긁

는 것도 아니고.(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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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나이 먹어서 변 조절도 못하고 내가 아기도 아니고, 대변은 

이미 팬티에 봐버렸으니까 일단 화장실 들어가서 대변 버리고 휴지로 닦

고, 팬티를 갈아입으면서 그러면서 자괴감, 모멸감. 아 내가 진짜. 이렇

게 살아야 되나… 내가 손으로 빨아서 똥 묻은 건 제거하고, 그리고 세

탁기에 넣어두죠. 똥의 흔적이라도. 아무래도 이건 내 자존심인데…. 남

들은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초기에는 바쁜 교수님 붙잡고 몇 번 

물어도 그냥 괜찮아질거다. 참아라고만 하니까 쇠귀에 경읽기라는 느낌

이었어요. 결국 나 혼자만의 문제인 거에요.(참여자 G) 

 

시야에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들 허우대가 멀쩡하게 분주히 움직이고들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인지, 어쩌다가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느낌이에요. 세상의 변방

에서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만 있어야 하는…(참여자 H) 

 

직장암을 진단받고 방사선 항암하고 힘들 때,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환자인 나 혼자만의 몫으로 여기고 감당해 나가자고 제가 끄적거리

던 수첩 앞에 젤 앞에 그렇게 써놨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서 사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요. “당신 얼굴보니 전혀 

환자같지 않아요!”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여자 J).  

 

배변으로 인해 생의 한가운데에서 잠깐이나마 비켜서 있어야 하는 상

황이 발생되죠. 정말 삶에서 밀려난 느낌이에요. 소외감을 느끼죠. 대변

을 못 가리니 사지 멀쩡한데 밖에도 못 나가고, 정상인과 다른 삶을 살

게 되는 거에요.(참여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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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모음 4. 새로운 삶을 향한 고군분투 

이 주제모음은 ‘고통감수를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와 ‘익숙해져 가는 

새로운 생활’의 2가지 주제를 포함한다.  

‘고통감수를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의 주제에는 ‘시행착오를 통한 배

변감소전략’, ‘살아있기 위한 규칙적 운동’, ‘동병상련을 통한 힘 돋우기’

의 하위주제를 포함하였고, ‘익숙해져 가는 새로운 생활’의 주제에는 ‘현

재의 몸에서 찾은 조절감’, ‘아프기 전의 익숙한 세계로 서서히 나아가는 

발걸음’의 하위주제를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은 배변 횟수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된다. 그 과정에

서 현재의 몸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몸도식을 만들고, 익숙해지면서 현재

의 몸을 받아들여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1) 고통감수를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 

‘고통감수를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의 주제에는 ‘시행착오를 통한 배

변감소전략’, ‘살아있기 위한 규칙적 운동’, ‘동병상련을 통한 힘 돋우기’

의 하위주제를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은 LARS와 관련한 자신의 몸의 증상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들을 모색했다. 식이조절, LARS로 인한 증상

과 통증을 경감하기 위한 약물, 그리고 장폐색과 장마비를 예방하고 대

변을 참기 위한 운동 등 여러가지 방법들을 자신의 몸에 적용하였다. 때

로는 이로 인해 배변문제가 심해지기도 하였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몸에 집중하고 스스로 관찰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배변횟수를 줄이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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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전략들을 찾아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과 방법이 익숙해지고 

반복되면서 현재의 몸에서 새로운 몸 도식을 확보하였다.  

 

식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변의 특성 상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먼

저 배변을 줄이기 위해 섭취량을 줄였다. 하지만 기력회복을 위해서 줄

어든 체중을 회복해야 한다는 고민도 있었다. 암을 예방하려면 섬유질과 

채소 음식, 잡곡이 좋다고 듣고 야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먹다보니 배변 

횟수를 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체력을 회복하기 어려워 이러한 고

민은 악순환되었다. 그래서 다른 직장암 환자, 주변인들, 인터넷 정보 등

을 토대로 배변을 굳게 하고 횟수를 줄이는 음식을 찾아 여러 가지를 섭

취해보고 배변에 대한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자신만의 피해야 할 음식, 

식이 습관 등을 만들어나갔다. 

 

체력유지를 해야 되는데. 고기를 먹긴 먹는데 많이 안 먹으니까 체력

이 딸려요. 암에 식이섬유가 좋다고 해서 식이섬유를 아내는 계속 먹으

라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변이 계속 나오면 미치는 거에요. (참여자 A) 

 

국물 있는 걸 먹게 되면 확실히 배변 문제가 심하다는 걸 느끼고… 지

금은 물이 없는 거 위주로 먹으면 좀 덜하고 (변 문제는) 확실히 덜해요. 

변이 확실히 되지고, 횟수도 줄고.(참여자 B)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몸에 잘 맞는 음식을 찾는 게 중요해요. 뭘 

먹었을 때 속이 편하고 대변을 덜 보고, 잘 보는지를 찾는 거죠. 전 먹

는 거 다 적어놨었어요. 화장실 간 횟수랑 변 상태도요.(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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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침은 안 먹어요. 아침 먹으면 자극이 되니까. 언제 변이 나올

지 모르니까. 그리고 점심 하고 저녁 두 끼를 먹는데 아침에 운동하고 

들어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푸룬쥬스랑 쾌변요구르트를 먹는 거에요. 

먹고 점심을 먹으면 먹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신호가 와요. 이렇게 만

드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푸룬쥬스도 몸 상태보면서 조절하는데 지금

은 150cc 정도, 더 먹으면 설사하고 엄청 고생해요… 포만감 있게 먹지

는 않아요. 특히 저녁 때는 겁나요. 왜냐면 밤에 다시 배변을 시작할까 

봐. 그래서 저녁은 적게 먹죠.(참여자 E)  

 

제가 볼 때 직장암이 제일 지저분하게 고생하는 병이에요. 사람들이 

암 예방하라고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야채 과일 먹어라. 현미도 먹어

라, 직장암은 화장실 문제가 있으니까. 저도 야채 과일 먹고 현미 먹다

가 너무 화장실을 많이 가면 끊어요. 당장 화장실 때문에 죽겠는데 무슨 

예방이 뭐고, 그러니까 안 먹는 거에요 왜, 안 먹으면 좀 화장실을 덜 

가니까.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면 또 먹고, 또 심하면 안 먹고 이렇게 되

더라고… 저만의 노하우는 감잎차가 지사효과도 있고, 비타민 C가 겁나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감잎차, 이거를 4년째 먹고 있어요. 그리고 

녹차, 물처럼 먹어요. 매일. 이것도 지사효과가 있어요. 제가 회사를 가

서 좀 화장실을 덜 가는 이유가 이게 좀 있더라구요. 그리고 바나나 이

게 덜 익은 걸 먹으면 지사 효과가 있어요. (참여자 G) 

 

배변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약물이 

전부였는데 진통제, 변비약, 지사제, 유산균 등 참여자는 약제를 바꿔보

고 약제 복용량과 복용시간을 바꾸는 등의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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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처방 외에 주변인들과 다른 직장암 환자들의 권유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식품보조제를 사서 먹어보기도 했다.  

 

저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지사제 1알 먹어요. 그 전에는 어쨌냐면 지사

제가 안 듣다 보니까 마약진통제랑 같이 먹으면, 진통제 부작용이 변비

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지사제를 먹고. 저녁에 진통제를 먹은 거에요(참

여자 A)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마그밀을 처음 먹기 시작해서 왜 설사가 

유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씩 조각조각의 변을 보다가 어느 순

간부터 마그밀을 먹으니까 좀 몰아서 나오더라구요. 어떤 날에는 8알까

지 먹어본 적 있어요. 지금은 증상 보면서 조절하고 있죠.(참여자 E) 

항문을 좀 설득해보려고, 변을 좀 모아서 보려고 별의 별 걸 다해봤어

요. 올리브오일로 관장도 해보고, 뭐 식초랑 야채를 갈아서도 먹어보고, 

안 맞으면 또 고생하고, 물변보고, 요샌 변이 누면은 휴지로 항문을 닦

으면 (휴지에 변이) 안 묻어나. 그래서 변비끼가 있는 거 같아서 환우회

에서 누가 메타무실이 좋다 그래서, 사가지고 아침 저녁 하나씩 먹었는

데 그랬더니 이번엔 대변을 너무 많이 봐서 죽겠어. 그래서 지금은 자기

전에 1번 먹는 걸로 바꿔봤어.(참여자 F) 

 

직장암 환자는 움직이지 않으면 장마비와 장폐색이라는 응급상황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때로는 집에서 벗

어나기 위해, 우울증을 이겨내려고 운동을 시작했다. 기저귀나 패드를 

차고, 수개월 동안 화장실에서 갇혀 지내다가 동네 공원, 산을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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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운동을 시작했고 참여자들에게 운동은 유일하게 밖에 나가는 

시간이자, 화장실을 벗어나는 시간이었다. 운동을 통해 바깥세계로 나

가고 땅에 발을 딛고 풍경을 보고 땀을 흘리면서 집이 아닌 세계에 속

해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운동 자체에서 오는 정서적인 안정과 

본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는 작은 성취감을 맛보았다.  

 

아주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비 오거나 새벽에 아예 화장실에서 사느

라 잠을 못 자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을 산을 가요. 그게 일과야. 하루에 두 세시간을 산에서 보내는 거. 하

루 일과를 그렇게 보내는 거지… 산에서 힘이 또 굉장히 많이 되요(참

여자 C).  

 

(운동) 안하면 힘들어요. 뭐라 그러나요? 속 안에, 장부터가 힘들어요. 

묵직하고, 안이 잘 안 움직이는 거 같은, 막혀있는 거 같은 느낌. 그니까 

장운동을 하기 위함이에요… 운동은 주로 걷는 거에요 운동을 처음 시작

했던 이유는 맨날 안에 있을 순 없으니까 그냥 밖에 나간 거에요. 밖에 

나가서 만만한 게 산이니까.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고 나

면 성취감이 있어요. 뭔가 좀 한 거 같고… 배변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있진 않아요. 어떻게든 나가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고. 살아있으면 뭐든 

해야지. 그냥 누워있으면 뭐해요. 움직일 수 있다. 나 스스로.(참여자 E)  

 

회사에서 낮에도 막 돌아다녀요. 남들 담배 필 때 나는 돈다구요. “왜 

그렇게 돌아? 도는 게 재미있나?”“저요? 저는 살기 위해 돕니다. 운동이 

아니라 제가 몸이 좀 좋아지기 위해서 도는 게 아니라요. 전 지금 살기 



- 61 - 

 

위해서 도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대장암과 직장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장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가장 자주 오는 부작용이 

장폐색과 장유착이잖아요. 환우들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응급실 간 사람

들 많아요. 그냥 가만 있으면 붙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회

의한다고 조금 오래 앉아있으면 속이 거북해, 그럼 회의 중에도 나가서 

막 돌아요.(참여자 G) 

 

직장암 수술 후 등산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냥 산을 걷는 거 뿐인

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산에 가요. 운동에 지나지 않을 그것을 왜 

그렇게 붙들고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단지 그것을 하는 것이 나와

의 약속이고 어떤 면에서는 나의 존재 의미가 될 때도 있었다는 이유였

다고나 할까? 뭔가를 해야 살 거 같았어요.(참여자 H) 

 

직장암 환자에게 다른 직장암 환자의 경험과 위로는 큰 도움이 되었다. 

참여자 모두가 LARS로 인한 고통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단

언하였다. 다른 직장암 환자 모두 비슷한 경험들을 공유하였기에 환우회

에서는 참여자가 한마디만 해도 진심으로 공감하고 고통을 알아주었다. 

그리고 환우회에서 환자들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참여자들은 

많은 도움을 얻었다. 물론, 이 와중에서 잘못된 지식과 기술이 공유되기

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걸러지고 

참여자들 스스로 다른 직장암 환자들이 제시한 그 방법이 자신의 몸에 

맞지, 맞지 않을지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적 지식들은 다

른 환우들이 각자의 몸에 집중하고 관찰한 결과이자, 다른 환우의 경험

적 지식을 스스로에게 적용해보면서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시작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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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나는 당장 똥 때문에 죽겠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오고, 책도 없어요. 그래서 나랑 같은 일을 겪은 사람에

게 물어봐야겠다… 제가 아는 지식들도 환우카페에서 경험치로 이야기를 

들은 거고 거기서 나름의 방법을 세우는 거죠. 내가 직접 해보면서.(참여

자 A) 

 

항암 끝나고 환우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 교수님 보는 시간은 고

작 2-3분인데 말도 다 못해요. “잘 지내죠?”, “네” 가 다에요. 도리어 환

우들끼리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되더라구요. 어떤 증

상이 있을 때마다. 별 거 아니다. 남들도 많이 겪었다. 나는 처음 겪으니

까 깜짝깜짝 놀라는데 다른 사람도 겪었다니까. 맘의 위안도 얻고…(참

여자 D) 

 

환우회에서 나오는 방법들은 다 자신들이 직접 해본 거에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걸 보고 나

는 이게 나한테 맞을까, 제가 그 전에 해봤던 방법들과 비교하면서 고민

하는 거에요. 그리고 해보고, 나는 그 방법이 듣는지 안 듣는지 관찰해

보는 거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게 좋은 방

법인 거죠(참여자 E) 

 

같은 처치의 사람들이 제일 위로가 되요. 나보다 먼저 직장암이라고 

듣고 나아진 사람을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위안을 얻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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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심한 사람을 보면 나는 저것보단 나으니까 하고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한 마디만 해도 다 알아봐주니

까, 경험해본 자만이 안다고 같은 일들을 겪는 사람이니까 창피할 것도 

없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죠(참여자 F) 

 

(장루를)복원하고 나서 정보도 대부분 직장암 카페에서 얻었어요. 책 

같은 것도 찾아봤는데 뭔가 환자들이 딱 묻고 싶은 것만 일상생활을 적

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나 증상 같은 게 있는 책이 없더라고. 사실 

뭘 봐야 할지도 모르고… 그 때는 거의 직장암카페에서 몇 시간을 보냈

어요… 새로 진단받은 직장암 환자들이 내가 복원하고 3년 전에 물어봤

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변에 카페 글을 뒤

져봐라 다 나와있다. 다들 같은 질문으로 속 터져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누군가 꼭 답장을 해주죠(참여자 G)  

 

2) 익숙해져 가는 새로운 생활  

‘익숙해져 가는 새로운 생활’의 주제에는 ‘현재의 몸에서 찾은 조절감’, 

‘아프기 전의 익숙한 세계로 서서히 나아가는 발걸음’의 하위주제를 포

함하였다. 

참여자들은 과거의 자연스러웠던, 익숙한 몸으로 돌아가려는 분투 속

에, 건강하던 때의 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현재의 몸에 익숙해지려고 집중하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새로운 몸도식을 찾고, 현재의 몸으로 과거의 몸이 속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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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업을 가진 참여자들에게 직장의 의미는 본인들이 가장이기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경제적 자원이기도 했고, 참여

자가 건강했던 과거처럼 사회에 나가 세계로 존재할 수 있는 터전이기도 

했다. 또한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현재의 몸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동

기부여가 되기도 했다.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참여자들은 직장에서 상관 

및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해서 다른 동료

들과 달리 근무시간 축소 등의 편의를 받았다. 참여자가 이해를 받기 위

해서 배변 문제에 대해 알리는 건 필수적이었고 직장암으로 인해 화장실

을 자주 갈 거라던지, 음주 등 사회생활 참여에 제한이 있다는 것 정도

에 대해 알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멀쩡

해보이기에 때로는 혼자 편의를 받는 것에 대해 주변 동료들의 시샘과 

몰이해를 받기도 했다. 

 

저같은 경우는 직장이나 이런 부분은 행운아였어요. 사표 쓸려고 왔는

데 3개월 휴직 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 좀 하고 힘들면 쉬어라 하고

(참여자 A) 

 

일단은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을 아웃하려고 노력했었고, 그렇게 방향

을 잡고, 가족들에게 알렸고, 직장에 알렸더니 다행히 잘봐주셔서 그냥 

(직장)다녀라 해서 계속 다니고 있죠.(참여자 B)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하는게 제 건강에 더 

좋을 거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너 회사 가라고. 돈을 벌어오는 게 목적

이 아니라, 집에 있으면 더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네가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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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게 네 건강에 더 좋을 거 같다고… 회사 일이 연구직이다 보니까 제 

스케쥴 조정을 제가 할 수 있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프다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들도 좀 이해를 해주고 해서

…(참여자 D) 

 

제 문제에 대해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특히 내 상사,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 개인 생각이지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헤프닝을 말해보자면 옆에 팀에 내가 아는 사

람이 있는데 “야, 너는 좋겠다. 맨날 일찍 퇴근하고. 나도 주말에 좀 쉬

고, 나도 일찍 일찍 좀 퇴근하고 싶다.” 그래서 “알려드려요?” “뭔데?” 

“암에 걸리심 되요.”염장지른 거죠. 열 받으니까. 불쌍한 사람을 배려를 

해야지, 그게 무슨, 후배한테 할 이야기에요? “야, 너 몸 좀 괜찮냐. 쉬

엄쉬엄해라.”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상사들도 그렇

고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알더라구요. 몰라요. 겉보기로는 멀쩡하거든요

… 어찌보면 억울하죠. (참여자 G) 

 

많은 시간을 화장실에 매여있다는 사실에 대해 절망했지만 현재의 몸

에 익숙해지기 위한 분투를 통해 바뀌어버린 배변습관에 따라 본인의 삶

의 패턴을 바꾸었고, 그 새로운 패턴 안에서 그 전의 세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이들에게 대변은 더 이상 더러운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몸을 

알고 현재의 몸에 익숙해지기 위해 대변을 만지는 삶 또한 자연스러워졌

으며 이는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당연한 변화였다.  

 

이제 배변에 대한 뭐라 그러나. 배변에 대한, 방법에 조금씩 바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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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같아. 예전같으면 배변이 딱 끝났다는 느낌이 나면 일어났는데, 이제

는 배변이 끝났어도 좀 더 앉아서 뺄만큼 빼고. 그런 게 몸이 스스로 적

응이 되는 거 같아요(참여자 B).  

 

예전의 나로 돌아간다는 느낌도 아니에요.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나에요. 배변이 해결된 건 아니니까, (하지만)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느낌. (참여자 C) 

 

감을 잡아요. 아침에 변을 많이 보고, 오늘은 괜찮겠지? 예감이. 그럼 

어느 정도 나갔다 와요. 그 대신 휴지는 항상 가지고 다녀. 아, 뭐 하면 

어때. 닦고 그러면 되지. 아, 나 불안해 그렇게 몸 사리면 평생 밖에 못 

나가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화장실 뛰어들어가면 되니까. 그렇

게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했어요. 밥 먹었지. 대변 나오겠네. 화장실 가야

지. 그렇게 바뀐 나의 항문에, 내가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바뀐 항문

에 내가 맞춰준 거죠. 그러다보니까 저도 살아있는 생명이 달렸다고 그

렇게 생각해주면, 자기도 조금 조금 노력해줘서 줄여질 것이고 내가 나

쁜 놈 같으면 에라 엿 먹어라 하고 자주 화장실 갈 것이고. 그러다보니

까 그렇게 적응되서 사는 거에요.(참여자 F) 

 

습관이 저녁먹고 화장실 가는 걸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에요. 아침하

고 점심을 적게 먹으니까 화장실을 덜 가고… 원래 저녁먹고 화장실 가

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회사 때문에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밖에서는 화장실을 안 가다가 집에 있

으면 화장실을 가니까. 그리고 주중에는 화장실 안 가다가 주말에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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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안 가는 걸 몸이 알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요. 그렇게 음식량도 줄이고, 참는 것도 약간 요령이 생겨요. 집에 있

으면 그렇게 죽어라 참을 필요가 없었겠지만 전 참아야 했으니까요. 그

리고 무턱대고 굶는 게 능사가 아니라요. 상황봐서 조절하는. 거에요. 어

떤 날은 제가 12시까지 회사에 있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저녁을 안 먹어요. 그러면 화장실을 안 가요(참여자 G) 

 

산에 가다가 대변을 보면 팬티에서 대변을 끄집어내서 시냇물에 씻어

요. 변을 만져서 떡변이면 좀 더 오래 운동을 하고, 물변이면 그 날은 

좀 일찍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 면에서 산은 편해요. 물도 있고 수풀도 

있고(참여자 H)  

 

난 장루 비울 때도 꼭 장갑끼고 버릴만큼 변이 더럽고 싫었어요. 그런

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변을 만지는 걸 보면 많이 적응하긴 했나봐

요(참여자 J) 

 

주제모음 5. 실존의 본질에 대한 자각 

이 주제모음은 ‘실존을 이어주는 긍정의 힘’과 ‘삶과 죽음의 통찰’이라

는 2가지 주제를 포함한다.  

‘실존을 이어주는 긍정의 힘’의 주제에는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 ‘마

음 다스림’의 하위주제를 포함하였고, ‘삶과 죽음의 통찰’의 주제에는 ‘생

명에 대한 경외심’ , ‘일상의 풍경과 작은 성취에서 오는 행복’ ,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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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사’, ‘새롭게 눈뜬 삶이라는 선물’, ‘죽음과 맺은 평화조약 ; 행복

한 죽음을 준비할 기회’라는 하위주제를 내포하였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리고 더딘 회복을 인내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비슷한 경험을 하는 환

우들 간에 서로 의지를 북돋고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초반에는 비정상

이고 제 몫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항문에 대해 받아들이고, 더디지만 전

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현실에 대해 감사했다. 참여자들은 직장암을 선

고받은 뒤, 그 죽음의 무게를 느끼고 난 뒤 도리어 죽음에 대해 두려움

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은 삶과 

시간에 대해 감사하고 소중해졌으며 직장암으로 인해 원하지 않게 바뀌

어버렸지만 그 바뀌어버린 현재의 몸과 삶 속에서 의미와 희망을 찾았다. 

 

1) 실존을 이어주는 긍정의 힘 

‘실존을 이어주는 긍정의 힘’의 주제에는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 ‘마

음 다스림’의 하위주제를 포함하였다.  

LAR 후의 고통스러운 질병경험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참여자들이 손꼽은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었다. 통제되지 않는 배변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투병의지를 고수하기 위해 참여

자들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고수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러한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가 바로 직장암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마음 없이는 살아내기가 너무나 버거웠고, 긍정적인 마음을 고수

하려는 노력 없이는 현재의 몸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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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의 먹구름이 말끔히 가시고 

오늘 

맑게 갠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 뜻은 

  

비록  

오늘 아프고 불편하고 절망에 가까워도 

내일은  

오늘보다 내 몸이 더 낫고 깨끗해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일 것이다. 

  

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로 아프고 불편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더 불편한 이 들을 굳이 외면했던 

지난 날의 무관심과 오만함을 뒤 돌아보라는 신의 강한 뜻이 아닐련가. 

  

평생을 저토록 불편해하면서도 그냥 내 인생이라 여기며 

그 이상의 편안함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 불편함에 그냥 그대로 익숙

해져버린 그들의 나름 “행복한 모습”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나도 지금의 나를 참아 내야만 한다. 

 

 (참여자가 쓴 글 중에서)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술과 담배, 암 아니었음 난 절대로 못 끊

었어요. 그리고 체중이 좀 빠진 거, 직장암에 걸린 뒤 생긴 좋은 일이네

요(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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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우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었어요. 위안도 많이 받고. 병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저 정도는 되야… 그 사람은 늘 긍정적이었어요. 이

겨낼 수 있다고… 틀림없이 그런 걸 주변에서 보면은 나도 힘을 얻는 거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이겨내는데 나도.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일단은 

나도 아프기 전엔 사회생활 하고 한 몫하던 사람인데 못 이겨낼 거 뭐 

있냐. 맘을 그렇게 갖게 되지… 내 몸에 내 정신에 암시를 주는 거에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육체적인 고통은 거의 회복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수술한 지가 2

년이 다되어가니까.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은 아직 극복해야 할 게 너무

나 많은 거 같아요. 아직도 화장실에서 변기 붙잡고 혼자 수도꼭지 틀어

놓고 울 때가 가끔 있으니까. 여태까지도 잘 버텨왔는데, 예전에 그렇게 

울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이 길었다면 지금은 잠깐 잠깐이니까. 

내가 어떻게 버텨왔는데 아이구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극복해나

가려면 내가 그 극복해나가려는 힘을 자꾸 나 스스로 찾아야된다고 생각

해요. 극복해나가는 게 내가 짚고 갈 수 있는 하나씩 하나씩 내가 찾아

나갈 수 없으면 그 의미와 이유들을 내가 찾아내지 못하면 살아내기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 걸 저한테 스스로 머릿속에 암시를 

주는 거에요.(참여자 C) 

 

되게 완벽하길 원하고, 저 스스로를 들들 볶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걸 되게 많이 내려놨구요. 그럴 수 있어. 모든 일에 그럴 수도 있

지 라는 마인드? 그리고 별 거 아닌 일에 그렇게 신경쓰지 않아요. 그리

고 되도록 모든 상황에 감사하려고 노력해요. 짜증내고 안달하기 보다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좀 스트레스 덜 받으면 세상도 좀 더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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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워 보인달까요?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 남편은 저한테 제게 그 전의 너

는 사람같지 않았는데 지금의 너는 사람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참여

자 D) 

 

이겨내는 데 가장 필요한 것? 그건 긍정이죠. 그건 백프로야. 그저 에

이,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 독한 내장 잘라내는 수술도 했는데 그

거 못 견딜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 아파? 당연히 아플 거 아니냐. 이

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발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치료약, 어떤 것도 필요없고 그냥 마음가짐… 자기가 생각하기 나

름이에요.(참여자 F) 

 

지금 보다는 똥 칠을 덜하고 화장실을 덜 가는 날이 오고는 있으려

니... 그럴 날을 기대 하면서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에요. 내가 살

아갈 힘이 필요하니까… 똥을 질질 거리면서도 주저하지 말고 살자. 혼

자서 버텨온 세월이 쌓여 가는데 내가 쌓아온 세월을 도로 허물어 버릴 

수는 없는 일이지. 그렇게 날 다잡곤 해요. (참여자 H)  

 

비록 오늘 아프고 불편하고 절망에 가까워도 지금 당장 죽겠어도, 힘

내려고 노력해요. 내일은 오늘보다 내 몸이 더 나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

겠지…(참여자 J) 

 

2) 삶과 죽음의 통찰 

‘삶과 죽음의 통찰’의 주제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 ‘일상의 풍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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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성취에서 오는 행복’, ‘가족에 대한 감사’, ‘새롭게 눈뜬 삶이라는 선

물’, ‘죽음과 맺은 평화조약: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기회’라는 하위주제를 

내포하였다.  

참여자들은 인체의 신비인지, 특별한 이유 없이, 아주 더디게 일어나

서 단기간엔 알 수 없지만 지난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서

서히 증상이 나아지는 몸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는 LARS로 인해 고통 

받는 와중에 큰 희망이 되었다. 

 

이게 싸이클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수술하고 3개월 째 죽을 거 

같아. 그리고 좀 좋아지는 거 같아. 그러다가 다시 추락을 하는 거야. 끝

도 모르게 추락을 해. 확 나빠지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씩 좋아져. 그리

고 또다시 추락을 해. 그러다가 다시 조금씩 좋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져. 그런데 그 시기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야. 그런

데 좋아지는 시점은 어떠한 계기가 없는 거 같아.(참여자 C) 

 

그냥 몸이 적응을 하는 거 같아. 이게 인체의 신비인지. 무슨 계기 없

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변화가 와.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겠단 이야기여. 

본인도 모르겠으니. 똑같은 행동하고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했는데

도. 잠자고 나니까 물변이 안 나와. 다음 날 다시 돌아가기도 해. 그런데 

어느 날 안 돌아가고 좋은 채로 있을 때가 있어. 그럼 그렇게 터그덕 터

그덕 걸리면서 나아지더란 이야기지.(참여자 F). 

 

교수님은 제가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런데 3년째, 4년째 돌이켜보면 내 몸은 조금씩이지만 더 좋아지는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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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횟수도 작년에 10번이 항상 넘었다면 지금은 10번 미만으로 갈 

때가 많으니까요. 처음엔 말 안듣는 내 몸이 그렇게 밉고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특해요.(참여자 K). 

 

참여자들은 직장암에 걸리고 난 뒤, 산에서 바람을 느끼고, 꽃들과 나

무를 보면서 일상의 풍경들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생활의 작은 것

들에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아픔을 같이 한 가족이나 가까

운 주변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건강했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들에 감사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큰 성취를 하고, 크게 돈을 벌고 큰일을 하

고 느끼는 그런 행복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작은 걸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더라고. 내가 느끼기에 그게 행복이고 내가 기쁨인데 그럼 그 

정도면 되지 않나. 행복은 파랑새더라고. 같이 있었던 건데 내가 몰랐을 

뿐이야. 그걸 아프고 나서 알았지. 그걸 알게 해준 건 병의 힘이야…요

새는 애들 방학이라 애들 집에 있으니까 요새는 애들 뒤치다꺼리 내가 

해주지. 아프고 나서 내가 살림을 많이 알았어요. 내가. 원래는 아내가 

할 일들을. 잃은 것은 건강이지만 얻게 된 것들도 있더라고. 예전에는 

애들과 있을 시간이 적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적은 부분은 아닌 거 같

아.(참여자 C) 

 

아플 때 남편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소

중히 여기는구나. 뭔가 역경을 넘어서 둘 사이가 성숙해진 느낌? 그리고 

엄마. 절 위해 거의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절 챙기셨거든요. 가족이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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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힘이 되어줬어요.(참여자 D)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가족에 대해 많이 알게 됐죠. 한번 

아들을 혼내킨 일이 있었는데…아내가 원래 그랬다고, 당신이 몰랐을 뿐

이라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틀려졌어요. 예전에는 회사하고 일 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들판에 꽃이 바뀌었네? 계절이 바뀌었네? 여기

저기, 방방곡곡 산을 다니니까.(참여자 G) 

 

참여자들은 직장암을 선고 받고, 그 죽음의 무게를 느끼고 난 뒤 도리

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직장암 진단과 투병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죽음을 늘 염두에 두면서도 지금, 여기 실존함에 감사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기회가 되어주었으며 여생을 더욱 값지고 찬란하

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삶과 죽음같은 문제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놨어요…그거에 대해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닥칠 수 있다

는,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내 일상에 가까이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요. 지금도 갑자기 나빠져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죽음을 대기한다? 예전처럼 죽음을 느꼈을 때 멘붕상태가 되지는 않을 

거 같아. 물론 당장 죽음통보를 받으면 힘들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삶과 죽음은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처럼 같이 이제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된 거 같아. 물론 죽음은 언제든 내게 닥칠 

수 있지만 내가 찾을 수 있는 행복감은 어떻게든 느낄 수 있다는 걸, 어

떻게 보면 새로 얻게 된 거지….(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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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난 이미 4년 

전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난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고, 집행유예를 5년을 

받은 것 뿐이다. 집행유예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해서 몸

을 좀 더 회복하면 조금 더 살 수 있지도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

어요…. 그나마 암은 양반인 거 같아요..언제 죽을 지를 알아요. 전이가 

되고, 어떤 패턴으로 죽어갈지를. 그나마 내가 죽음을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암이 좀 더, 교통사고나 심근경색. 이런 것보다 낫지 

않나. 갑자기 죽는 것보다는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처음보다는 내가 많이 받아 들인 거죠.(참여자 G) 

 

살아있을 때 많이 보고 좋은 일들을 남겨놓자는 맘에 와이프랑 여행도 

다니고. 그 전에는 다음에 시간 날 때, 돈 생길 때 가자고 미뤄왔던 일

들을 지금은 “아니 지금.” 와이프도 그래요. “지금 가자. 나중은 없을 수

도 있다. 지금 기회가 됐을 때 놀러가고 즐기고 하자”그렇게 지금 제 마

인드가 바뀌었어요. 어쩌면 10년 후는 없을 수도 있지 않냐. 10년 후에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돈이 생길 때쯤엔 내가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이 바

뀐 거죠. 설사 내가, 뭐 십년 후에 죽더라도 아, 후회 없이 나는 모든 걸 

다 했다. 할 거 다하고 다 했다. 누리고, 가족과도 보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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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송두리째 빼앗긴 몸’의 주제모음은 직장암 진단과 치료과정에 대한 

경험으로 마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혈변 등의 이상증상으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직장암 선고 및 치료과정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참여자

의 몸을 집어삼키우는, 자신의 몸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치료과정

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의료진의 뜻에 따라 몸을 맡긴 채 허우적대는 듯

한 참여자의 경험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상증상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양성질환으로 오인

하거나, 간헐적인 증상 출현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 방문을 

미루다가 증상의 악화나 주변 상황적인 요인들로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

해 방문한 병원에서 직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직장암 은 수술이 표

준 치료법이기 때문에 진단과 동시에 수술을 위한 검사와 치료과정이 급

박하게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직장암환자들은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주는 공포감과 직장암이 과연 무엇인지,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고 참여자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

과 함께 의료진에게 자신을 맡기게 된다.  

이 때 환자의 몸은 과학적 진단과 검사, 처치의 대상으로서 철저히 객

체화되고 수동적이다. 특히, 직장암 환자의 경우 LAR 후 외래에서 이루

어지는 치료과정은 직장암의 전이나 재발여부를 확인하게 위한 검사와 

외래 추적이 전부이다. 외래에서 참여자들은 정기적으로 직장내시경을 

받고 CT 등의 영상검사를 받으며 이러한 기술적 시선의 대상으로서 환

자의 몸은 의료진에게 투명하게 들여다보여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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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환자보다는 질병에 집착하고 의료진에게 관심대상은 질병 그 자체

일 뿐, 그 질병을 직접 경험하는 환자 자체의 경험에 대해서는 소홀해지

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의료진이 암 자체에만 집중할 뿐 본인의 삶 

전체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이에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체험을 대상으로 

한 박미정(2009)의 연구와 공병혜(2010)의 연구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경험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박미정

(2009)의 연구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본인을 

기계들에 속박되어 꼼짝할 수 없는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였고, 

자신이 물건처럼 다루어진다고 느껴 한 인간으로서의 좌절을 경험했다고 

언급하였고, 공병혜(2010)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본인의 몸이 기계처

럼 다뤄지는 느낌을 보고하였다.  

직장암 치료에 있어 환자를 살리기 위해 환자의 몸 내의 암의 제거 재

발 등 암 자체에 집중하는 치료 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의료진에게 환자

의 몸은 관찰과 처치의 대상으로 객체화되고, 객체화된 환자의 몸에서 

암을 제거하는 것으로 치료 과정의 목적을 둠으로써,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석하는 체험의 주체로서의 환자의 몸은 배제되었다.                                                  

참여자들은 의료진에게 직장암의 치료란 종양의 제거이고 그 후에는 

종양의 재발여부이지, 환자의 삶이 최우선이 아니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에게 치유의 의미는 LAR을 받아 암을 제거하고 온전한 몸으로, 

건강했던 몸을 가졌던 과거의 삶으로 회복됨을 의미했다. 

수술 전 항암방사선 요법은 현재 직장암 2기 이상의 환자들에게 LAR 

시 절제 범위를 줄이고 항문보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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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시행되고 있다(김종우, 2006). 직장암 환자들은 직장암 진단의 충

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치료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치료 과정 중 오심과 구토, 탈모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다. 

‘객관화된 몸’의 주제모음은 LAR을 받고 난 후, 직장암이 제거된 참여

자의 몸을 의미한다. 이는 의학적 치료의 목적을 달성한 몸이다. 참여자

들의 치료의 목적은 건강한 삶으로의 복귀였기에, LAR을 받고 난 뒤 참

여자들은 적극적인 운동과 식이 섭취 등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고자 노력

한다. 장루를 만들었지만 일시적인 치료과정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받아

들였고 장루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였다. 수술이 끝났으니 가장 큰 고난을 

이겨냈고, 임시장루만 복원하면 모든 치료과정의 졸업이라고 여겨졌다. 

그리고 임시장루를 만들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직후 LARS를 겪기 전 며

칠 간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일순간의 경험이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

했던 LARS라 불리는, 통제되지 않는 배변 장애는 수술 후 환자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직장 절제 후 ‘배변에 구속된 삶’의 주제모음에서 참여자들은 수술 후 

과거의 익숙했던 몸, 자연스럽게 배변을 조절하고 통제하던 몸이 망가지

면서 통증을 느끼고, 통제되지 않는 배변으로 인해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갇혀 외부세계와 단절되고, 배변이 가진 사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

위적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고통이 오롯이 나만의 문제라는 고독감을 느

끼고 인격적 가치가 손상되며 기존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해 절망감을 겪

는 등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의 고통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통증(pain)의 차원과 정신적인 괴

로움(suffering)의 차원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 통증은 전적으로 주체의 

의식 바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수동적인 감응이라고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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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인간에게 통증은 동물과 같이 감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거기에 주체의 의식작용이 개입을 한다. 즉, 같은 자극이라도 개인

의 경험, 상황, 성격, 심리적 상태,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아픔 정도와 

질, 그리고 반응이 달라진다. 그리고 괴로움은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뿐

만이 아니라 통증에 대한 기억이나 이로 인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등의 반성적인 의식 작용에 더욱 의존한다. 따라서 통증과 괴로움이 엄

밀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넓은 동일한 느낌의 양극으로 이해

할 수 있다(손봉호, 2003). LAR 후의 고통은 만성적이며 고통의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의학적으로 원인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도 

없다. 또한 과거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었던 배변이라는 

행위가, 이제는 삶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상적인 통증으로 

자리잡아 이러한 통증을 경험하는 참여자들은 매일의 고통을 기다리는 

삶이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직장암 환자에게 직장암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 겪는 

투병과정은 현재까지의 친숙한 생활세계에 참여하고 거주할 수 없다는 

실존적 삶의 위기의 경험이며, 지금까지 이어온 자기 삶의 지속에 대한 

위협의 경험으로 체험되었다. 일반적으로 몸이 건강할 때 자신의 몸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세계는 이미 의미화가 일어나서 하나의 “표정”을 지

니지만,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하여 몸의 통합능력에 장애가 오면 그 

사람은 세계와의 친밀성, 즉 표정을 잃어버린다. LAR을 받은 직장암 환

자들은 영유아기 이후 당연스럽게 행해왔던 배변기능을 잃게 된다. 게다

가 수술 전의 정보부족 등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들로 인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마음의 준비도 미처 못한 채, 퇴원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적응

은 온전히 환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배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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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고 더러운 오물로써 받아들여지며 직장암 환자들은 이를 그 전과 

같이 배설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당황하고 절망하며 망가진 

본인의 몸에 대해 분노한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화장실에 가둔 통제되

지 않는 배변으로 인해 세상과 단절된 채, 화장실에 갇히게 된다. 이는 

Desnoo & Faithfull(2006)이 수행한, LARS에 대한 경험을 근거이론방법

으로 연구한 질적 연구에서 이러한 경험 과정은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

응, 정서적 적응과 사회적 낙인, 자기효능감과 정상화에 대한 느낌’이 모

든 단계에서 나타난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Desnoo & Faithfull(2006)의 연구에서는 타인에게 본인의 배

변장애를 알리는 일이 지극히 특별한 경험으로 부각되었던 반면, 본 연

구에서는 타인에게 배변장애를 알리는 것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

는데 이는 개인이 가장 중요시되는 외국과 달리 한국사회는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성향이 강하고, 환자는 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화해 줘

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상 본인의 상황에 대해 타인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배변장애를 알리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자들은 건강할 때 무의식적으로 어릴 적부터 체득된 몸 도식에 따

라 세계에 참여하면서 오래된 습관, 의도, 태도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배변이라는 상황에 참여하고 조절하여 세계와 

소통해왔다. 하지만 LAR 후 직장암 환자들은 기관의 기능의 손실로 인

해 몸의 통합능력에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이 세계는 한없이 낯설어지고 

참여자의 느낌과 의욕에 따라 몸이 따라주지 않는 고통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좌절의 시간 동안 참여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러한 고

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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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좌절의 시간이 지난 후, 혹은 맞물려 현재의 몸으로 세계에 참

여할 수 있는 몸 습관, 즉 새로운 몸 도식을 재정립하고 회복하고자 분

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새로운 삶을 향한 고군분투’의 주제모음

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바로 자신의 몸, 건강했을 때는 

미처 인지하지도 않았던 항문과 직장, 장운동, 대변상태에 대해 오감으

로 집중하게 되고, 그저 더러운 폐기물이었던 대변을 들여다보고 만지며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인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배변이라는 과정 자체가 정상인들에게는 과거 건강했을 때의 참여자들

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 익숙한 것이였기에, 이러한 생소한 경험은 온

전히 자신만의 투쟁이 되었고,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구할 수 없

었다. 그래서 환우회 등의 인터넷 공간 등에서 다른 직장암 환자들과 자

신의 체험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단순히 무관심한 관찰자로서 타인의 

경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체험과 연관되어있기에 그들의 경험 

속으로 빨려 들어가 공감하고 체험하며 새로운 몸 도식을 체득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았다. 식이와 운동, 약물 사용 등 생활습관을 바꾸고, 타인의 

경험에서 찾은 몸 도식을 자신의 몸에 적용하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현재의 몸에서 배변에 대한 조절감을 찾는다. 예를 들어 직장암 환자가 

의식적으로 만드는 새로운 습관 ; 식이조절, 약물의 이용, 생활습관의 변

화에 능숙해지고, 환자의 몸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신생직장과 

신경조직의 기능 향상 등의 신체회복으로 인해서 환자는 방귀와 대변을 

감별할 수 있게 되고, 대변을 참을 수 있게 되어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줄이며, 대변으로 속옷이 젖는 일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직

장생활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몸으로 기존에 

건강했던 자신이 속해있던 세계로 서서히 존재를 확장시켜간다. 이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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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자신의 지각과 의지, 욕망 등을 투사하여 실현하는 신체의 실존적 

참여 과정과 관계한다. 이는 자신의 습관적 앎과 육화된 의미로 가득 찬 

친숙한 세계로 자기 몸의 실존적 능력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실존의 본질에 대한 자각’의 주제모음에서 참여자들은 앞

서의 주제모음에서의 경험을 돌이키면서 실존의 본질과 행복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직장암에 걸린 현재 내 몸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존재에 대

해 성찰하는 경험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직장암을 진단받고 갑작스럽게 

휩쓸린 고통스러운 질병경험에서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로 투병의지를 고

수하기 위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였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낌

과 동시에 생명의 찬란함과 경외심을 바라보게 되고 죽음에 대해 담담해

지는 경험을 하였다. 과거의 건강했던 자신이 행복이라고 느꼈던 크고 

거창한,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풍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서 파랑새 같은 행복을 찾고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

들은 LAR 후 손상되고 변화된 현재의 몸을 받아들이고 집중함으로 형

성된 새로운 지향호와 맞물려 참여자가 이 세상에 실존하게 하는 힘이 

되어주었다. 이는 LARS를 경험하는 직장암 환자의 몸은 곧 그가 자신의 

세계 속 실존적 위기에 대처하는 마음(정신)과 상통함을 철학적, 해석학

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LAR을 받은 직장암 환자들의 실존적 주체의 위치로 

돌아간 몸의 지향적 작용이 어떻게 주위환경인 세계를 연결하고 소통하

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세계란 몸과 연결된 총체적인 환경

으로서 지각적 경험의 지평을 의미한다. 세계는 몸을 통해 지각된다. 몸

의 오감각이 통합되어 지각의 종합이 이루어지고, 몸은 그 자체로 기관



- 83 - 

 

들로 분할되지 않는 애매한 전체를 형성하여 몸의 부분들이 어디에 위치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공간의 통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몸의 공간

성은 어떤 대상물과 같은 위치의 공간성이 아니라 나의 몸에서 세계로 

향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상황의 공간성(spatiality of situation)

을 의미하므로, 몸이 세계 내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가 다르면 세계

를 향해 주도적으로 발휘되는 몸 도식도 달라지게 된다(조광제, 2004). 

직장암에 걸리기 전 대상자들은 의식하지 않고 익숙하고 자연스런 몸 

도식으로 섭식하고 배변하였다. 변의를 느끼면 화장실이라는 작은 공간

에 잠깐 들러 짧은 시간 내에 장을 비우고 시원함을 느끼며 화장실 밖의 

넓은 생활세계에 속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LAR로 인해 직장과 항문이란 

몸의 부분이 상실되고 기능이 변화하면서 그 전의 습관적이고 자연스러

웠던 몸 도식이 어그러지면서 대상자들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갇히고, 

인간관계가 고립되면서 ‘세계-에로-존재’로서 위협받았으며 그러한 자신

의 몸을,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비정상이라고 느끼고 고통받았다.  

기존의 익숙했던 몸 도식과 다르게 LAR을 받고 난 후의 몸은 항문으

로 자연스럽게 알아차렸던 가스와 대변의 점도도 구별하지 못하였다. 대

변이 통제되지 않은 채 새어나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도 

피할 수 없는 변실금에 수치심을 느꼈으며, 하루에도 수십 번 생소한 대

변이 나올 거 같은 꿈틀거리는 장의 느낌, 꾸르륵거리는 장음소리, 묵직

한 항문의 통증을 느끼며 변기에 앉았다. 조각 같은 변을 보고 시원한 

느낌도 잠시, 또다시 변이 나올 거 같은 몸을 느끼며 화장실을 들락거린

다. 그리고 건강할 때 그 존재마저도 인식하지 않고 살았던 항문은 쓰라

리고 화끈거리는 통증으로 삶의 중심에 가장 큰 고통으로 존재하게 된다. 

익숙했던 몸 도식이 어그러지면서 미처 의식하지 않았던 삶 속에서의 한 



- 84 - 

 

과정이 이제는 생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어 참여자들은 변기를 붙

잡고 울고, 좌절하며, 화장실에 좁은 공간에 갇혀 새로운 몸 도식이 정

립될 때까지 그 전에 속했던 세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기능이 상실되고 

구조가 변화된 현재의 몸을 인정하지 못하고 절망감을 느끼면서 매일매

일 반복되는 그러한 경험 속에 참여자들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의식적

으로 새로운 몸 도식을 찾고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몸 도식이 만들어지고 

기능하게 되었다. 직장암 환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몸이 변화했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새로운 몸에 대해 인식하고 집중하면서 바깥세계와 현재의 

몸을 조화롭게 맞출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통제감을 되찾았다. 그리

고 현재의 몸에 따라 식이나 운동, 사회생활 등의 생활습관을 바꾸고, 

때로는 기저귀나 항문연고 등의 물건들은 몸 도식에 포함시키며 몸이 속

해 있는 외부세계의 패턴을 조율하면서 현재의 몸을 외부세계와 융합해나

가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반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Benner와 Wrubel 

(1989)이 언급한 몸의 존재론적 능력의 형태로 ‘습관적이고 숙련된 신체

(habitual, skilled body)’ 이자 ‘투사된 신체(projected body)’였다.  

우리의 몸은 “상황과의 최적의 평형상태를 획득하려고 움직이는 지속

적인 의미들의 종합체”(Merleau-Ponty, 1945/2002)로서 어떤 의도하는 

목적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 없이도 최적의 형태로부터 이탈하는 감각을 

감소시키는 지각의 영향을 받으며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때 상황에 

최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몸의 능력은 바로 상황과 사물을 다루는 몸의 

기술로서 습관이 습득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몸의 습관에는 

자신의 자연적 몸을 통해 혹은 일반적 도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도구를 

매개로 하여 상황을 투사하는 문화적으로 습득한 몸 안에 든 기술이 있

다. 이러한 몸의 기술은 특히 경험이 축적될수록 상황과 사물이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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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하는 지각의 요청에 대해 더욱 정교하고 숙련된 반응을 하는 것이

다. 이렇듯 몸이 처한 상황의 요청에 응답하는 몸의 실존적 자유능력이 

바로 지향호이며, 이것은 몸과 세계를 이어주는 견고한 연결 끈인 것이다.     

Merleau-Ponty(1945/2002)는 몸에서 처음 대략 알아차리게 되는 느

낌으로서 실천지(praktognosis)를, 그리고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인지 분

석하고 추리를 하게 됨으로써 몸 도식(body image, schema corporel)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몸에 의한 앎’을 설명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직장 절제 후 배변에 구속된 삶이 실

천지가 되어 시발점으로 작용하였고, 직장암 환자에게 있어 LAR 후 적

응이 일어나는 세계가 새로운 삶을 향한 고군분투와 실존의 본질에 대한 

자각으로 구조화되었다. LAR을 받기 전에 몰랐던 직장과 항문을 배변 

시의 쓰라리고 묵직한 통증으로 새삼스럽게 인지하게 되고, 무의식적으

로 조절되었던 배변 기능을 의식적으로도 조절할 수 없는 현실을 절감하

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세계에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참여자들은 바뀐 현재의 몸에 집중하고 화장실이라는 좁은 시공간에 

갇혀 이러한 기능의 상실을 어떻게 과거와 같은 상태로 복구할지 생각과 

행동을 조율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는 현재의 몸이 세계와 하나가 되

기 위해 적응하는 과정으로서 그 세계의 일정 형태를 받아들여 자신의 

자아형상에 구조화시켰다. 예를 들어 적게 먹음으로써 배변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로써 배변패턴을 새롭게 고

착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사회생활이나 외부활동을 하기 

전에 식이량을 줄이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직장암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몸은 LAR로 인해 직장이라는 신체기관의 손실이 있었지

만 이를 대체하여 만든 신생직장은 아주 더디고 천천히 회복해가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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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 환자들은 자신의 항문을 포기하지 않고 손상된 신체능력에 맞춰서 

본인의 몸에 대해 고민하고 집중해가면서 새로운 습관을 체득한다. 생활 

중에 음식을 먹으며 배변의 양상을 살피고, 운동과 직장 생활에서 바뀌

어버린 배변의 습관에 따라 본인의 생활 습관을 맞추어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이러한 몸의 새로운 패턴화에 맞추어 직장 퇴근 시

간 등의 외부세계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몸과 세계를 융합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구조화는 반복적인 경험에 따라 습관화되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한 습관은 LAR 후 기능이 상실된 몸을 통해 얻어진 

특정 지식으로서 직장암 환자의 LAR 후의 배변기능장애라는 구체적 상

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몸의 주체적, 실존적 능력으로 해석되었다.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의료진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LAR 자체가 의

료진의 수기와 관련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수술 전부터 의료진의 능력

이나 언어에 기민하게 반응하였다.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

감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되었는데 참여자들은 의료진의 따

뜻한 말 한마디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무심한 말 한마디에 절망감

을 느끼고 큰 상처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의료진이 보는 것은 본인의 삶

이 아닌, 본인의 암이었다고 표현했다.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본인이 가

장 고통스러워하는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어주는 것에 놀

라움과 고마움을 표현하였으며 본인의 질병경험들을 돌이켜보면서 현재

의 몸에 대해 의료진의 공감을 구하고, 미래의 혹은 다른 직장암 환자들

을 위해 의료진에게 바라는 점들을 풀어놓았다. 대부분이 의료진에게 직

장암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길 바라고, 문제 해

결책을 바라기보다는 직장암 환자가 무지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끔 더 

자세한 설명과 따뜻한 격려를 바랬다. 의료현장에서 마주하고 의료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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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통해 중재하는 대상이 질병을 가진 개체가 아닌, 삶을 가진 총체적 

주체임을 주지할 때, 이러한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의료진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본 연구는 LAR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질병 경험에 대해 그 내면적 

의미와 실존적 주체로서의 경험의 본질을 참여자가 직접 진술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Merleau-Ponty의 몸의 현상학의 입장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고 본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호실무, 간호연구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1. 간호실무측면에서의 적용 

Merleau-Ponty는 “세계로 열린 존재”로서 실존적 인간의 토대가 주

체로서의 몸이라고 보았다. Merleau-Ponty의 몸의 현상학은 바로 이 세

상과 친숙하게 소통하고 거주하는 실존적인 주체로서 몸의 지향성을 기

술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몸을 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대상으로 객관화

되어 자신의 인격적 주체로부터 소외된 몸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각하고 의욕하여 행위하는 인격적 주체이자 근원으로서 기술한

다. 따라서 그의 몸의 현상학은 질병으로 인해 손상 받은 개인의 신체의 

현상을 이해하고, 병리적인 측면에서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건강과 불건강과 관련된 인간 삶의 실존적 체험으로서 환자의 몸의 경험

에 관심을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환자가 몸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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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상황에 친숙하게 거주할 수 있는 몸의 실존적 능력에 손상을 입은 

환자자신의 신체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간호사가 그의 신

체적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이나 손상된 환자의 몸을 새로운 인격적 주체

로 간호대상자가 받아들이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환자와 의료진 간

의 치료적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수동적인 모습을 지녔던 대상자의 경

험에서 LAR 전 환자의 입장에서 쉽고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리라고 

본다. 또한 치료과정의 중심은 실존적 주체로서의 환자에게 있음을 항상 

인지하면서, 치료의 전 과정에 있어 환자에게 제공한 치료중재와 절차,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하고 환

자의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LARS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들을 토대로, LAR을 

받은 직장암 환자들이 주로 궁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험을 완화할 

있는 전략과 대처방안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자세한 교육을 시행함으로

써, 대상자 스스로 현재의 몸을 받아들이고 몸도식을 회복하여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게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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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연구측면에서의 적용 

그 동안 짧은 입원기간 후 외래에서만 추적관찰이 이루어지는 직장암 

환자의 임상 현장의 상황적 제한성과 대상자의 암 자체에만 집중하여 환

자의 몸을 객체화했던 의료진의 관점으로 인해 직장암 환자의 LAR 후

의 경험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Merleau-Ponty의 몸의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직장암 환자의 LAR에 대

한 질병경험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층적으로 도모하였으며 실존적 주체

로서의 몸이 투영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LAR 전후의 직

장암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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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LAR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질병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LAR(임시장루를 시행한 경우 복원수술) 후 3개월 이상 

5년 미만의 시간이 경과한 직장암 환자로 본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의사

소통이 가능한 직장암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8월부터 10월 초까지 이루어졌으며 질적 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고, Merleau-Ponty의 몸의 현상학의 견지에서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 11명

의 경험에서 도출된 직장암환자의 LAR 관련 질병경험을 나타내는 유의

미한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은 455개가 나왔으며 이 유의미한 진술

을 통해 추상적이고 과학적으로 구성된 의미(formulating meanings)는 

137개였다. 이를 토대로 원 자료와의 관련성을 재확인하면서 30개의 의

미(themes)를 도출하였고, 의미 가운데 통합할 수 있는 것끼리 모아 10

개의 주제(themes)와 5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을 구성하였다.  

 5개의 주제모음은 ‘송두리째 빼앗긴 몸’, ‘객관화된 몸’, ‘배변에 구속

된 삶’, ‘새로운 삶을 향한 고군분투’, ‘실존의 본질에 대한 자각’으로 도

출되었다.  

‘송두리째 빼앗긴 몸’의 주제모음은 ‘소중한 몸의 배반’과 ‘몸에 대한 

주도권 포기’의 2가지 주제를 포함하였다.  

‘객관화된 몸’의 주제모음은 ‘몸에 대한 주도권 복귀’라는 1가지 주제

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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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에 구속된 삶’의 주제모음은 ‘배변에 대한 통제권 상실’과 ‘기력회

복과 통증 사이의 딜레마’ 그리고 ‘남모르는 고통 속의 고독감’의 3가지 

주제를 포함하였다. 

‘새로운 삶을 향한 고군분투’의 주제모음은 ‘고통감수를 통한 몸과 마

음의 치유’, ‘익숙해져 가는 새로운 생활’의 2가지 주제를 포함하였다. 

‘실존의 본질에 대한 자각’은 ‘실존을 이어주는 긍정의 힘’, ‘삶과 죽음

의 통찰’의 2가지 주제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직장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LAR을 받은 직장암 환

자의 질병경험을 단순한 신체 증상의 나열이 아닌, 대상자의 삶 속에서 

Merleau-Ponty의 몸의 현상학에 기초하여, 총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심

도 있는 이해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직장암 환자의 암 진단에서부터 LAR을 받고 그 부작용으

로 고통 받으며, 그 고통을 견디면서 손상된 자신의 몸을 새로운 자신으

로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아가는 직장암 환자의 삶의 경험을 환자의 맥락

에서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LAR을 받은 직장암 환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간호중재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직장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치료과정에 대한 의사소통의 실제, 환

자와 의료진 간 이해의 괴리, 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LARS에 대한 환자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증상의 심각도

와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직장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적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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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LAR을 받은 직장암 환자의 실제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치료과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대처 전략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등의 심

리∙사회적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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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정보 활용 동의서 

동의서 버젂 또는 버젂 날짜: Version 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 

연구 제목: 직장암 홖자의 저위젂방젃제술 경험에 관핚 현상학적 연구 

연구담당자: 
(성

명) 
이 은 (소속)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8동병동 

연구대상자의 권리에 대핚 

 문의처 

피험자보호  

연구윤리담당자 

* 만일 본 연구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위험이나 불편 또는 손상이

발생할 경우,

상기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목적은 직장암 홖자의 저위젂방젃제술 후의 경험을 파악하고 

그 의미와 본질에 대해 현상학적 방법으로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

위젂방젃제술 후 불가피핚 싞체의 손상으로 읶해 많은 홖자들이 고통

받고 있으나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그 변화에 적응해나가는

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는 저위젂방젃제술 후의 경험과 적응 과정을, 직접 경험하싞 

직장암 홖자분들을 통해 듣고 그 본질과 의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함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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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조사 방법은 연구자와 직접 면담함으로써 참여하실 것이며, 자발적으

로 참여 의사를 밝히싞 분에 핚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또핚 면담 도중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가 편하게 본읶의 경험을 이야기핛 수 있는, 프

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밀폐된 장소(병원의 회의실 등)에서 짂행될 

것이며 면담 시간은 참여자가 본읶의 경험을, 자싞의 언어로 충분히 

표현하시는 정도에 따라 다양하며 대략 1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

다. 만읷 면담 도중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연구자에게 즉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앆 읷어날 수 있는 위험은 거의 없으며 

면담은 핚 번으로 완료됩니다.  

면담 과정 중 면담에 응하싞 참여자의 이름이나 개읶을 식별핚 만

핚 정보는 읷체 수집하지 않으며, 참여자의 개읶정보는 성별, 나이, 직

업유무, 결혼유무, 종교유무, 현재 흡연과 음주여부, 운동여부에 핚하여 

연구자가 참여자분께 직접 질문하여 수집될 것입니다.  

참여자의 의무기록지는 연구자가 직접 열람하고, 수술읷 및 종류, 읷

시적 장루여부, 수술 젂후 치료에 핚하여 정보가 수집될 것입니다.  

면담 시에 면담내용 분석을 위해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될 것이

며, 녹음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여 분석하게 됩니다.  

연구자료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료의 분석 결과가 참여자에

게 공유될 것이며 이를 위해 참여자가 동의핚 경우, 참여자의 연락처

에 대핚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또핚 연구결과에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청핛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

든지 연구자에게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3.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본 연구는 관찰 연구이므로 연구로 읶해 부가적으로 수행되는 검사

나 젃차가 없으므로 연구참여로 읶핚 직접적읶 위험성은 없습니다. 다

만,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더 많은 홖자들에게 유익핚 정보를 제공하

고 의학 발젂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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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본 연구에 참여하시게 되면 [ 30,000원 ]의 교통비가 제공됩니다. 

 

5. 개인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귀하의 자료는 향후의 다른 연구에서도 사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료를 향후의 다른 연구에 사용하는 것과 관

련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의 모든 다른 연구에, 귀하의 자료를 제공하여 연구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 삼성서울병원의 연구자에게만 동의합니다. 

□ 본 연구의 연구자에게만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6. 자유의사에 의한 연구 참여 및 동의 철회  

본 연구에 참여핛지 여부는 젂적으로 귀하의 선택에 의핚 것이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젂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핚 참여에 동의핚 

이후에도 동의 철회를 원핛 경우 조사된 자료를 폐기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연구에 사용된 정보와 자원을 제외하고 모든 

자료는 적법핚 젃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7. 개인정보 보호 

만약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싞다면 본 연구에서는 귀하의 개읶정

보(성명과 같은 개읶 식별정보 및 건강에 관핚 정보 등)를 수집하게 됩

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읶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연구에 관련된 담당자만이 수집된 자료에 접근핛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읶정보 중 개읶식별정보는 연구에 직접 이용되거나 필요핚 정보가 

아니며 연구로 읶해 획득되는 임상 자료와 귀하를 연결하기 위핚 목적

으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개읶정보는 연구 목적을 달성핛 때까지 사

용하게 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읶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젃히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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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날짜: 

법정대리읶: 

(필요핚 경우)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날짜: 

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 성명: 

서명: 날짜: 

연구대상자가 본읶이 인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핚 경우로, 연구자가 본 동

의서를 연구대상자에게 인어 주었고 연구대상자와 함께 이를 논의하였으며 질

문핛 기회를 제공함을 확읶합니다 

참관읶 성명:

(글을 인지 못하는 연구대상자의 경우) 

서명:   

비고(관계, 싞분, 입회사유 등): 

날짜: 

 

 

본 동의서는 삼성서울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심의하여 

사용을 승인한 동의서로. SMC철인이 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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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대상자보호심의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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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증례기록서 

증례 기록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상급병원 외래를 방문하는 직장암환자

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이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저위전방절제술(일시적 장루가 있을 시 장루복원술)후 3개월 초과, 5

년 미만의 직장암환자

② 의사 소통이 가능한 자

③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피험자 번호 피험자 이니셜 수집일(YYYY/MM/DD) Page 

1 



- 107 - 

Study number : 

항목 내용 

이름 피험자 이니셜  

나이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기타

성별 □ 남 □ 여

직업 □ 무직  □ 현직

 ( □ 사무직   □ 현장직  □ 자영업 )

경제상태 □ 하 □ 중하 □ 중 □ 중상  □ 상

교육정도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이상

종교 □ 없음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

결혼 □ 기혼  □ 미혼 □ 사별 □ 이혼

음주여부(현재) □ 무 □ 유

흡연여부(현재) □ 무 □ 유

진단명 Text로 기록 

수술일     년  월  일  (Text로 기록) 

일시적회장루여부 □ 무 □ 유

수술전치료여부 □ 무 □ 유 ( □방사선 □항암제  □방사선+항암제)

수술후치료여부 □ 무 □ 유 ( □방사선 □항암제  □방사선+항암제)

서명 :   연구담당자: 이 은  날짜 :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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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면담일지 

 

면담질문 

1. 저위전방절제술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2. 암을 진단받았을 때의 경험은 어떠하였나요? 

3. 암을 진단받고, 주위 사람들, 가족들에게 어떻게 소식을 알렸나요?  

그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4. 수술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5. 수술 직후의 느낌, 경험은 어떠하였나요? 

6. 수술 후 가장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자원이나 방법을 이용하였나요? 

7. 직장암이 선생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8. 수술 후 가장 즐거웠던, 기뻤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9. 현재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위의 것은 선생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면담 시 참여자의 분위기, 반복적인 행동, 표정, 언어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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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게서 부각되었던 주제는? 

추후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은? 추가하고 싶은 연구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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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illness  

experience of patients with rectal cancer  

who received Low Anterior Resection 

 

Lee, E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tal cancer has been increasing most sharply in the modern 

society. Low Anterior Resection(LAR) has been the standard surgical 

procedure to treat the majority of patients with rectal cancer. Ninety 

percent of patients who underwent LAR have also experienced Low 

Anterior Resection syndrome(LARS), which includes symptoms such 

as increased frequency in bowel movements, urgency, stool leak, 

incontinence. The sensitive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of this study 

creates limitations in the ability to analyze the area through 

quantitative data. Therefore, this phenomenological study was 

designed to accurately describe the experience of patient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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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LAR for a better understanding.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11 rectal cancer patients who 

received LAR within 5 years to 3 months from the date of the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the individual through in-depth interviews 

on their actual experiences. The collected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MAXQDA10 program and according to the Colaizzi 

method (1978) and described in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Perception(1945/2002).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10 common themes in the 

experiences of the patients who underwent LAR and 5 larger theme 

clusters. These themes and theme clusters are further discussed 

below. 

1) The first theme cluster “Overtaken body” revealed the 

experience that participants expressed from the time they were 

diagnosed with rectal cancer to the time that they underwent 

the low anterior resection. This experience includes the passive 

treatment process that failed to notice the abnormal symptoms 

of rectal cancer and the abrupt diagnosis of rectal cancer. This 

theme cluster is composed of two themes: ‘Betrayal of the 

patient’s body’ and ‘Giving up ownership of the patient’s body’. 

2) The second theme cluster, “The exteriorized body” describes 

the experience immediately after the low anterior resection. 

Participants expected a complete return to their past healthy 

life following the operation. This theme cluster includ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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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Regaining ownership of the patient’s body’. 

3) The third theme cluster, “Life that is bound to defecation”

describes the experience of low Anterior Resection Syndrome

that has the negative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experiences

of the loss of the patient’s defecation control post-operation.

This theme cluster includes the themes, ‘Lost of control of

defecation’, ‘Dilemma between recovering vigor and pain’,

‘Loneliness in secret suffering’.

4) The fourth theme cluster, “Struggle for new life” describes the

experience of a participant striving to recover and adapt

following LAR. This theme cluster includes the themes: ‘The

healing of body and mind through the endurance of pain’ and

‘Gaining familiarity with new challenges in life’.

5) The fifth theme cluster, “The awareness regarding the essence

of existence” describes the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reflection of their own experience with the illness and the

discovery of the significance. This theme cluster includes the

themes: ‘Positive force linking the existence’, and ‘Discernment

of life and death’.

In conclusion, the experience of rectal cancer patients who 

underwent LAR is an epic journey from the moment they are 

diagnosed with rectal cancer through treatment with the medical staff 

and then a new focus on recovery and adapting to a new life. This 

study described patients' life experiences from cancer diagnosi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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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inful distress of the side-effects following surgery and finally 

accepting their damaged body. It is significant in that this study takes 

the perspective of a practical understanding from the patient's 

expression of their experience, based on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body, rather than simply listing the common 

symptoms of the body.  Th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will be 

able to draw a deeper understanding as medical staff for the rectal 

cancer patients' experience throughout and following a LAR. 

Keyword: Rectal Neoplasms, Colorectal Surgery,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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