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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많은 연구들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이 생존률 증가와 더

불어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이식 후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어려움

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가진 어려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를 위해서는 이들의 신장이식 후 어려움만이 아닌 신장질환의 전체

적인 과정 속에서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질병 및 치료와 관

련한 삶의 경험들이 어떠했으며 그것이 이식 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와 함께 경험

에 대한 성찰과 의미부여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이 적용되었다.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질병 및 치료와 관련한 경험이 이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하여 2015년 5월부

터 2015년 9월까지 15세-23세의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 6명을 대상

으로 개인별 3-4회, 총 21회의 개별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을 통하여 여섯 가지 종류의 결정적인 사건들이 선택되었는

데, ‘남과 다르다는 것’, ‘두려움과 기대로 맞이한 이식수술’, ‘이식 후

변화’, ‘병원에서 환자가 된다는 것’, ‘떠맡은 책임’, ‘내 삶의 의미 찾

아가기’였다. 이 여섯 가지 경험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만성 신장질

환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장이식을 포함한 치료의 과정을 거치

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중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선택된

것들이었다. 이에 여섯 가지 종류의 경험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형성하는 작업이 연구 참여자와 함께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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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은 만성 신장질환의 증상과 치료

로 인하여 내부·타인·사회 속에서의 다차원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있

음이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그들은 이식 후 변화된 몸과 여전히 변

하지 않은 모순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부·타인·사회 속에서

의 단절감을 극복하고 연결성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측면

중 ‘이식 후에도 그대로인 나’와 ‘단절된 삶’의 모순된 관점을 보여준

것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를 토대로 향후 신장이식 수혜 청

소년들의 단절감을 극복하고 관계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고안되어 적용될 것을 제언한다.

주요어 : 만성 신장질환,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 내러티브 탐구

학번 : 201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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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이야기를 열기

1)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과의 만남

나는 정신 보건 간호사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심리치료 도구를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 가족의 정신간호를 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나는 병원 자원봉사 활동의 하나로 신체 질환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을 여러

명 만날 기회가 있었다. 나에게 청소년들을 의뢰한 의료진은 신장이

식을 받은 청소년들이 정서가 불안정하고 우울하며, 면역억제제 투

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식 후 관리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

다고 하였다. 내가 직접 만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도 나와의 첫

만남에서 눈 맞춤도 하지 않았으며,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을 만나 모래상자 꾸미기, 그림

그리기 등을 하면서 내가 눈여겨보게 된 것은 이들이 표현하는 자

신의 모습이었다. 어떤 14세 청소년은 자신의 모습을 로봇으로 그리

기도 하였고, 어떤 15세 청소년은 자기의 신체 내부에 시계를 그려

넣었다. 나는 이 그림들의 의미를 숙고하면서 이들이 이식을 받은

자신의 모습을 온전한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

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또한 모래상자 꾸미기에서 어느 13세 여자 청소년은 자신을 닮은

동물 피규어(고릴라)를 반복해서 바위나 나무 뒤에 숨겼는데,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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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상담이 점차 진행되면서 그 피규어는 점점 무대의 중앙으로 옮

겨갔다. 이 외에도 자신의 모습을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나 사람이

아닌 캐릭터로 대신하는 청소년, 질병 과정에 의해 변화된 유독 큰

얼굴을 강조하면서 자기 모습을 그리던 청소년들이 눈에 띄었다. 이

들이 표현한 자신의 모습은 오랜 신장질환과 치료로 인하여 평범하

지 않은 모습이었다.

개인·집단 상담의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이들은 자기 이야기도 잘

하게 되었고, 우울함에서 벗어나 가정과 학교생활에도 점차 적응하

게 되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나에게 쑥스러워하면서

“선생님 덕분에,” “고마워요”라는 표현도 해주었다.

하지만 이식을 받았다고 해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

로, 이들은 언젠가 또 건강과 생활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나는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오랜 기간 아파왔던 몸으로 인하여 경험했을 많은 사건들이 이들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경

험들은 서로 연결되어 이들의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의 어떤 경험들이 지금 그들

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2) 내 어머니의 말기 신부전

나의 어머니는 올해 75세이시다. 그리고 2015년 초, 오랜 당뇨병

의 합병증으로 신장기능이 저하하여 혈액투석을 시작하셨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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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20%이하로 떨어진 신장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버티시다가 결

국은 투석을 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투석을 처방받기 전, 어머니는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투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을 졸이

셨다. 언젠가는 내려질 “선고”가 유보될 것을 기대하면서.

신장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구토와 구역질, 부종, 그리고 극도의

피곤함을 겪으면서도 어머니께서는 투석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완

강히 거부하셨는데, 그 이유는 “투석을 하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투석으로 인한 신체적·시간적·사회적 제약이

어머니에게는 지금까지의 익숙한 생활들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

했다. 그와 동시에 다시는 투석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의

미하기도 했다. 어머니 뿐 아니라 어머니를 돌보는 아버지께서도 투

석만은 안하기를 바라셨다. 다른 지병으로 인하여 신체적·심리적으

로 불안정한 어머니에게 투석이라는 삶의 전환은 또 하나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투석을 앞둔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이제 투석하면 어떻게 사노? 그걸 어떻게 하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나?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그런 어머니에게 투석을 하면서 십수년을 살아가는 사람들

의 이야기를 해드렸고, 생활패턴이 바뀌는 것에 적응하면 신체적인

불편감은 투석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어머니

께서는 집에서 관리하기 힘든 복막투석보다 혈액투석을 받기 시작

하셨고, 지금은 일주일에 3일, 4시간씩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다. 이제 규칙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에 익숙해지셨고, 나머지

시간 동안 그림 그리기, 성당 활동 들을 하면서 나름 활기를 찾으려

고 노력하신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쾌활하지도, 생기 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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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여전히 당신은 사람구실을 못하고 환자로만 살아야한다고 말

씀하시고 곧잘 우울해지신다. 나는 이런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만났

던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을 떠올렸다. 나의 어머니의 경우 노년에

만난 병이지만, 그들은 어릴 때부터 병을 만나 그 병과 함께 살아가

면서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여야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

은 어떠할까? 투석을 받으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제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내 어머니를 보면서, 어린 나이의 그들

은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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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신장이식(kidney transplantation)은 말기 신장질환을 앓는 사람들

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중 하나이자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

는 계기가 된다. 선천적·후천적 질환으로 인해 급·만성 신장질환이

진행되어 말기 신장질환 상태에 이르면, 독소가 체내에서 제거되지

못하여 투석치료나 신이식과 같은 신장기능을 대신하는 치료를 받

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United States Renal Data System,

2013). 신장이식이 성공한다면 이식을 받은 사람들은 투석치료를 받

을 때보다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고, 삶

의 질이 향상됨을 경험한다고 한다(김명희, 김민수, 권오정, 강종명,

2009). 신장이식은 말기 신장질환 환자의 생존률 증가와 더불어 신

체활동의 자유, 사회생활의 확장, 식사 제한의 감소, 경제적 부담 감

소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며, 합병증의 빈도를 낮추고 사회 복귀

율에 있어서도 투석보다 우수하다는 연구들이 있다(Overbeck,

Bartels, Decker, Harms, Hauss, & Fangmann, 2005; Sayin,

Mutluay, & Sindel, 2007).

어릴 때부터 장기간 신장 기능부전으로 투병하던 아동, 청소년들

역시 신장이식을 통해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발달과 미래의 삶을

기대할 수 있다. 해마다 세계적으로 1,000명 이상의 아동, 청소년들

이 신장이식을 받고 있으며, 이식 후 1년 생존률은 90%이상으로 보

고되었다(Penkower, Dew, Ellis, Sereika, Kitutu, & Shapiro, 2003).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에서 2014년까지 6-18세 사이의 아동, 청소년

약 300여명이 신장이식을 받았다(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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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2015). 의료기술의 발달과 장기기증이 활발해짐에 따라

앞으로 신장이식 수술의 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

게 신장이식을 받은 아동, 청소년들은 이식 전의 말기 신부전 경험

과 더불어 이식 후의 경험을 함께 가지고 청소년기를 살아가며 성

장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변화하는 신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신체·정신·정서·지적인 여러 측면에서 변화에 적응을 하는

가운데 자아개념,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다

(Shaffer & Kipp, 2013). 특히 심리 사회학자 Erikson(1963)에 의하

면,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매달리면서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이며,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성인기의 역할수행 및 삶의 방향

설정에 영향을 준다(Shaffer & Kipp, 2013). 그런데 신장질환을 포

함한 만성질환을 가진 청소년들은 질병과 치료의 과정을 경험하면

서 건강한 또래에 비해 부정적인 신체상과 낮은 자존감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김미애, 2010; 오상은, 1999; Pinquart, 2013). 특히 신체

적인 성장이 급격히 일어나는 청소년 시기에 앓는 신장질환은 질병

및 치료과정에서 사춘기의 성장을 저해하여, 작은 키와 외모의 변화

를 초래한다(Boydstun, 2005). 따라서 신장질환을 앓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와 기능을 또래들과 비교함으로써 신체상과 자존감에

영향을 받는다(강창희, 1992; Boydstun, 2005). 신장이식 수혜 청소

년들은 이식 전 투병 기억과 이식 후의 변화된 생활 속에서 격동기

인 청소년기를 지나는데, 이때 이식 후 적응과정에서의 혼란과 발달

과정에서의 혼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은 생존의 가능성과 삶의 질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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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여전히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구체적으로 신

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은 투병 과정과 신장이식 후의 스트레스로 인

해 발달 지연, 또래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어려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자율성의 박탈로 인한 우울, 행동문제, 낮은 자존감,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Engle, 2001; Griffin and Elkin, 2001;

Shaw, Palmer, Blasey, & Sarwal, 2003).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이들은 불안, 분노, 우울을 경험하면서 신장이식 후의 관리나 치료

를 소홀하게 되어, 이식된 신장의 거부 반응으로 인해 다시 투석을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Dobbels, Damme-Lombaert,

Vanhaecke, & Geest, 2005; Kiley, 1993; Wu, Aylward, Steele,

Maikranz, & Dreyer, 2008).

현재까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이식 후 적응과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신

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이식 후 정상적인 것에 대한 기대와 실망,

또래들과 다른 활동의 제한, 엄격한 면역 억제제의 복용 수칙, 이식

거부의 불안감들로 인하여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과 자

아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Dobbels et al.,

2005; Kärrfelt, Lindblad, Crafoord, & Berg, 2003; Mintzer, Stuber,

Seacord, Castaneda, Mesrkhani, & Glover, 2005; Olausson et al.,

2006; Raticliff, Blount, & Mee, 2010; Simons, McCormick, Mee, &

Blount, 2009; Tong, Morton, Howard, & Craig, 2009; Wu 등,

2008). 그런데 이 연구들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이식 후 삶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식 전의 특성 및 경험과의 연관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영향 받고, 또한 현재의 경험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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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므로, 우리가 인간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려

고 할 때 과거의 경험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장이식 수

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실천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할 관

심은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이 질환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이들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이

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질환

과 치료를 둘러싼 삶에서 필요한 돌봄의 본질이 어떠해야할지를 가

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의 이식 전의 삶의 경험

들과 이식 후의 경험들을 함께 탐구 영역에 포함하여, 그 경험들이

지금 삶에 끼친 영향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탐

구 작업에는 연구자 뿐 아니라 연구 참여자가 함께 참여하여 경험

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적합한 방법 중

하나가 내러티브 탐구방법(narrative inquiry)이다. 또한 이러한 탐구

과정 자체가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에게 하나의 경험이 되어 연구자

와 연구 참여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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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질병 및 치료와 관

련한 삶의 경험들이 어떠하며, 그것이 이들의 이식 후 삶에 어떤 영

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4. 연구 질문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질병 및 치료 경험이 어떠하고, 그 경

험이 이식 후 삶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은 질병 및 치료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2) 이러한 경험들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

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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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 정의

1)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

신장이식(kidney transplantation)은 건강한 사람 또는 뇌사자로부

터 신장을 기증 받아 체내에 이식하여 신장기능을 유지하는 외과적

인 수술로서, 말기 신장질환의 치료법이다(The National Kidney

Foundation, 2012).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을 신장이식 수혜자, 또는

신장이식자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말기 신장질환을 경험하면서

청소년기에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을 ‘신장이식 수혜 청소

년’(adolescent renal transplant recipient)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지만(제

3조 제1호), 면담으로 진행되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 특성을 고려하

여,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질문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으로

연구 대상을 14세에서 24세로 제한하였다.

2)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narrative)의 사전적 정의는 “사건이나 경험에 관해 말로

표현되거나 서면화 된 이야기”(Merriam-Webster Dictionary, 2005)

이다. Clandinin과 Connelly(2000/2011)는 시간에 걸쳐 이야기되는

삶에 대한 사건들을 내러티브라고 하였다. Polkinghorne(1988/2009)

은 “이야기(story)”와 동일하게 “내러티브”를 사용하였는데, 내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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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의 의미를 세 가지-이야기를 만드는 과정, 이야기의 인지적 도식,

그 과정의 결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어떤 의미를 의도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의 삶을 바꾸는 과정으로 정의한다(김대현, 2006). 본 연구에서의 내

러티브는 이야기의 과정이나 인지적 도식보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

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탐구

방식의 하나로, 한 장소 혹은 여러 장소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

자와 참여자가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협력하는 것이다

(Clandinin & Conelly, 2000/2011). 또한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

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방법까지를 포함하는 것

이다(염지숙,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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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질환과 치료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

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만성 신장질환을 앓는 청소년들의 심리·사

회적 특성과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선

행 연구들, 그리고 내러티브 탐구의 개요와 방법론에 관한 문헌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만성 신장질환을 앓는 청소년

만성 신장질환(chronic kidney disease, CKD)은 원인에 상관없이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사구체 여과율이 60ml/min

이하)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으로, 합병증으로 신장기능의 상

실과 심뇌혈관질환을 야기한다(The National Kidney Foundation,

2001). 우리나라의 만성 신장질환 유병률은 아동과 청소년에서는 아

직 조사된 바 없지만, 3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1.2%(2009년)에서

16.5%(2013년)로 증가추세에 있다(이형민, 오경원, 2015; 질병관리본

부, 2014). 만성 신장질환의 주요 증상으로는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폐부종, 식욕부진, 오심, 구토, 빈혈, 출혈, 부종, 복수, 성 발육 지연,

영양실조 등 신체 전반적인 이상을 나타낸다(강성귀, 김원, 이식,

2010). 만성 신장질환은 노폐물을 배설하고 내분비, 대사 기능을 주

관하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거의 모든 신체 기관의 이

상을 초래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만성 신장질환은 성 발달 지연,

사춘기의 짧은 급성장시기로 인하여 신체성장발달 이상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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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dstun, 2005). 만성 신장질환이 진행되어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

이 10ml/min로 저하되면 말기 신장질환(end-stage of renal disease,

ESRD) 단계가 되는데, 이 시기에는 주 2-3회 병원에서의 혈액투석,

1일 3-4회 생활환경에서의 복막투석, 그리고 신장이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한다(강성귀, 김원, 이식, 2010).

국외에서는 Gerson 등(2004)이 만성 신장질환을 앓으면서 관련

증상인 빈혈을 보이는 청소년의 양육자 105명에게 CHQ

PF-50(Child Health Questionnaire From Parents-50)를 사용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빈혈 증상을 가진 만성 신

장질환을 앓는 청소년들은 신체 기능 저하, 건강문제로 인한 학업과

교우 활동 영역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여, 이들의 삶의 질이 낮

음을 보고하였다(Gerson 등, 2004). 이 연구는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양육자로부터의 간접 보고를 통해

측정한 것이므로, 청소년의 시각보다는 양육자의 시각임을 고려하더

라도 만성 신장질환과 청소년의 삶의 질이 연관됨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강창희(1992)가 만성 신장질환을 앓는 청소년 13명과의

면담을 통해 간호요구를 파악한 연구 과정에서, 이들은 질환으로 인

하여 작은 키, 신체활동의 제한, 식욕의 제한, 학습의 방해, 대인관계

의 제한, 가족과의 갈등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한을 받고 있

음을 발견하였다. 그로 인하여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이 어려워

그 다음 단계로 발달하는 것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강창

희, 1992). 이 연구는 만성 신장질환을 앓는 청소년들로부터 직접 그

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그들

의 경험에 신장이식 이후의 삶을 포함시키지는 않았고, 경험된 현상

만을 분석하였기에 그 의미가 깊이 탐구되지는 않았다. 또한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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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시행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으며 그 사이 급격히 변화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를 살아가는 신장이식 수혜청소년들

의 경험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들이 연구 대상을 만성 신장질환을 앓는 청소년들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만성 질환을 앓는 청소년들에 대한 연

구로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만성 질환의 큰 영역 안에서 시행된 연

구들을 통해 만성 신장질환을 앓는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함께 이해해보고자 한다. Pinquart(2013)는 만성 질환을 앓는 아동·

청소년들의 신체상과 자존감을 건강한 또래와 비교한 연구에서, 다

양한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상에 관한 330편의 양적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은 건

강한 또래들에 비하여 신체상이 부정적이며, 그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다양한 만성 신체 질환에는 비만, 암, 척추 측만

증, 만성 신장질환, 뇌전증, 성장 호르몬 부족, 천식 등 다수의 만성

신체질환들이 포함되었고, 신체상 측정 척도들을 통하여 체중, 키,

피부, 머리카락, 외모 등의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질환의 영향을

받은 외모로 인하여 낙인, 놀림을 받는 경험들은 자존감을 저하시키

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다(Pinquart, 2013). 이 연구를 통해 만성

신장질환을 포함한 만성 질환을 앓는다는 것은 신체상과 자존감, 생

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오상은(1999)은 신장 질환, 암, 천식, 당뇨병, 연수형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156명과 독감,

급성맹장, 장염, 간염, 뇌수막염 등을 앓는 급성질환아들 75명을 대

상으로 신체의 의미, 신체 만족도를 척도로 평가한 결과, 만성질환

아군이 급성질환아군보다 신체상, 신체만족도, 자존감이 낮음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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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였다. 최승미, 신민섭, 정진엽, 김중술(2000)의 연구에서는 만성

질환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받은 13명의 아동과

건강한 아동 13명을 대상으로 피어스-해리스 자기개념 척도, 소아

우울 척도, 그림, 색을 표현하는 투사적 검사를 통하여, 만성질환 아

동군에서 소아 우울 성향이 유의미하게 높고 자기 개념이 유의미하

게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투사검사를 통해 만성 질환군

대상 아동들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지각하며, 이에

대처하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전략 사용에는 무기력함을 보인 결과

를 통하여 만성신체 질환을 앓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심리 적응이

어려움을 발견하였다(최승미 등, 2000). 또한 저신장증을 진단받고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아동 39명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신체상, 자

아 존중감,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를 통한 조사연구(김미애,

2010)에서는 이들이 자아 존중감이 낮고, 신체상이 부정적이며, 위

축, 우울과 불안, 주의집중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하여, 만성질환을 앓는 아동·청소년들이 부정

적인 신체상, 낮은 자존감, 낮은 자기 효능감, 우울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대처 및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각각

의 만성 질환이 증상, 질환 및 치료의 과정, 관련된 이슈가 다르므

로, 만성질환을 앓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

고 이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환 각각에 따른 청소

년들의 경험과 특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그들이 가진 어

려움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활용가능한 자원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질환과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 시기의 성장과 발달을 돕

는 것에 활용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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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심리적·사회적 특성에 대한 다수의 양

적 연구들에 의하면, 신장이식 후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부정적인

신체상과 잦은 입·퇴원, 그리고 활동 제한으로 인해 또래와의 지속

적인 교류가 어려움이 보고되었다(Engle, 2001; Kärrfelt 등, 2003;

Mintzer 등, 2005; Olausson 등, 2006; Penkower 등, 2003). 신장이

식을 받은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인 또래와 다른 활동의 제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울, 정서

적 불안정, 분노, 학교 부적응을 어려움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어

려움들이 치료의 불이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다

(Frederick 등, 2008; Kärrfelt and Berg, 2008; Nevins, 2002;

Ratcliff, Blount, & Mee, 2010; Wu 등, 2008). 이들이 이식 후 면역

억제제 복용을 포함한 치료적 처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식

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면역 반응을 일으켜 재투석, 또

는 재이식을 해야 하거나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Penkower 등,

2003).

위와 같은 양적 연구들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이 경험하

는 심리, 사회적 어려움들을 측정도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결

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의 경험과 관련

한 질적 연구들 중, Tong 등(2009)은 1950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발표된 이식청소년의 경험에 관한 18편의 질적 연구들을 분석하였

는데, 이 중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12편이었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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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느낌으로

정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식거부반응에 대한 불안과 실망을 가

지기도 하지만, 자유와 독립에의 욕구와 함께 제2의 인생이라 생각

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가족, 주위의 지지자들에 감사하고 적응하려

고 노력하였다(Tong 등, 2009). 반면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은 가

족의 과잉보호를 실감하기도 하고, 또래로부터의 거부 반응에 직면

하여 겪는 정신적 어려움, 학업 수행의 어려움, 신체 활동의 제한으

로 인하여 좌절하기도 하였다(Tong 등, 2009). 특히 이 연구에서 핵

심적으로 보고한 것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이식 후 투약을

해야 하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과의 이질감을 좌우하므로, 자신을 또

래 사이에서 얼마나 “정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투약 이행여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다(Tong 등, 2009). 이를 바탕으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이식 후 삶에 대한 관점을 연구한 또 다른 질적 연

구가 수행되었다(Tong, Morton, Howard, McTaggart, & Craig,

2011). 이 연구를 위해 호주의 5개 종합병원에서 모집한 12-19세의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 22명을 약 1시간 동안 개별 심층 면담하였고,

결과는 Tong 등(2009)의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Tong

둥(2011)의 연구에서 면담자료의 분석 결과 “정상적인 것에 대한 성

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상적인 것을 성취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요소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각각 5가지씩 제시

되었다. 정상적인 것을 성취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것, 또래의 수용, 투약의 규칙적인 이행, 자유

와 에너지, 지지체계와 대처 기전이었고, 방해가 되는 요소로는 정

체성의 위기, 또래의 거절, 투약의 불이행, 생활방식의 제약, 두려움

과 불확실성이었다(Tong 등, 2011). 이 연구는 신장이식을 받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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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의 간호 시 고려할 부분들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신장

이식 수혜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다른 연구들(Dobbels 등, 2009;

Simmons 등, 2010)에서도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이 이식 후 적

응 과정에서 투약 및 생활의 제한으로 인한 불편, 정체성의 문제들

로 인하여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고, 이들 청소년들이 적절

히 지지받으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국내에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가 드문 이유 중의 하나는

이식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

념에 의해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이식 후 적응 문제는 간과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 내에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이

전체 신장이식 수혜자의 약 3% 밖에 되지 않고, 한해 전체 이식환

자들의 약 1.4%에 불과하기 때문에(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2013; 2014; 2015), 연구 참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연구결

과의 확산도가 다른 대상에 비해 낮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한다.

김수미와 최희승(2014)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경험을 이해

하기 위하여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청소년 9명을 면담하였다. 연구

결과,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은 이식으로 인하여 외모와 생활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기뻐했고, “보통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

하였던 반면, 이식 후 계속된 면역억제제 복용, 부모와의 갈등, 한시

적인 신장 기능에 대한 불안, 이식 거부반응의 두려움 등으로 인하

여 실망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투병과정, 이식의 결정이나

이식과정에서 자신의 감정, 의사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기 신체 관리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였고, 남들처럼 보통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면서도 자신의 신체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



- 19 -

에게는 공통적으로 “여전히 남과 다른 몸에 대한 갈등” 과 “자신의

삶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여 느끼는 무력감”의 감정이 기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김수미, 최희승, 2014).

이상의 연구들을 통하여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은 건강과 삶

의 질을 회복할 가능성들이 주목받는 이면에 “완전한 정상이 되지는

못하는 몸”에 대한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청소

년 시기에 이상적인 자기를 설정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야하는 발달

과제와 함께 맞물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리라 추측한다. 그런데 이

들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식 후 결과적인 심리·사회적 특성에 초

점을 맞추었고, 이식 전의 투병과정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질병 시작 과정에서부

터 이식을 받은 후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신장이식 수

혜 청소년의 질병 경험들이 이들의 삶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주

었는지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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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narrative)란 시간에 걸쳐 이야기되는 삶에 대한 사건들

로서(Clandinin & Connelly, 2000/2011; Lauritzen & Jaeger,

1996/2007),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을 이야기하며, 그 이야

기를 확인하고 해석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염지숙,

2001). 내러티브는 단순히 열거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

우고 있는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형성해가고 있는지, 동시에 그 의

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다(Lauritzen & Jaeger,

1996/2007). Clandinin과 Connelly(1988)는 내러티브에 의해 인간이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의미를 만들어간다고 한다. 이야기는 한 사람

이 세계로 들어가고, 그 세계 안에서의 그들의 경험이 해석되고 개

인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포털 사이트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2011). 또한 이야기는 인간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탐구대상이다(Clandinin, 2014/2015).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성찰적 순환과정은 현 상황의 의미를 만들어내

고, 이를 통해 인간은 탐구된 경험을 넓히고 변형시켜 나아갈 방향

을 찾게 된다(염지숙, 2001).

이상의 내러티브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내러티브는

인간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사건들의 이야기로서, 사건 자체의 설명

만이 아니라 “사건들이 인간의 삶과 연결된 해석을 거쳐 새로운 의

미를 형성하게 된 이야기”를 말한다. 이렇게 의미 부여된 이야기 속

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 의미 속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하면서 다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순환적으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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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인간이 경험한 사건에 관한 성찰을 통하

여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고,

그러한 경험에 대하여 형성된 내러티브가 어떠한지를 탐구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라는 용어는 캐나다의 교육학자

인 Clandinin과 Connelly(1990)가 개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교

사 교육에 대한 접근을 개발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

하였다(Webster & Mertova, 2007).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로 구성

된 경험을 연구하는 관점이자 방법론으로서, 지식과 이해의 원천인

살아있는 경험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접근이다

(Clandinin, 2014/2015). 김병극(2012)은 내러티브 탐구를 통하여 지

식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이야기”와 “이야기하기”를 통하여 경험을

탐구할 수 있다고 본다(김필성, 2015). 연구자는 세상에 묘사된 인간

의 경험 방식을 내러티브 탐구를 통하여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Leonard & Patricie, 2007).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의 목표

는 “경험을 경험하는 것,” 즉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해가면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2011).

정리하면,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 또는

그 이야기 자체를 탐구함으로써 연구의 관심대상에 대한 새로운 의

미를 만들어나가는 탐구 방법이다. 이러한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Clandinin과 Connelly(2000/2011)는 내러티브 탐구의 토대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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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으로 John Dewy의 자연주의적 경험이론을 인용하였다.

Dewey(1938)의 자연주의적 경험이론은 인간 유기체와 환경의 전체

적 상호작용에 의해 경험이 일어나고, 이를 기초로 자연적 인식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환경과 분리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김대현, 2006). Clandinin과 Connelly(2000/2011)는

Dewey의 경험이론을 바탕으로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첫째, 경험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므로 개인적임과

동시에 사회적이다. 둘째, 경험의 계속적인 속성은 과거, 현재, 미래

를 연결한다. 즉, 과거 경험의 바탕 위에서 현재 경험이 일어나고,

이는 미래 경험의 기반이 된다. 셋째, 경험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장소와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공간(상황)에서 일어난다. 이를 요약

하면 경험은 구체적인 공간과 상황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험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Dewey의 경험 이론은 경험을 탐구하는 내러티브 탐구의

“3차원적 탐구 공간” 틀의 기반이 된다.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입장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경험의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방법론적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3차원적인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이용한다(김병극, 2012). 내러티브

탐구의 기본 틀인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은 Clandinin과

Conelly (2000/2011)가 경험을 이야기적 현상으로 이해하여 탐구하

기 위해 제시한 은유적인 틀로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시간성(계속성), 장소, 상호작용의 3차원에 배치하고, 시간성은 앞과

뒤, 상호작용은 안과 밖의 방향에 초점을 두면서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앞의 방향은 미래, 뒤의 방향은 과거로서, 현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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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되며, 안으로의 방향은 경험이 일어나는 개인 내부의 조건,

즉 느낌, 심미적 반응, 도덕적 성향, 희망들을 의미하고, 밖으로의 방

향은 경험의 외부조건인 환경을 말한다(김대현, 2006). 경험을 경험

하는 것, 즉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서

이러한 네 가지 방식을 모두 검토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인 측면을

다루며, 사건의 과거와 미래를 검토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쟁점을 다

루는 것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2011). 이와 같이 인간에

영향을 준 사건들을 시간적·공간적·상호성 차원에서 성찰할 수 있는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 중심의 기록으로서, 경험을 연구하는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Leonard & Patricie, 2007).

내러티브 탐구처럼 경험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로는 현상학적 방

법을 들 수 있는데, Van Maanen(1990)이 정의한 현상학적 연구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닌, 인간이 세계에 대해 의미부여하고 경험하는

체험에 대한 연구라고 한다(김필성, 2014). 여기서 “체험”이란 직접

적인 경험과 의식적인 경험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현상학적 연구

의 대상은 인식되는 모든 경험과 현상, 또한 이러한 경험과 현상들

이 체험되게 만드는 내적 의미 구조를 포함한다(김필성, 2014). 그렇

지만 현상학적 연구는 이야기를 탐구의 대상에 활용하지 않고, 체험

이후에 이야기가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내러티브 탐구

와 차이가 있다(김필성, 2014). 즉 현상학적 연구는 사건보다는 그에

대한 개인의 내적 체험과 그 체험의 본질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

는 반면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이 경험한 사건을 둘러싼 의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내러티브 탐구에서

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관계를 맺으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재구

성하고, 함께 텍스트를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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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다른 질적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김필성, 2014).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어떤 이

야기 속에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고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김필성, 2014).

그렇다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작업하는 내러티브 탐구

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가? Clandinin과 Connelly(1998)는 경험

된 이야기들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에서 핵심적인 용어를 “삶을 살아

내고(living), 이야기하고(telling), 다시 이야기하고(retelling), 다시

삶을 살아내는 것(reliving)”이라고 하였다. 즉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또한 그들의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되는 가운데 변화하여 새로

운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다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용어는 내러티브 탐구에서 무엇이 초점

이 되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어야하는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경험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내러티브 탐구 과정을 Clandinin과

Connelly(1998)의 내러티브 탐구 핵심용어에 맞추어 김필성(2015)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의 첫 번째 탐구과정은 살아내기(living)로서, 탐구

의 출발점을 연구자가 자신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탐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회고적이고 역사적으로

이해하면서 존중하는 것이다. 두 번째 탐구과정인 이야기하기

(telling)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서로 관계를 맺고, 경험

들을 능동적으로 교류하는 것이다. 이때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경

험은 이야기하기를 통해 공유되고 해석과 재구성의 기회를 통해 서

로 이해되는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세 번째 탐구 과정은 다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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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기(retelling)으로서, 이야기된 경험을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이해해가는 과정을 통해 이야기를 다시

체험하고 반성하며 경험이 재구성되는 과정이다. 이야기하기와 다시

이야기하기의 탐구 과정에서는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

기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공통의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마지

막 탐구과정인 다시 살아내기(reliving)란 앞의 세 과정을 통해 경험

의 재구성 또는 삶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살아내기의 과정은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

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관계를 맺고 경험을 깊이 이해함에 따라 자

연스럽게 재구성된다. 이러한 4단계의 과정들은 끝이 있는 과정이

아니라 경험이 해석되고 변형되며 재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과정이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하기라는 행위를 통하여

관계를 맺고 함께 탐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탐구의 원리가

된다(김필성, 2015).

이러한 내러티브 탐구 원리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할 때 무

엇을 고려해야할 것인가? 이에 대해 내러티브 탐구를 진행할 때 연

구의 가장 최상위에 두어야할 것으로 “인간 중심”과 “인간 경험의

복잡성”이라는 주장이 있다(Webster & Mertova, 2007).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그 경험의 다양한 의미들을 만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Webster와 Mertova(2007)는 내러티브

탐구를 “과정, 협상, 위험성, 결과 정리”라는 틀로 구분하였고, 각 요

소들에 대한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과정’에서는 어떤 유용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지를 결정

하는 도구적 측면, 연구가 분명하고 실재할 수 있고 독자들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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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끌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는 영역적 측면, 시간·장소·사

람, 그리고 환경과 개인의 특성들이 내용에 포함되어 제시되는 구조

적 측면들을 고려해야한다. ‘협상’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동

료의식을 가지고 협동해나가면서도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책임감을

잃지 말고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모범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

는 것이다. ‘위험’의 요소에서는 적절한 성찰과 분석이 진행되지 않

고 연구자나 연구 참여자의 주관성에 빠지게 되는 것, 결과에 상관

없이 긍정적인 결과로 유도되는 것들을 고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정리’에서는 독자를 이야기에 다시 초대하여 연구 자료를 이

해하게 쉽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결정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

을 통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들이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의 틀은 내러티브 탐구를 할

때 어떤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지를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러티브 탐구는

하나의 연구 방법만을 제시하기 보다는 내러티브 과정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탐구현장에 적합한 연구 설계를 계획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를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표현 방식으

로 연구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김필성, 2015; Mishler, 1991). 이렇

게 내러티브 탐구가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연구자로 하여금 창의적인 탐구 방식의 고안에 의욕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뚜렷한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연

구의 방향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내러티브 탐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그러한 방식들이 탐구에서의 초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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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간과 관

련한 학문에 직결되어 있으므로(염지숙, 2001), 문학, 언어학에 이어

종교학, 심리학, 교육학, 여성학, 의학, 철학, 간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외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많은 내

러티브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유치원에서 초등1학년으로의 전이 경

험을 통한 유아의 세계 이해(염지숙, 1999), 고등 국어교사의 성장

체험(이희용, 2007), 아스퍼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과

성장 경험(박서정, 주용국, 2014), 미혼모의 미술치료 경험(김미정,

2015), 어린 시절 폭력을 당한 경험을 가진 어머니들의 양육 경험

(Nicole, 2011) 등에서 평범하거나 특별한 삶의 경험들이 이야기되

고, 그 의미가 만들어지고 다시 이야기되고 있었다.

간호학 분야에서 수행된 내러티브 탐구로는 자해하는 환자에 대

한 내러티브 탐구(McAllister, 2001), 재난 생존자 경험의 내러티브

분석(최남희, 2005), 시간이 간호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러티

브 탐구(Chan, Jones, & Wong, 2013), 심폐소생술 금지 환자의 간

호 경험(우미경, 김미영, 2013)들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 연구 참여

자는 연구 주제에 따른 개인의 체험들을 이야기하였고, 연구자는 연

구 참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된 경험의 의미를 연구 참여자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다양한 내러티브 탐구들은 이야기 자체, 이야기의

의미를 만드는 과정,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연구자

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에 따라 연구의 표현된 방식은 다양하

였다. 이야기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경우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중심

으로 서술해 나갔고, 이야기의 의미를 만드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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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로 연구자의 생각의 흐름 또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대

화 흐름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경우는 서로간의 관계양상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내러티브 탐구 과정에서 독자

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여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방식을 고안할 수 있다. 이러한 내러티

브 탐구의 열린 방식은 나로 하여금 보다 자유롭고 의욕적으로 탐

구에 임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자신의 연

구 표현 방식이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

는가에 대해서는 반성적인 성찰을 하고 독자의 피드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러티브 탐구에 관한 고찰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

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삶에서의 경험이 독

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간적·개인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하여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그들은 생활 세계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에 대한 주요한 의미를 깨닫

고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내러티브 탐

구 과정 속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여 경험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며, 그 의미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러한 내러티브 탐구는 탐구 과정 자체가 연구이자 중재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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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방법

본 연구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질병과 치료 경험들이 이식

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내러티브 탐구이

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나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과의 면담에서

이들 삶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던 일화들을 찾아내었고, 그 의미와

현재 삶에 끼친 영향들을 연구 참여자와 협력하면서 탐구해 나갔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현장 텍스트는 다른 연구에

서 “자료(data)”로 불리는 것으로서(염지숙, 2001), 연구자가 연구 참

여자와 함께 하는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현장 텍스

트는 현장 경험의 양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참여자와 연구자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서, 경험의 이야기, 자서전적 글쓰기, 저널 쓰기, 현장

노트, 편지, 대화, 면담, 가족 이야기, 문서, 사진, 기억 상자, 연구자

와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 등 다양하다(Clandinin & Conelly,

2000/2011). Clandinin과 Connelly(2000/2011)는 방대한 양의 자료들

중 어떤 자료를 선택할지에 대하여, 연구자가 형식과 내용을 고려

하여 탐구 목적과 관련된 현장 텍스트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를 보기로 드는

예증 양식, 그리고 자료 자체로 자료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는 귀납적 양식에 따라 형식을 달리한다고 설명하였다(염지

숙, 2001). 연구자가 참여자의 반응을 선택적으로 얻는다는 점에서

현장 텍스트의 구성은 이미 해석학적 텍스트가 된다(Clandin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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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lly, 2000/2011).

내러티브의 무엇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내러티브 언어구조

의 분석, 결과로서의 내용의 분석, 상호작용 과정의 분석, 비언어적

인 것을 포함한 행위의 분석으로 나누어진다(Mishler, 1991). 본 연

구에서는 신장이식수혜 청소년들의 질병 과정에서의 경험에 맞추어

면담한 결과물로써 구두로 표현된 이야기를 주된 현장 텍스트로 삼

아 결과로서의 내용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고, 해석학적 원리를 응용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는 최남희(2005)의 내러티브 연구 해석

경험을 참고하여, 연구자의 해석을 최소화하고 면담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확인하였다. 이에 내용을 다시 재구성

하는 과정에서 나와 연구 참여자가 협력하여 의미를 만들어나갔다.

특히 질병과 관련하여 삶에서 경험한 결정적인 사건들에 주목하여,

그 사건들을 시간성, 장소, 상호작용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

에 두고 개인의 해석에서 공동의 해석으로 진전되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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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

나는 다양한 내러티브 탐구의 방법 중 Clandinin과

Connelly(2000/2011)가 John Dewey의 사회구성주의 경험론을 바탕

으로 소개한 내러티브 탐구의 5단계(현장에 존재하기, 현장에서 현

장 텍스트로 이동,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

스트로,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를 참고하였는데, 단계적으로 제시된

절차가 연구진행을 순조롭게 도울 수 있으리라 판단해서였다.

1) 현장에 존재하기

: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이 단계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현장에 친숙해지기

위하여 현장이 연구 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현장 참여자와의

관계, 도움이 되는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2011).

나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만성 신장질환과 투석, 그리고 이

식과정을 거치면서 삶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그것이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발견하려는 연구 동기와 목적을 확인하면

서 연구 현장을 물색하였다. 나는 교류를 해왔던 신장이식 코디네이

터들, 신장질환 환우 모임의 관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서면과 구두

로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를 하고 소개를 받을 수 있도

록 협조를 구했다.

나는 2015년 5월부터 모집 안내를 시작하여 연구 참여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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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10명에 대해 다음의 참여자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 신장이식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청소년으로서, 이는 임상

의학적 소견 상 신장이식 6개월 후에는 연구 참여자로서의 참여 및

인터뷰 시 감염의 위험이 줄어들어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이다.

▪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14세-24세의 청소년

이다.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이지만, 본 연구에서

는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질문을 이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중

학생 이상 시기의 청소년으로 기준을 정했다. 참여자 기준 연령의

상한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불리는 청소년은 고등

학생까지이지만 대학생 역시 후기 청소년기이며 이식 후 시간이 흘

렀으므로 지난 경험을 성찰할 시간이 충분했을 것이라는 기대에 24

세로 확대하였다.

▪ 언어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고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

는 청소년이다.

나는 연구에 관해 문의하는 청소년들과 부모에게 직접 대면, 이메

일 및 전화로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1주일의 시간을 준 후 연

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초기에 관심을 보인 10명의 청소년들

(남 4명, 여 6명)이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 연구 진행에 동의하였으

며, 부모 역시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4인은 첫 면담 이후의

후속 면담을 하기에 거리 및 시간 여건이 맞지 않아 추가적인 의미

형성 작업을 하지 못해 연구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경험의 탐구 작

업을 함께 하는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을 1회의 면담만으로는 충분

히 수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연구 참여 대상

자는 15세에서 24세의 청소년 6명(남 3명, 여 3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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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

: 이야기 공간에 존재하기

이 단계는 연구 참여자를 만나는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를 수집하

는 단계로서, 이때 나는 연구자로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참여

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고민해야했다(염지숙, 2001). 왜냐

하면 내러티브 탐구에서 현장 텍스트는 개인의 상황 및 시간에 따

라 해석적인 성격을 띠므로, 이 딜레마들은 다음 단계의 현장 텍스

트 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염지숙, 2001).

(1) 연구자의 위치에 대한 고려

나는 연구자로서의 선입견이 현장 텍스트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지(not-knowing)의 원칙과 해석학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하였다(최남희, 2005). 나는 과거 4년간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상담, 그들의 이식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를 한 적이 있으

므로 그들을 만났던 기억에 의해 형성된 선입견이 어떠한지 검토하

였다.

내가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을 전혀 만나지 못했던 때, 나는

그들이 이제 신장을 이식받아 건강해졌으므로 심리적인 갈등에 있

어서 여느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의 갈등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

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상담을 진행하면서 만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처음의 선입견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선입견으로 변화되었다.

그 선입견 중 하나는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은 “정상에 대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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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인하여 남들처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는 것이었다. 이

들은 남들처럼 옷을 입고, 남들처럼 활동하고, 남들처럼 먹을 수 있

는 것을 기대하였고, 이식 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채워진 것에 대하

여 좋아하였다. 반면 이들은 이식 후에 정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

였으나 완전히 정상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미래의 설계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이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갖고

있어서 그로 인하여 때로는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도 내가

이전에 그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선입견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

신의 우울이나 불안을 좀처럼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고 관계의 초기

에는 타인을 경계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으므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들었다. 이러한 선입견은 나로 하여금

앞으로 진행될 탐구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안겨 주

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의미 형성 작업에 함

께 협력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적극성과 동기 부여가 되어야 했

으므로, 이를 위해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완과 표현을 돕기 위한

모래 상자 꾸미기, 그림 그리기 등의 워밍업 활동을 미리 구상하였

다. 나의 또 다른 선입견은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이 이식 후의

적응을 위해서는 변화된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들의 갈등이 명확

하지는 않지만 몸의 상태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몸의 상태에 대한 인

식과 수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해왔다.

내가 이들에 대해 가진 마지막 선입견은 그래도 이들은 신장 이

식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신장 이식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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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 이야기도 적잖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였다.

나는 이러한 선입견들이 참여자와의 관계와 현장 텍스트의 구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게 상담을 받았던 그들은 심리적·정서

적 어려움을 보인 일부였으므로, 일반적인 모습들이 아니었다. 그들

에게는 내가 모르고 있던 다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으며, 나는 아직

도 더 알아가야 한다.”고 다짐을 하였다. 그리고 현장 텍스트의 수집

과정에서 나의 선입견이 작용하여 면담을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하

였고,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를 주도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리고 참여

자의 이야기에 대하여 “그런 부분은 제가 새로이 안 부분입니다. 이

전에 그런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나의 새로운

앎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러한 태도는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에 대한 환영”(최남희, 2005)

으로 나타나, 연구 참여자들은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었다.

한편, 나는 현장 텍스트를 해석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

정 속에서 해석학적 거리두기를 지키고자 하였다. 거리두기는 해석

에 있어서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한다(Gadamer, 1960; 최

남희, 2005에서 재인용): 말하는 사람은 때로는 표현하는 것과 의도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말하는 이의 의미와 듣는

이의 이해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두 사람간의 의미 공유가 사회적

의미 공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대화 상황에서 화

자와 청자의 의미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이해

의 틀을 벗어나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연구 참여자

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진실일 것이라는 단정을 하지 않았고, 그들

이 말하고자 하는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전제를 두었다. 따라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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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게 그 이면의 숨겨진 이해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경험에 대

한 이해가 전체 신장이식 수혜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2)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와의 관계에 대한 고려

나는 내러티브 탐구자로서 현장에 완전히 개입하여 “사랑에 빠져

야”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걸음 물러나 “거리두기”를 통하여 연구에

관여된 연구자 본인의 이야기를 연구자와 참여자가 살고 있는 삶이

라는 더 커다란 전경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염지숙, 2001;

Clandinin & Connelly, 2000/2011).

본 연구 과정에서 나는 연구 참여자와의 사랑에 빠지기와 거리

두기를 고민하였다. 나와 처음 만나는 참여자들이었으므로, 연구자

인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가 궁금하였고, 청소년들이 마

음을 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선입견에 의하여 당회 면

담이 다음 면담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나는 연구 참여자와의 만남에 세심한 신경을 쓰면서

면담에 임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존중적인 관계 형

성을 위하여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연구에 응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의 표현, 가르치려하거나 권위적인 태도 삼가, 참여자의 의견을 우

선하는 것, 참여자와의 면담에 집중하기 위하여 전화기나 소음 등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 면담 중간에 참여자의 고백에 대하여 “그런

부분들을 저에게 말해주어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편

안한 분위기 조성하기 등을 실천하였다. 한편 연구 참여자와의 거리

두기를 위해서는 공감적인 태도가 자칫 “감동하기”로 변질되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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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야기가 나의 감성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매

면담의 종료 시 면담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소감이나 바라는 점을

물으면서 참여자가 나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참여자가 나에 대하여 “전문가”로 인식하

면서,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나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자신

이 전문가임을 강조하면서, 참여자로부터 배우고 있음을 말하여 참

여자가 자신 있게 이야기 하도록 격려하였다.

(3) 면담의 진행

나는 연구를 위하여 2015년 6월에서 2015년 9월까지 연구 참여자

6명을 각각 3-4회 만나 개인 면담을 하였고, 총 면담 횟수는 21회였

다. 면담 시간은 1회당 1시간30분-2시간3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 내

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반복적인 청취를 통해 기록

되었다. 면담의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선택 아래 병원이나 참여자의

집 근처 카페, 나의 개인 상담실로 정해졌다. 개인 상담실에서의 진

행은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이완하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

한 워밍업 작업으로서 모래상자 꾸미기를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부모를 동반한 3명의 경우는 먼저 부모가 말하고 싶은 바를 간

단히 들은 후,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여 연구 참여자를 단독으로 면

담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부모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면담 분위

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첫 면담에서 나는 연구 참여자에게 나에 대한 소개 및 탐구의 목

적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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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이미 설명되었지만, 첫 면담에서 나를 진솔하게 노출시킴으로

써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 동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 내 소개를 한 후, 연구에 대하

여 연구 참여자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궁금한

점을 질문 받고 대답해 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연구에 얼마나

많은 또래들이 참여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였다. 이들은 자기와 비

슷한 상황의 또래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신장이식을 받

았던 사람들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고 싶어 했다. 또한 나는 이들이 연구에 참여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연구 참여자 자신을 포함

한 신장 이식 수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떤

참여자는 자기의 살아온 삶을 정리해보면서 그 동안의 생활 태도에

서 벗어나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고 싶었다고도 하였다.

나는 그들의 연구 참여 결정에 감사의 표현을 하고 탐구 주제에

관하여 다음의 질문을 통해 그들의 경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였

다. “과거 신장이 아팠던 과정과 투석, 이식을 포함하여 치료했던 과

정들을 이야기해주세요.”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병을 알게

된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투석, 이식, 그리고 이식 후까지의

치료 경과에 대하여 마치 기록을 정리해 읽듯이 말하였다. 여기서

나는 과거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을 상담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

다. 그들은 당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담의 초기에는

자발적인 언어표현이 거의 없었고 매우 수동적인 태도였는데, 본 연

구에서 만난 참여자들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자발적인 경

향이 많이 보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자원하지 않은 상담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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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결정한 연구 참여라는 동기의 차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다. 이로서 신장 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놓는 것에 시간이 걸리리라는 나의 선입견은 제거되었다. 첫 번째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차후의 만남에서 좀 더 자세한

경험담들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것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떤 의미

를 주었는지를 함께 모색해 볼 것임을 예고하였다.

두 번째 면담에서 나는 이전 면담 내용을 요약한 후, 연구 참여자

들이 나열했던 질병의 과정 및 치료의 시기들에 따라 관련된 기억

나는 일화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장 질환을 알게 되었을 때의 상황,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관련한 일화, 치료 상황에서 겪은 사건들, 투

석을 하면서 겪었던 일화, 병원에서의 치료와 관련된 일화, 이식 수

술을 받게 된 상황, 이식 수술 후의 변화, 이식 후 살아오면서 경험

한 사건들 등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질문하면서 연구 참여자가 기억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

떤 이야기를 할지 막연해 하였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과거의 관련된

경험들 중 연구 참여자의 마음속에 강한 감정을 일으키거나 나의

질문에 스치듯 떠오르는 기억들은 무엇이든 말해보도록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된 경험들에 대해 나는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 속에

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였는지, 어떤 기대가 이루어지고 좌절되었

는지, 이야기의 진행 상황과 결과가 어땠는지, 또한 그러한 경험들

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처음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에 대하여 상황 전개 위주로 설명하

였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성찰하기를 어려워하였다.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돕기 위하여 눈을 감고 그들의 과

거 경험 상황을 상상 속에서 재현하여 그 경험에 충분히 머무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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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격려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들은 다시 경험 속으로 들어

가 경험을 생생하게 재 경험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건에

대한 자기 소감을 말하였다.

두 번째 면담을 마무리 하면서, 나는 보다 깊은 탐색을 원하는 경

험들 몇 가지를 연구 참여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

역시 특별히 궁금한 그들의 경험에 관심을 보였고, 나와 연구 참여

자는 합의하면서 깊은 탐구 대상이 될 일화들을 정하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면담에서 나는 두 번째 면담에서 선택된 사건

들 중 보다 깊이 탐색될 이야기들을 서면으로 정리하였고, 그것을

연구 참여자와 함께 확인하였다. 두 번째 면담을 통해 서술된 경험

의 일화들은 세 번째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피드백과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3차원 내러티브 탐구 공간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시간

의 연속성, 상황, 개인적·사회적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정리되었다

(Clandinin & Connelly, 2000). 정리된 이야기들을 복습하면서 나의

이해와 연구 참여자와의 이해가 합의될 수 있도록 질문을 주고받으

면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나는 면담을 진행할 때 연구 참여자들을

조사한다는 태도보다는, 그들의 이야기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

해 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이면서 몰입하였다.

한편 나와 연구 참여자들의 관계가 신뢰할만하다고 느꼈을 때, 나

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흘리듯 말한 경험들

에 대해 더 이야기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말

할 때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거나 발음을 흐린 단어(예를 들어, “장

애인”)들을 발견하여 그와 관련된 경험을 물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미처 인식하지 않았거나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지만, 그렇기에 더욱 연구 참여자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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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였다. 이렇게 이전에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표현되

었고, 이에 관한 이해가 진전되었다. 또한 면담의 마지막에는 당일

의 면담에 대하여 그들이 느낀 점을 물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소감 및 감사를 전하였다.

3)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내러티브 탐구에서 현장텍스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와 연구 참여자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라고 하였다(Clandinin &

Connelly, 2000/2011).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대로 다시 이야기함으로

써 연구 이야기는 권한과 타당성을 얻게 되고, 연구 참여자들은 자

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염지숙,

2001). 이 단계에서 나는 현장 텍스트를 선택하여 연구 참여자와 협

의하면서 내러티브의 줄거리들을 계속 고치고, 고친 이야기에서 중

요한 의미를 발전시켜 나갔다(염지숙, 2001). 이렇게 작업 속에서 다

양한 현장 텍스트를 선택해서 만들어나갔다.

나는 본 연구에서 다양한 현장 텍스트들 중 면담 내용과 면담 일

지를 사용하였다. 나는 면담과정에서 표현된 이야기에 대해 궁금한

점, 이해한 부분들을 되물어 연구 참여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던 숨은 경험들이 이야기되기

도 하였고, 앞서의 경험들이 비슷한 주제로 반복되기도 하였다. 당

회 면담이 끝난 후 면담에서 이야기된 주요 사건, 연구 참여자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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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감정, 생각, 대처, 이후의 삶에 준 영향 들을 중심으로 면담

일지를 기록하였으며, 다음 면담 때 요약된 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되돌려 그들의 이야기를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내가 되돌린 이해가 연구 참여자의 이해와 차이가 있는 경우, 다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감

정, 생각, 의도, 삶에 영향 준 바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직후 간단히 기록한 면담일지의 예이다.

< 면담일지_박**_2015. 7. 7. 10A-MD >

▪ 면담의 주된 내용

: 신장질환 진단 당시의 상황 (학교 건강검진: 소변 스틱)

▪ 참여자의 주된 감정, 생각, 대처

: 창피함, 어리둥절함. 선생님께 서운함. 불안

▪ 궁금한 점

- 창피함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 그때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다면 창피함이 덜했을까?

(참여자의 욕구는?)

- 지금 생활에서 그 기억이 준 영향은?

▪ 참여자 면담 모습

- 주로 사건의 전개 중심으로 말함. 자기감정 표현에 덤덤함.

- “애들과 다르다”는 표현에서 작은 목소리로 흘리듯 말함.

▪ 연구자에 대한 태도

- 거리를 두고, 예의 차림.

- 내게 조언을 구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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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 경험에 대한 의미 만들기

이 단계는 연구의 가장 중심 단계로서, 현장 텍스트를 공식적인

연구 텍스트로 이행시키는 과정이다(염지숙, 2001). Clandinin과

Connelly(2000/2011)는 이 과정에서 정당화, 현상, 방법, 해석-분석의

측면을 고려해야한다고 하였다.

(1) 정당화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에서부터 연구의 관심이

시작되므로(염지숙, 2001), 나의 개인적 관심의 연구 문제가 사회적

맥락과 타인의 삶에 연결되어 사회적·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당화시키고, 왜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려는 지에 대한 타당한 이

유도 밝혀야 했다(Clandinin & Connelly, 2000/2011).

나는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상담해왔던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상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모습, 즉, 자신을 굳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며, 남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이들이 이식 후의 건강관리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하여 부모와의 갈등, 건강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았다. 이에 대해 나는 이들이 질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몸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식 후에도 그

불편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그러면서 이

들이 질환을 가지고 살아왔다가 이식을 받은 자신의 몸에 대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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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이들 삶에

서 어떤 시기에 적합한 돌봄이 개입된다면 이들의 이식 후의 삶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나는 실제적·잠재적 건강 위험 요소에 대한 간호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경험이 어떻게 어려움으로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그 경험의 단계에서 필요한 돌봄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이라는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2) 현상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문제의 정의나 해결보다는 지속적인 탐구

를 강조하므로, 나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내러티브 탐구자로서

관심 있는 경험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야했으며, 연구

문제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다

(Clandinin & Connelly, 2000/2011).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는 면담 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경

험 자체로 탐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현장에서 제시하지 않으려

고 주의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들의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였

고, 방향 설정이나 특별한 조언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한편 탐구의

과정에서 나의 연구 관심이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내

러티브 탐구를 계획했을 때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이식 전후

의 몸의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주로 이야기 될 것이라 예상

했다. 그런데 면담을 진행하고 의미를 이해해가면서 주된 관심은 몸

상태 그 자체보다는 그를 둘러싼 사회적인 맥락들과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정체성의 이슈로 초점 맞추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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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내러티브 탐구는 이론적 연구 방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경험과 이야기되어진 경험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론적, 방법론적 구조에 의한 분석보다는 경험 현상을 탐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2011). 또

한 참여자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보다는 현장 텍스트를 읽고 다시

읽는 일과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일에 본격적인 초점을 두고 현

장 텍스트들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염지숙, 2001).

현장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나는 면담내용과 면담일

지에 기록된 현장 텍스트를 읽고 또 읽었다. 처음에는 인물, 사건,

상황이라는 내러티브 구성 요소에 의해 경험 이야기를 요약해보았

고, 현장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행간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려

고 노력하였다. 나는 현장 텍스트를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

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 속에 드러나거나 숨겨

진 그들의 욕구, 감정, 기대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았다. 이들의

이야기에 보다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현장 텍스트를 읽은 후에 상

상 속에서 그 장면들을 재현해보거나, 나의 삶에서 핵심 주제들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돌아보기도 하였다. 또한 현장 텍스트를 이

해하는 과정에서 Clandinin과 Conelly(2000/2011)가 제시한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의 틀에 의해 이야기의 안과 밖, 상호작용, 과거

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결을 고려하였다.

내가 숙고하여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각각의 일화들을 재구성하

였고, 그것을 연구 참여자에게 서면과 구두로 설명하여 피드백을 받

았다.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나의 해석에 동의하기도 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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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부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말해

주었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이 나의 해석에 대해 피드백을 줄 때,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말해주었으나 이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피드백을 주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나

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

함을 강조하면서 그 이해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들이 차이를 말해주기를 격려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나와 연구 참여자는 경험에 대한 상황

정리와 그 의미들에 대해 공통적인 합의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나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단순한 일화,

말 한마디가 모두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모든 내용을 연구텍

스트에 포함시키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주제가 너무 다양하고 핵

심이 흐려질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나는 연구 참여자와 함께 탐구

하려는 초점을 그들이 경험한 사건과 관련한 의미에 두고 있음을

명심하였고, 이야기된 경험들에서 이들의 삶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

친 “결정적인 사건”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다. 결정적인 사건이란,

일상적이지 않은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참여자에게 영향을 주

고,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을 말한다(Webster & Mertova,

2007).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에서 발견한 크고 작은 경험의 이야

기들은 각 연구 참여자당 10개-17개였고, 총 73개였다. 연구자와 연

구 참여자는 이야기된 모든 일화들 중 결정적인 사건들을 선택하는

것을 합의하였는데, Webster와 Mertova(2007)가 다음과 같이 제시

한 결정적인 사건의 선택 기준을 참고하였다.

Ÿ 면담 당시 연구 참여자 개인에게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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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연구 참여자가 언급하기를 꺼려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의미가 만

들어진 일화

Ÿ 연구 참여자들 개인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언급된

일화

Ÿ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변화의 계기가 된 일화

Ÿ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합의에 의해 삶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

정된 일화

이렇게 선택된 일화들은 상황의 단순하거나 복잡함에 상관없이

연구 참여자의 삶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연구 참여자와 함

께 시간성, 공간성, 상호성 차원에서 의미들을 탐구할 가치가 충분

히 있었다. 이러한 일화들은 상황의 유사성에 따라 6개의 카테고리

로 분류되었고, 나와 연구 참여자에 의해 그 의미가 탐구되었다. 탐

구의 과정에서 경험에 대한 나의 해석과 연구 참여자의 해석들이

확인과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져갔다.

5)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나는 연구 텍스트를 쓸 때 방대한 현장 텍스트들을 어떻게 통합

하여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했다(염지숙, 2001).

연구 텍스트는 독자에게 무엇을 보여줄지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Clandinin과 Conelly(2000/2011)는 연구 텍스트를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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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소리

나는 나와 연구 참여자가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목소리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염지숙, 2001).

나는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관찰자의 입장에 서보기

도 하면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해된 경험들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요약 정리하여 피드백을 구했고, 이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여기서 때로는 연구 참여자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의도에

직면하여 불편해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으므로, 가능하면 연구 참여

자가 스스로 그 부분을 발견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질문

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의사나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들

이 만약 다른 신장 이식 수혜 청소년들을 위한 무엇인가를 계획한

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할까요?”라는 질문을 통하여 연구 참여

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였고 그와

관련된 경험들을 탐색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의

되지 않은 이해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결과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서명

서명은 목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연구 텍스트에 어떤 방식

으로 얼마만큼 연구자로서의 ‘나’를 보여주는가에 대한 것이다(염지

숙, 2001). 나는 현장 텍스트에 몰입하고 빠져 나오는 과정들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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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주관적인 간접 경험자”와 “거리를 두는 객관적 관찰자”로서

위치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이 문제는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

를 고민하게 하였다. 연구텍스트에서 연구자로서의 나를 적절히 보

여주는 것은 글쓰기의 주관성과 객관성 사이에서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였다.

(3) 독자

독자는 연구물을 읽는 사람으로서(염지숙, 2001) 학문하는 사람,

건강 관련 종사자, 신장이식 경험자들, 또는 관심 있는 일반인 일

수 있다. 나는 다양한 독자들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전체적인 연구

텍스트가 이해하기 쉽게 쓰여 지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신장이식 수

혜 청소년의 경험과 관련한 삶의 이슈가 이들의 삶에만 한정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자기 삶에서의 이슈와 관련시켜 성찰해보기를

기대하였다. 그럼으로써 핵심적으로 나온 이슈들이 그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경험되었고, 지금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만성 신장질환을 앓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돌보는 건강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이 연구가 질환을 앓

는 청소년들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다양한 상황 속에

서 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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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 고려

나는 본 연구를 위하여 자료 수집 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심의

위원회의 심사와 승인(IRB No. 1502/001-001)을 받았다. 승인 후 연

구 참여자를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며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

적인 연구 윤리는 물론,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과정에서 특별히 다루

어야 할 윤리적인 문제들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에 임했다. 다음은

연구과정의 단계에서 실천한 윤리적 고려사항들이다.

(1) 연구 참여자 모집

나는 연구에 대한 문의를 한 연구 참여 대상자들에게 전화와 대

면, 이메일을 통해 연구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였고, 이들이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강요받는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노

력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는 전적으로 연구 참여 대상자의 자

발적인 결정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결정 과정에서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민감하게 발견하여 참여

대상자가 영향 받지 않도록 보호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의료진에 의해 비자발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서, 나와 연결되기 전에 부모나 의료진으로부터의 강한 권유가 없었

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들은 부모나 의료진으로부터

안내는 받았으나 강제성은 없었고 스스로 연구 참여를 결정하였다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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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서 작성과 보관

연구 참여 희망자를 만나서 연구 목적과 예상 참여 인원, 자료수

집 과정, 연구 참여 기간, 연구 자료의 보관 방법 및 기한, 연구 자

료의 녹음, 연구 참여 철회 시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점, 연구 참여

도중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지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답례가 제공된다는 점, 연구에 대한 문의

를 할 수 있는 연구자 연락처를 구두 및 서면으로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희망자가 연구 참여를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특히, 연령이 19세 이하인 미성년자 3명에 대해서는 부모와 따로 만

나 같은 설명을 한 후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 2부의 동의서에 연구

참여를 희망한 청소년들의 서명과 부모의 서명(연구 참여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을 함께 받고, 나와 연구 참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

였다.

(3) 면담 시의 윤리적 태도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면담의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삶을 재구성하므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의 윤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김필성, 2014). 이를 염두에 두고 나는 면담 태

도에 특히 주의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을 만났다. 나는 연구 참여자로

부터 최소한의 인적 정보만을 구하여 기록하였다(연구 참여자의 나

이, 교육수준, 진단 시 나이, 투석 여부, 이식 시기, 다음 면담 약속

을 위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나는 연구 참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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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담 동안 나이에 상관없이 경어를 사용하였고, 면담 전후에 연

구 참여자의 기분, 불편감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와의 면

담 시 참여자가 위축되거나 비판받는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존중을 드러냈고, 어른으로서 가르치거나 길

을 제시하기보다는 함께 알아가는 작업자로서 소통하려고 노력하였

다. 즉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자나 전문가로서의 태도보다는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신장이식을 받았던 그들 개인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경험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1회 면담이 끝난 후 다음 면담의 실시 여부 및 일정도 연구 참여

자가 결정하도록 하였고, 언제든 면담을 중단할 수 있음을 매 면담

시작 시 상기시켰다. 이후의 지속된 면담에서 내가 해석한 연구 참

여자 경험의 의미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나 피드백을 구할 때 참여

자가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Clandinin(2006/2011)은

연구 참여자가 자칫 연구자의 해석에 대하여 연구자의 전문성에 영

향 받아 그렇다고 쉽게 인정하거나, 이견이 있어도 충분히 말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염두에 두고 나는 “제가 **님의 이야

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

해 다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라고 시작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삶을

통해 무언가 배우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특히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수차례 만나

면서 친밀감을 느끼고, 연구가 끝나면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로

연구 참여자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Clandinin, 2006/2011).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서로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좋았던 점, 불편하거나 서운했던 점 등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나는 연구 참여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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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기록 및 보관

녹음기로 수집된 자료는 개인 공간에서 필사 작업이 진행되었다.

녹음 파일 및 필사 워드 파일 이름은 연구 참여자의 실명이 아닌

번호로 명명하였고, 필사 내용을 숙독한 후 실명이 나오는 부분, 또

는 참여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 될 수 있는 부분은 익명 처리하였다.

녹음 자료 및 필사 자료는 내 개인 컴퓨터에 암호 처리하여 보관하

였고, 참여자와의 면담기록이 연구 목적 이외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

별히 주의하였다.

(5) 연구 자료에 대한 해석 및 결과 정리

나는 연구자료 분석을 토대로 글쓰기를 할 때, 다시 한 번 연구 참

여자의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였

다. 또한 경험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역 또는 진료를 받은 병원들은

명명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의 이름도 가명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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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결과에 대한 해석이 신뢰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연구의 엄격성이다(Padgett, 1998/2001). 본

연구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질병 관련한 경험 이야기를 해석학

적 원리로 해석한 내러티브 탐구이다. 경험의 의미를 해석할 때 연

구자가 얼마나 그 이야기 속에 깃든 의미를 정확하게 묘사했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석적 타당도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

자의 경험, 의도, 사고, 감정, 관점 등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묘사하는가를 의미한다(나장함, 2006). Maxwell(1992)에 의하면 연

구자의 해석은 묘사된 내용 뿐 아니라 기술하는 문체 속에서도 표

현되어 있으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된

다고 한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존중하여 기술하고 설명해야한다고 한다(Maxwell,

1992). 즉 연구 참여자 확인을 통하여 기술적·해석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나장함, 2006).

이에 의하면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 과정 속에서 연구 참여자

의 확인이 필수적이었으므로, 경험의 해석에 대한 타당도가 일부 확

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각 연구 참여자들과의 3-4회 면담을

통해 구두 및 서면으로 나와 연구 참여자와의 해석을 확인하는 과

정을 반복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최종적

인 의미해석을 확인하였다. 이때 나는 이야기 해석에 있어서 해석학

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였고, 연구자의 무지(not-knowing)의 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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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나는 연구에 임하기 전,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에 대

해 가졌던 나의 편견을 발견하였고, 그 편견에 의해 그들의 이야기

를 해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 중 하나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

년들이 이식 수술에 대하여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의료

진에 대해서도 호의를 가질 것이다”였는데, 병원 시스템에 대한 불

만들이 이야기되었고 이식 수술이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음을 듣게

되었다. 이때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병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었고, 연구 참여자의 회의적인 시각들 못지않게 희망적인 이야기

도 적잖이 이야기 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기대가 자칫 연구

참여자들에게 강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또한 이야기된 내용들을 긍정·부정으로 분류하려는 습관화된 분석

에서 벗어나 경험들은 전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다. 나는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드러내고 그 의미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지

잘잘못을 따지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단정

하거나 판단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한편, Creswell(2007/2010)은 질적 연구의 평가를 위하여 외적 표

준과 내적 표준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외적 표준은 연구 참여

자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다른 연구자로 하여금 타당성을 검토 받는

것, 그리고 독자에게 설득력이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본 연구의 외적 표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와 내러티브

탐구 전문가의 자문으로 주제 도출을 위한 준비와 수정 작업들을

거치면서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와

의 확인을 탐구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면담 종결 후 연

구 참여자들과의 이메일을 통하여 경험의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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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을 받으면서 공통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작업은 마무리되었다.

내적 표준은 독자들이 연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

구 결과가 연구자가 의미하는 바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내적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장이식 코디네이터 1명, 간호 대

학원 박사 과정생 2명,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을 만난 적이 없는 일

반인 2명에게 연구 결과 읽어보기를 부탁한 후 이해와 공감 여부를

확인하였다. 나는 연구 결과를 재차 읽어보면서 나의 의도와 기술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이 연구 결과가 신장이식 청소년의 경험을 오해

하고 있지 않은지,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었는지를 검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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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나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질병 경험을 탐구하기 위하여

2015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5세-23세의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

6명을 개인별 3-4회, 총21회 만났다. 이들 중에는 수줍어하면서 자

기의 경험이 어떻게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

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를 결정하였으므로 자신의 경험담을 선뜻 꺼내어 보였다. 그들은 누

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이 인정받

음과 동시에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듯 했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만남의 초기에는 주로 질병과 관련한 경험들

이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되었는데 주로 치료의 경과 위주로 피상

적인 이야기에 그쳤고, 그 경험들에 대한 깊은 탐색은 어려웠다. 즉

그들은 자신의 질병과 관련한 경험들을 “고통스러움,” “다시는 돌아

가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여기고 있었고, 여기에 그 이상의 어떤

의미와 자신의 삶에 영향이 있는지를 성찰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

다.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불편해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고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나는 이들 각자의 삶에 주요하게 남아 있는 질병에 관한 경험의

기억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경험

을 함께 정리해나갔다. 이러한 작업이 때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강

한 감정을 불러 일으켜 울먹이게도 하고 두려움에 의한 저항을 보

이게도 하였지만, 그들은 무난히 경험의 의미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연구 참여자들이 나이가 어릴지라도 성인 못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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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나름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는 이들의 이야기들을 일반화시키기보다는 참여자 개인의 독특

한 삶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선하였다. 그들 역시 그러기를 바랐다.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삶”이 아니라 “** 개인의 삶”으로 이해되

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연구에 참여한 6명의 개별

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여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공통된 질병 경험

으로 들어가 보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 6명의 신장질환에 대한 경과

는 다음에 요약되어 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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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Summar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이름

(가명)
성 나이 기증자 신장질환의 경과

솔이 여 21세 모

희귀병으로 신장손상(9세)

약물치료(3년)

신장이식(18세)

철이 남 23세 부

만성 신장질환(13세)

약물치료(4년)

복막투석(17세에서 시작하여 3년)

신장이식(20세에 시작하여 2년 유지)

자가 면역질환으로 다시 신장기능부전(22세)

혈액투석(22세)

석이 남 23세 뇌사자

만성 신장질환(12세)

식이요법(3년)

복막투석(15세에서 시작하여 3년)

신장이식(18세)

이식신 거부반응(22세)

신장기능저하(이식유지)

은이 여 15세 부

선천성 신기형(출생시)

약물치료, 입원치료(10년)

신장이식(11세, 5개월간 이식신 유지)

이식신 거부반응, 요관 역류, 염증(12세)

약물치료(12세)

연이 여 17세 모

급성 신장질환(7세)이 만성으로 진행

약물치료(4년)

혈장교환(10세에 시작하여 1년)

신장이식(11세)

민이 남 15세 뇌사자

만성 신장질환(10세)

약물치료(2년)

복막투석(12세에 시작하여 1년)

신장이식(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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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질병 관련한 삶 이야기

다음은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질병과 관

련한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 요약한 것이다. 나는 독자들이

연구 참여자들 각각의 이야기된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수 있기

를 기대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다음의 이야기를 정리하

였다.

1) 솔이의 삶 이야기

솔이는 9세 때 희귀병으로 신장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하여 17세에

신장이식을 받기 전까지 투약으로 신장기능을 유지했다. 이식을 받

기 전의 몸은 마치 “썩은 나무처럼 계속 영양을 주고 식이 제한을

해야만 간신히 살아나는 상태”였다. 신장기능 이상으로 쉽게 피로하

고, 얼굴이 새까매지고 어지럽고 토하는 증상을 느꼈고, 그럴 때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버거웠다.

18세 고2때 의사가 시간이 더 지체되면 수술하는 것이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수술을 재촉했다. 솔이와 부모는 이식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좀 더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내고 싶

었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수술을 재촉하니 스스로의 판단 없이 얼

떨결에 어머니의 신장을 기증받아 이식수술을 받게 되었다. 지금 생

각하면 그때가 그렇게 급했나 하는 의심도 들고, 한창 활동할 나이

에 이식된 신장이 다시 기능하지 못하여 이식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걱정이 드는데,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였다. 그래서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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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 년이라도 더 늦게 받았으면 청춘을 누리는 것을 일 년 더 연

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후회를 아직도 한다. 언제 다시 이식 전으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솔이에게 있어서 이식된 신장으로 살아가

는 시간들은 아깝고 소중하다.

엄마로부터 받은 신장이 솔이의 몸속에 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이

신경 쓰였다. 엄마도 왠지 신장을 떼어주고 나서 더 힘이 없어 보이

고, 예민해진 것 같았다. 엄마가 자기 신장을 떼 주고 나서 후회하

는 것이 아닌가, 행여 솔이를 원망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하면서

가능하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르려고 한다. 만약 건강 전문가들이

도울 수 있다면, 자녀에게 신장을 기증한 부모를 위한 지지를 먼저

해주었으면 하고 희망할 정도로 엄마에 대하여 각별하다.

이식 1년 후 대학생이 되었는데,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부하는 것

도 재미가 있어 좋았다. 그런데 과의 성격상 술 마시는 분위기가 많

은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도 신장이식을 해서 조심

해야한다는 말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자기 몸이 아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 오해받을 것 같아

서였다. 솔이는 자신이 남들에게 장애인으로서 동정 받는 것이 싫었

다. 남의 동정을 받으면 자꾸 남과 다른 자신의 모습, 특히 삶의 제

약을 받는 자신의 모습이 당연시되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더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솔이는 이식 받은 사실을 남들에게 숨긴다.

그런데 이식받고 나서 남들처럼 생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만, 밤샘 숙제를 하거나 시험공부를 할 때 체력이 자꾸 남들과

비교가 되어 몸 상태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무리했다가 다시 이식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게 생각하려해도 끔찍했다. 그래서 조금이

라도 피곤하면 신장이 다시 망가질까봐 몸도 쉬고 잘 챙겨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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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사 전날에 말이다. 솔이는 신장기능 검사를 하는 날이면 검

사결과(크레아티닌 수치)에 민감하고 조마조마하다. 숫자 하나에 안

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이식된 신장이 제발 하루라도 더 버텨주기를

바라며 오늘을 살아간다.

2) 철이의 삶 이야기

철이는 어려서부터 아토피를 앓아서 먹는 것에 특히 조심하고 지

냈지만, 그래도 운동을 좋아하여 친구들과 늦게까지 축구도 하면서

활발하게 놀았다. 그러던 6학년 때, 철이는 자각 증상은 전혀 없었

는데 학교 건강검진 소변검사에서 이상결과가 나와 병원에 가게 되

었다. 큰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자가 면역질환으로 인한 만성신장

질환이었다.

신장질환 진단 이후 어머니의 관리가 더 철저해졌다. 아토피 때문

에 어려서부터 원래 먹는 것을 제한받았고, 어머니가 집에서 손수

만드신 음식만 먹어 왔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음식도 싱거워지고

못 먹는 것도 더욱 많아졌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는 이제 친구들과

뛰어 노는 것도 제한하셔서 집에서 주로 컴퓨터만 하면서 지내게

되었다.

신장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투약 치료를 하였는데, 스테로이드

제재를 계속 투여하다보니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 얼굴이 붓고 팔다

리가 얇아지며, 배만 나오고, 털도 나는 이런 증상(쿠싱 증후군)이

생겼다. 약을 먹지 않았을 때는 자각증상이 없다가 오히려 약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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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외모변화와 부작용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약을 준 의사도, 부

모님도 미웠다. 특히 중1, 2학년 때는 빈혈 증상으로 얼굴이 창백해

졌는데, 이것 역시 약을 먹으면서 나타난 것이라 생각했다. 투약치

료를 하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철이의 활발하던 성격이

조용해졌고, 인생 별거 없다는 생각으로 삶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

서게 되었다.

복막투석을 하던 고등학교 시절 장애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괴

로웠다. 친구들에게 투석하는 것을 숨기다보니 자신을 속이는 것 같

았고,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투석하는 것을 이야기

하면 스스로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남들에게도 약

하다고 무시당할까봐 겁이 났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라는 이미

지는 안 좋으니까 자신이 장애인임을 밝힐 때 급변할 친구들의 시

선이 두려워 방어적이게 되었던 것이다.

철이는 대학 진학 후, 보다 자유롭고 “남들과 같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고 싶어서 신장이식을 원했다. 그

는 부모님께 이식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하였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신장을 이식받게 되었다. 한쪽 신장으로 일을 하시게 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지만, 흔쾌히 신장을 주신 아버지 덕분에 뇌사자

의 신장을 이식받기 위하여 1년 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신장이식을 받으면 이식 전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리라 기대하였

지만 이식 후에도 남들처럼 살지 못한다는 갈등은 여전했다. 이식

후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지만 여전히 조심해야했으므로 대학생활

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이식을 받은 후, 더 이상 환자가 아닌 척

하려고 남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해보려하였다. 그러나 아픈 것으로

인해 바뀐 성격을 금방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었다. 어릴 때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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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향이었는데, 병과 부모님의 관리로 소

심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굳어져버린

성격이 이식을 받았다고 해서 재빨리 과거의 성격으로 돌아가는 것

이 아님을 알았다. 철이는 어릴 때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격이

더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였다.

이식 후 신장이 손상되어 재수술을 하고, 신장의 자가 면역질환으

로 혈장 교환술도 몇 번 받다가 결국 신장이식 2년 후 다시 혈액투

석을 시작했다. 아토피를 포함한 자가 면역질환이 피부와 신장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이라고 철이는 생각한다. 자신은 처음부터 그렇

게 아프게 태어난 것이었다고.

철이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투석으로 인하여 남들과

같은 직장을 시도해볼 수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주변의 학교 선배들

을 보면 알만한 기업에 취직하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속

상해한다. 더욱 신경 쓰이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다. 좋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몸 때문이 아니

라 능력 때문인 것으로 오해받는 것도 싫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장애가 있음을 남들에게 알리는 것은 더더욱 싫다. 가족 외에는 아

무도 그런 자신을 받아줄 것 같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3) 석이의 삶 이야기

석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건강검진에서 소변 스틱이 유난

히 빨리, 진하게 변화한 것을 계기로 만성 신장질환임을 알게 되었

다. 1학년 때 반에서 가장 컸던 키가 점점 자라지 않더니 5학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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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 번째로 작고 뚱뚱한 아이 중의 한명이 되었고, 그것은 석이에

게 콤플렉스였다. 그때는 좀 더 크면 살이 키로 갈 것이라는 어른들

의 위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키가 크지 않았던 것이 신장질환과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병원에 가서 검사들을 한 후 의사가 만성 신장질환이라고 차갑게

말했는데, 그 말은 마치 불구 선고나 사형 선고처럼 들렸고, 이후

삶이 180도 달라졌다. 활발하고 까불기 좋아하던 성격은 소심해졌

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길이 너무 싫었다.

진단을 받은 후 엄격한 식이요법이 시작되었다. 도시락을 따로 싸

가지고 다녔고, 바깥에서 음식을 사먹지 못하게 제한받았다. 석이는

남과 다른 식단이 부끄러워 점심시간이면 화장실에 숨어서 몰래 눈

물범벅이 된 밥을 먹었고, 그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빌었다. 특히

15세에 복막투석을 하던 시기는 그 부끄러움이 더욱 심해졌다. 몸으

로 부딪히는 놀이나 축구도 못하여 한쪽 구석에서 구경만 하는 자

신이 부끄러워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 하였다. 예전에는

곧 커지리라 여겼던 뚱뚱한 작은 키가 병 때문임을 알고 나서는, 그

리고 그 몸에 호스가 꽂힌 뒤로는 부끄러운 몸이 되었다.

17세 때 이식 가능 직전까지 갔다가 놓친 경험이 있어 마음을 접

고 기다렸는데, 18세에 드디어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 받게 되었다.

더 이상 배에 호스가 없었고, 숨쉬기도 쉽고 힘이 솟았다. 자신이

마치 “변신 로봇”이 된 것처럼 짜릿하고 황홀하였다. 이식 후 1년간

은 조심하였으나, 이후는 해방감에 남들처럼 놀고 마셨다. 그동안

못해 본 것들을 해보면서 남들과 다를 것이 없는 청춘을 즐겼다.

22세 때 소변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점점 높아져도 무시하

였다. 아니, 부정하고 싶었다. 이식된 신장이 거부반응을 보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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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았을 때는 겁이 나고 절망적이었다. 차라리 어린 시절처럼

무지해서 버티기라도 했으면 견딜 수 있을 텐데 이미 맛본 자유를

뺏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우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우물 안으로 내침

받는 기분을 느꼈다.

아직 재투석을 하지는 않지만 신장 기능 부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석이로 하여금 평생을 제한 속에서 지내야한다는 절망을 가

져다주었다. 석이는 그런 자신을 비관하여 닥치는 대로 살거나 아니

면 죽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형의 사건(군대에서의 총기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을 함)을 대면하고는 주위에 자신보다

더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어느 순간 지

금 이렇게라도 살아 있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먼 미래를 꿈꾸지 못해도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지금이 견딜만하고, 아직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옆에서 자신을 지켜봐주는 가족들에게만은 부끄럽

지 않은 존재가 될 것임을 늘 명심하고 살아간다.

4) 은이의 삶 이야기

은이는 신장과 방광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채 태어났다. 7세까

지 인공 도뇨와 약물치료를 받기 위하여 거의 병원에 입원하다시피

살았다. 은이의 지금까지의 삶은 병원에서의 삶이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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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히려 또래들보다 어른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8세에 초등학교를 가야할 시기가 왔다. 병원에서 장애인 학교를

권하였는데,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하셨다고 한다. 은이는 배뇨에

이상이 있는 것만 빼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퇴원을 하였고, 집근처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학교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은이의 아픈 사정을 알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은이의 안부를 물었고, 아파서 무

단결석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체육시간이나 청소 등 학교에서 여느

학생들이 하는 활동에서 은이를 빼주셨다. 선생님들의 그런 배려가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그런 은이를 학교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였

고, 은이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아픈 척하는 아이라거나, 재수 없다

는 식으로 수군대기도 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면 은이는

억울하고 속상하였다. 그래도 은이는 학교를 좋아하였다. 남들과 함

께 공부하고,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으로도 좋았다.

11세에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식 받기 전에는 항상 멍한

느낌으로 두통과 피곤에 시달렸는데, 이식을 받은 후 개운한 느낌과

함께 몸이 가볍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그런 개운함도 잠시, 이

식 후 4개월 즈음부터 예전의 멍한 느낌이 다시 시작되더니 5개월

째는 소변에서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많이 올랐다. 검사 결과, 이식

받은 신장이 급성 거부반응으로 60퍼센트의 기능만 남았다는 것이

다. 이에 더하여 무슨 이유인지 소변이 역류하였고 급변하는 혈압,

발작, 혼수상태 등 힘든 고비들을 맞았다. 은이는 앞으로 자신의 상

태가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어 불안하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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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덤한 척하고 있다.

태어나서 줄곧 병원 생활을 하면서 불만도 많았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오랜 병원 생활을 통해 의학적인 지식도 좀 쌓이는 것 같

았고, 의사, 간호사들이 하는 일도 볼 수 있었다. 남들이 쉽게 해보

지 못하는 병원 생활을 해본다고 위로를 삼는데, 그것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아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오랜 병원 생활이 너무 헛될 것 같기

때문이다.

5) 연이의 삶 이야기

연이는 7세에 급성 신장질환을 진단받았는데, 자신은 그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엄마의 말을 통해 들은 바로는, 병전에는

애교도 많고 말도 많고, 노래도 잘 불렀었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한

달간 치료적 금식을 하게 되면서 말수도 줄어들었고, 성격이 예민하

게 변했다고 한다. 연이에게는 다른 치료들보다 먹지 못하는 괴로움

이 가장 컸다. 연이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은, 7세 때 금식을 하는

동안 먹지 못하는 것이 힘들어서 소리 지르고 엄마랑 싸운 장면이

었다. 지금 생각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지만, 당시는 엄마가 자기를 미워해서 못 먹게 하는 줄 알고 엄마를

많이 원망했었다.

연이가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먹고 싶은 것을 마

음껏 못 먹는 것이었다. 친구들이 하는 군것질 거리, 컵라면 들은

연이가 먹지 못하는 금지식품이었다. 연이는 왜 그렇게 먹지 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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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많은지, 왜 남들은 먹는데 자기만 못 먹는지를 받아들이기 어

려웠다. 그래서 때로는 먹고 싶은 음식들을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먹고는 하였다. 그럴 때면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

도 금지된 음식을 먹고 나면 한동안 먹고 싶은 갈망이 잠잠해졌다.

11세에 엄마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다. 엄마가 자신의 신체 일부

를 떼어준 것이다. 엄마 덕분에 이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엄마가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부담스럽

기도 하다. 이제 자신도 사춘기에 들어서 혼자서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엄마는 노심초사하면서 늘 연이에

게 몸조심을 당부한다.

연이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연이에게 있어서 참 소중하다.

연이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거부감이 아직 잊혀 지지

않는다. 연이의 잦은 결석으로 인하여 아프다는 것이 알려졌고, 친

구들은 연이의 병이 옮을 까 봐 함께 놀기를 꺼려했다. 그때의 소외

감이 너무 커서 연이는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았다. 전학을 가더라

도,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전달되어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외

로웠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더니 새로운 친구들이 몇

명 생겼다.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연이의 성격도 활발해졌다.

지금 연이는 활발한 모습으로 친구들과 어울린다. 그러나 여기에

는 겉으로 활발한 척 하려는 연이의 노력이 한 몫하고 있다. 연이는

과거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했던 기억에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 앞에서 쾌활하고 까불면서 서슴

없이 어울리려한다. 하지만 연이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젠가 또 다

시 아파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혼자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늘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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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이의 삶 이야기

민이는 10세 때 소변이 허옇고 피부가 붓는 이상증상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만성 신장질환을 진단받았다. 개구쟁이는 아니었지만 그래

도 활발한 성격이었던 민이는 병을 앓으면서 또래 관계에서 힘들어

하였다. 병으로 인한 외모 변화에 더하여, 약물치료로 몸을 덮은 털

로 인해 학교 아이들로부터 “원숭이”라고 놀림을 받았던 것이다. 더

구나 민이는 아이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매우 기분이 나빴

고, 학교에서 자신이 외계인인 것 같았다. 복막 투석을 시작하면서

는 더욱 학교에 다니기 싫었다. 행여 아이들에게 자신이 복막 투석

하는 것을 들키기라도 하면 더욱 놀림을 받고 무시당할 것 같아서

였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빠질까하면서 조금만 피곤하면 힘들다고

결석할 핑계를 대었다.

그렇다고 집에 있는 것이 편한 것도 아니었다. 무관심하다가도 한

번 화를 내면 무서운 아빠가 있었고, 가끔 민이 때문에 엄마, 아빠

가 싸우는 것을 봐야했다. 치료비용 때문에 부모가 싸울 때면, 그리

고 그 싸움 중에 엄마와 자기가 비난 받을 때면 어딘가 멀리 가서

숨거나 사라지고 싶었다. 민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자

꾸 문제의 근원이 된 민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하는 것처럼 느껴

졌다.

밤에 복막 투석을 하다가 병원으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고

이식 수술을 받았다. 2순위로 대기하다가 앞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

민이가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받게 되었다. 수술과 중환자실에서의

기억은 그저 무서웠다는 것, 거기서 엄청 떨었다는 것, 그리고 아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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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 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민이는 이식을 받고, 정기 검진을 다니면서 늘 조마조마하였다.

소변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만 높으면 검사에 대한 두려움에 불

안해서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였다. 민이는 아픈 것도 싫고 수술 받

는 것도 싫지만, 몸에 바늘을 꽂고 하는 검사는 더욱 싫었다. 그런

검사를 할 때면 죽을 것 같았다. 그는 죽는 게 너무 두렵다. 그래서

정기 검진에서의 소변 검사, 혈액 검사에 늘 신경을 곤두세운다.

이식을 받은 후 몸이 이전보다는 편해졌지만, 그래도 학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중학교에서 특별 지도를 필요로 하는 아이

들이 모인 “도움 반”에 배정이 되었는데, 같은 반 아이들이 걸핏하

면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잦았다. 민이는 자기가 남보다 모자라니까

저렇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로부터도 함부로 취급된다고 생각한다.

‘병신’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

도 그렇게 가시를 세운다. 민이에게서 이 세상은 자기를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 찬, 그런 곳이 되었다. 그래서 민이는 더 센 척하면서

남들이 함부로 자기를 대하지 못하게 방어하고 있었다. 그래도 누군

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매일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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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경험 이야기와 의미

앞에서 우리는 6명의 연구 참여자들 각각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

았다. 그들의 경험 중에는 공통적인 경험도 있었고, 소수 혹은 혼자

만의 경험들도 있었다. 공통적이거나 특별하거나 상관없이 나는 연

구 참여자들과의 합의 하에 자신의 질병과 관련된 삶에서의 결정적

사건들(Webster & Mertiva, 2007)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그 사건들

에 대한 의미들을 탐색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들의 삶

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하였다. 이들의 경험들은

삶의 일정 기간에 순차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질병을 앓고

치료하는 전체의 과정에 걸쳐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의

미 탐색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경험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많

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고 개인적·사회적 상황들과 관련되어 있음

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신장이식

을 받은 다른 청소년들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안도하였으며

자신만의 외로운 경험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나와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선택된 결정적 사건들은 그 의미탐색의 결과에 따라 다음의 6

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분류되었다: “남과 다르다는 것,” “두려움과

기대로 맞이한 이식수술,” “이식 후 변화,” “병원에서 환자가 된다는

것,” “떠맡은 책임,” “내 삶의 의미 찾아가기”

지금부터는 다음의 주요 경험 이야기들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

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연구 참여자와 나는 그 경험의 의미

가 어떠하다고 합의하였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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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과 다르다는 것

연구 참여자와의 탐구 작업에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은 “남과 다르다”는 말이었다. 당연히 사람은 누구나 다른 존재이

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만성 신장질환을 앓으면서 키의 성장이

더디고, 치료로 인하여 외모가 변화되고, 치료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남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말하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경험들에 영

향 받아 형성되었는지, 어떤 기대, 좌절, 의도가 구체적으로 내포되

어 있는지 궁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의 이야기들을 통하

여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봄

연구 참여자들은 여느 청소년들처럼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

였다. 그러기에 타인이 자기에게 보내는 동정어린, 또는 낯설어하는

시선들을 부담스러워하였다. 그러면서도 결국 그런 타인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 즉 남들의 기준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맞

추고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였던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

이 장애가 있다고 인정함과 동시에 “장애인은 능력이 떨어지고 불쌍

한 사람”이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통념(강환일, 한경임, 송미승, 2015;

김진주와 김수연, 2013)이 영향을 끼쳐 다른 사람들도, 참여자들도

그런 틀 안에서 장애를 바라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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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이야기는 한 연구 참여자(석이)가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 경험을 성찰하면서 석이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시선으로부

터 벗어날 수 없었던 자신을 인정하였다. 왜냐하면 타인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교회를 다니

기 시작하였다. 교회 사람들이 방문하여 기도도 해주셨고, 목사님이

안수도 해주시면서 친절하게 석이네를 환영하였다. 그런데 이후 석

이의 동네에서 그는 “장애가 있는 아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신장

아픈 애”로 소문이 나버렸다. 사람들은 석이를 만날 때마다 마치 ‘쯔

쯔쯧’하는 표정으로 석이에게 “널 위해 기도한다, 어린 애가 어쩌다

가...”하는 말들을 하였다. 석이는 그들로부터 기도를 원하지도 않았

고, 동정을 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시선으로 불쌍

해 보이는 석이에게 동정을 표현하였다. 석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록 자기가 더 불쌍해졌다. 아니, 스스로는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생각도, 별로 불쌍하다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쯔쯔쯧...”하는 시선을 보내니, 자기가 정말 그렇게 되

어가는 것 같았다. 석이에게 장애인이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남

들에 비해 열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되었기에 이제 자신

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싫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자신을 더 무능하게 만드는 것 같았고, 사람들의 그

런 시선이 부담스러워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다른 연구 참여자(민이) 역시 다른 사람들이 만성 신장질환 환자

를 보는 타인의 시선에 익숙해져 또 다른 신장질환 환자들을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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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그렇게 바라본 자신은 절대 긍정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병원에 가면 진료 대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

어요. 호빵맨처럼 얼굴이 퉁퉁 붓고.....저도 그랬지만요. 어른이나, 저

만한 애들이나, 아기나 얼굴이 다 똑같아요. 전 그게 싫었어요. 할아

버지들이 딱하게 쳐다보는 것도 싫고....”(민이)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치료를 위한 식이제한, 활동제한을 어쩔

수 없이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내적으로는 ‘나는 남들이 당연

히 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면서 참여자

들은 남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중에 자신은 하면 안 되는 것,

못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였다. 기본적인 욕구의

제한은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욕조차 좌절시켰던 것이다.

나와 연이가 나눈 다음의 대화는 식이의 제한을 통해 연구 참여

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 : 만성 신장질환을 진단 받은 후 생활이 어떻게 변하였나요?

연이 :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금지의 연

속이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바로 음식과의 싸움이었어요.

나 : ‘음식과의 싸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연이 : 제가 좋아하던 빵과 과자는 커녕, 김치도 항상 물에 헹궈서

맛도 없는데...간도 전혀 되지 않은 반찬을 먹고...정말 살기 위해서

먹는 것 밖에 없었어요.

나 :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입맛에 안 맞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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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먹었던 거네요. 식이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음식들은 어땠나요?

연이 : 그게....사람이 자기가 못하는 것을 더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먹지 말라는 것이 더 맛있어 보이고...솔직히 먹을 수 있

는 것은 간도 덜 되어 있고 맛이 없죠.

나 : 신장 질환 진단 후 음식에 대한 제한이 많아서 힘들었군요. 음

식을 통해 사람들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데, 연이 학생의 경우

그런 부분의 즐거움이나 만족감이 없어져버렸네요.

연이 : 그렇죠...학교가 끝나면 다들 떡볶이에, 컵라면에....그런데 저

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아서...남들은 다 먹는데...저만....

나 : 다른 사람들은 예사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연이 학생은 먹을 수

가 없어서 남들과의 차이를 실감했겠어요. 그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연이 : 이게 사람 사는 건지.....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건지....먹는

즐거움조차 채우지 못하는데....

나 : 식욕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서 좌절이 컸군요. 더구나 남들은 당연히 먹는데 본인만 먹지 못한

다고 생각하니 더욱 남들과의 차이점도 느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런 부분들이 연이 학생의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생활에 어떤 영향

을 끼쳤을까요?

연이 : 음.....의욕이 상실된 것 같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본적으

로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조차 못하면서 내가 다른 것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남들은 당연히 하는데, 나만 못하고....저에게

는 기회조차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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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역시 기본적인 활동의 제한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의

욕이 상실하였음을 말하였다.

“처음 복막 투석할 때는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학교 생활할 때

도 체육시간에 저는 앉아 있고 다들 체육하고 뛰는데 저는 혼자 앉

아 있고, 심심하기도 하지만, 이게 뭔가.....학교를 뭐 하러 가나....이

런 생각도 들었어요.”(민이)

(2) 동정과 배려 사이

한편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동정과 배려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

전의 양면 같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따르지 않는 부

분에 대해서는 양해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사람들이 보이는

안쓰러운 눈빛과 지나친 배려는 동정으로 받아들이며 부담스러워하

였다. 타인의 지나친 관심과 배려는 앞의 연구 참여자(석이)처럼 “자

신이 아프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 뿐이었고, 자신이

그들 속에 소속되지 못한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였다.

솔이는 타인의 걱정하는 반응조차 자신이 동정 받는 것 같아 거

부하고 싶었던 기억을 이야기하였다.

나 : 이식을 받기 전의 몸 상태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솔이 : 음...학교 다닐 때는 좀 피곤한 거? 피곤하고 어지럽고 얼굴

이 새까매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에...못 가고...매달 병원에 갔거

든요. 그러면 학교를 빠지게 되니까 친구들이 왜 그러냐...그렇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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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나 : 친구들에게 신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나보네요.

솔이 : 네...병원 갈 때 계속 물어보면 대답하기 싫고......

나 : 대답하기 싫었던 이유가 궁금하네요. 혹시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숨기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는지요?

솔이 : 콤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나 : 어렸을 때부터 갑자기 앓은 신장질환이 솔이 학생에게는 콤플

렉스였군요. 어떤 부분이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나요?

솔이 : 그냥...불쌍해 보이는 게...

나 : 아,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네요.

솔이 : 네.

나 : 혹시 불쌍하게 본다고 다른 사람들이 직접 말하거나, 남들에게

불쌍하게 보이는 것과 관련해 경험한 것이 있나요?

솔이 : 그때...아프니까...불쌍하게 보죠. 어린 애가 안됐다던가, 이제

어쩌니...친척들도 그렇게 말하고. 가족들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이...그렇게 쳐다봤어요.

나 : 사람들이 안됐다고, 걱정하는 것 같은 말이 불편했나 봐요. 불

쌍하게 보는 것 같아서.

솔이 : 자존심이 상하죠. 오히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내가 불쌍해지고....그냥 사람들이 저를 그렇

게 보는 게 싫었어요. 차라리 그냥 모른척하는 것이 더 고마웠던 것

같아요.

철이 역시 타인의 배려가 불편하고 오히려 서운하며 남들로부터

소외감을 더 느끼게 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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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배려해주면 더 불편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자꾸 쉬

어라 그러고. 학교에서도 체육대회 하는데, 저도 체육대회 하면서

운동기구도 나르고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체육대회 다 참가하지는

못해도 한 편이 되어서 하고 싶은데, 아예 저는 편이 없는 거예요.

그게...제가 아프니까, 심하게 못 뛰니까 저를 배려해서 편을 안 나

눈 건데,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어떤 편이 되면 응원이라도 할 텐

데. 선생님은 배려해서 한 것인데, 저는 서운했어요. 내가 뭔가...잉여

인간이라고....그런 말 있잖아요? 딱 그 기분이었어요.”(철이)

지나친 배려가 불편했던 경험은 연구 참여자(은이)가 선택한 결정

적인 사건 중의 하나인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은이

는 학교에서의 지나친 배려가 가져다 준 부작용에 대하여 말하면서

자신의 바라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은이는 아파서 결석을 자주 하였지만 선생님은 그런 은이의 사정

을 아시고 봐주셨다. 출석일수를 못 채워서 유급할 위기에 있었을

때도 학교에서 도와주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은이는

그런 선생님과 학교의 배려를 고마워했고, 병원에서 권한 장애인 학

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 간 것을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은, 아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배려”해주시는 것은 달갑지 않았다. 그 덕분에 다른

아이들의 시기와 질투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번은 학교 강당에 외부 강사 교육을 단체로 들을 일이 있었다.

겨울이었는데 한 학년 전체가 바닥에 앉아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은이에게 찬 바닥에 앉지 말고 의자

같은데 앉으라고 하셨다. 은이는 자기만 그럴 수 없어 그냥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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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겠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은이를 번쩍 들어 올리셔서 “학생, 말 좀

들으세요.”라고 하셨다. 선생님이 은이를 위해서 하신 것은 알았지

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혼자서만 특별대우 해주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로 다가왔고, 그 시점에서 정말 자신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은이는 차라리 자기 말을 믿고 그냥 놔둬 주

기를 바랐다. 남들과 할 수 있는 만큼은 섞여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은이의 바람이었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은 타인이 보내는 관심과 배려를 불편하게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만약 타인이 이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면 이들

은 편했을까? 아마도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정과 배려는 시

소게임과 같아서 양쪽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원했

는가에 대한 대답은 다음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데, 바로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등한 수용”이었다. 그것이 이들에게는 적절한 배려로

받아들여졌다.

“친구들이 약 먹는 거 보고, 왜 먹냐, 어디가 아프냐...물으면 대충

말해요. 이식 받았다는 얘기 안 해요. 이식 받은 거로 특이하게 보이

는 것이 싫어요. 오히려 남들이 신경 안 쓰면 좋아요. 꼬치꼬치 묻지

말고, 그냥 넘어가줬으면 좋겠어요. 저를 평범하게, 남과 별다를 거

없는 한 명의 사람으로 봐줬으면 해요.”(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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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래로부터의 거부

연구 참여자들은 질환과 관련한 외모,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특별

대우, 그리고 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또래로부

터 놀림과 꺼림의 대상이 된 경험들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또

래로부터 들었던 별명은 “호스괴물,” “원숭이,” “세균,” “시꺼맨” 등

주로 외모와 관련되고, 듣고 싶지 않은 별명이었다. 더구나 질환과

변화된 외모 등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신의 잘못이

된 것 같아 억울해하기도 하였다. 또래들은 단지 장난을 치려고 불

렀던 별명도 타인의 시선에 민감했던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남과 자

신을 구분 짓게 하는 벽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또래로부터의 거부

는 연구 참여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

하며 그들의 거부 경험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다음은 한 연구 참여자(석이)의 또래로부터의 거절 경험 이야기이

다. 석이는 이 사건이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었던 계기가 되

었다고 하였다.

석이는 중학교에서 복막 투석을 하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았으므

로, 그냥 몸이 아프다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놀러온 친구가 석이의 복막 투석 장면을 훔쳐보았다. 그때

그것을 본 친구의 표정을 석이는 잊을 수가 없었다. 친구는 경악을

했고, 그 장면을 들킨 석이 역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석이는 친구

에게 설명할 용기도 없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조차 몰랐다. 친

구는 자기 집으로 줄행랑을 쳤다. 그래도 석이는 친구가 자기를 위

하여 비밀을 지켜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석이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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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호스괴물로 소문이 나 버렸다. 친구들은 석이를 괴롭히려

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석이에게 이 별명은 수치 그 자체였다. 석이

는 너무 부끄럽고, 소문을 낸 그 친구가 미웠고, 그래서 죽어야겠다

는 생각에 학교를 뛰쳐나갔다. 그 날 이후 더욱 더 학교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 자신이 감추어지고, 남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

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는 진즉에 깨졌다. 이후 석이는 사람들

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어딘가에 숨어들고 싶은 심정 속에서 대상

없는 원망과 수치감에 빠지게 되었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은이)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았으나 또래

들로부터의 냉대와 뒷이야기를 듣고 서러웠던 경험을 말하였다.

“저를 싫어하는 애들이 하는 말이 특별 취급해준다, 쟤만 봐준다,

그렇게 대놓고는 아니고 뒤에서 그러는데....한번은 우연히 화장실에

서 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가 가장 서러웠어요. 아프고 싶어

서 아픈 게 아닌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전 왜 아프게 태

어나서 이런 취급 받아야 되나...그런 게 가장...솔직히...”(은이)

이러한 또래로부터의 반복된 거부는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정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한

경험과 사회에서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모두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즉 거절당한 느낌과 소속되지 못한 소외감이라는 개인적인

측면과, 대한민국에서 “장애”라는 단어가 주는 통념에 의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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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더 장애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기는 하지만...그래도 더

아픈 사람 취급받는 게 싫어요. 스스로 아픈 사람이라는 생각은 나

를 더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해요. 장애인이라는 게......”(석이)

“정신적으로 힘든 게, 제 스스로를 인정 안 해요. 다른 사람과 괴리

감이 있고....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

의 나는 없어지고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면 어떨지.....그런데 신장이식을 받아도 장애인이니까....겉으로

는 멀쩡해도 속은 안 그런데....차라리 겉으로 보기에도 장애인처럼

보이면 좀 나을까요?”(철이)

2) 두려움과 기대로 맞이한 이식수술

연구 참여자들은 신장이식 수술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계기”라

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이식 후의 삶이 어떠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이식 전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었고,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안겨주었다. 더구나 “남과 다름”에 대한 콤플렉스

는 이식 수술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

였다.

“이식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것이죠. 썩은 나무에

갑자기 꽃이 핀 것 같아요.”(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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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식 수술은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나가야하는

관문으로서, 여기에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기대가 동반되

었다. 이들은 그 관문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당황스럽고

극적으로 수술을 맞이하였다. 더구나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게

된 이식 수술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되므로 그

두려움은 더욱 컸다.

“밤에 투석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엄마가 빨리 준비하더라구요.

그때 뭔지 몰라서 당황스러웠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온갖 검사 다

하고....솔직히 그때 안 될 뻔 했어요. 제 앞에 누가 있었는데, 열어보

니까 미미한 염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덮고, 제가

대신하게 된 거예요. 수술실 들어간 건 기억나는데.....처음 카데터 넣

는 수술(복막투석을 위한 시술) 할 때는 호기심도 많고 무서운 것도

없었는데....이번에는 더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긴장 상태에서

몸이 막 덜덜 떨리더라구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불을 덮어주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잠이 들었나 봐요. 깨어보니 회복실이었는데, 무

슨 이유인지 펑펑 울었어요. 아파서 그랬는지......이유는 잘 모르겠어

요. 중환자실 가서는 제가 묶여 있었대요. 그때 풀어달라고 엄청 떼

를 썼다는데, 전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엄마가 말해줬어요.”(민이)

한편 가족이 공여자가 된 경우는 미리 준비된 때에 이식 수술을

받았으므로 갑작스럽게 닥친 수술보다는 한결 공포감이 덜하였다.

하지만 수술 자체가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수술 후의 선물

같은 삶에 대한 기대로 두려움을 견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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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이 더 늦지 않게 이식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얼떨결

에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잘하는 것인지, 미처 결정하지도 못

했지만, 엄마가 신장을 주겠다고 해서 검사하고 날짜가 잡혔어요.

이식 수술을 해서 남들처럼 살 수 있다고 하면 좋아야 할 텐데 그

때 좋다기보다는 무서웠어요. 조그만 수술이 아니고 큰 수술이니까

무섭고 눈물이 계속 나서 수술실에서 잠 들 때까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수술이 잘 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

면 어쩌나하는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엄마 생각하면 안 울어야하는

데....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신장을 넣은 쪽에 복대를 해서 많이

아프더라구요. ‘이제 살았구나’하는 생각에 또 울었어요.”(솔이)

“수술이 무섭기는 하였지만, 이제 수술하면 먹고 싶은 것 실컷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 하나로 참았어요.”(연이)

수술 후 몸이 회복되었지만, 수술 당시의 경험은 이들에게 분명

커다란 두려움 자체였고, 새로이 살기 위한 통과의례였다. 그 두려

움의 과정을 이들은 10대의 나이에 견디어 냈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었다. 내러티브 탐구를 하기 전에는 이들은 자신이 그렇게 힘든

것을 견뎌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탐구의 과정에서 그

들의 경험을 발견하였고, 나는 이식 수술을 잘 견디어 낸 연구 참여

자들에 대한 존경을 그들에게 표현하였다. 그들 역시 자신의 힘을

인정하면서 스스로에 대하여 대견하고 뿌듯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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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식 후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질병 경험을 이식 전과 이식 후로 나누

어 말하였다. 분명 신장이식 수술은 이들의 삶에서 큰 변화를 가져

온 경험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대와 비슷하거나 기대와 다른 이식

후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안도하기도, 실망하기도 하였다.

(1) 달라진 몸

연구 참여자들은 이식 수술 직후부터 자신의 몸이 이전과 달라졌

음을 실감하고 신기해하였다. 이식 수술 후 얼마간은 몸의 변화 하

나하나에 신기해하며 수술 전에 비해 “변신하고 있는”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이식 전의 위축되었던 성격들도

점점 활발해졌고 이제 남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겼다. 이러한 몸의 변화는 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자아상에 대한

가능성, 새로운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이식을 받고 나서 비몽사몽 하던 정신에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행

동은 제 아랫배를 만진 거였어요. 더 이상 제 배에 카데터가 심어져

있지 않은 것을 알고 내가 비로소 정말 이식을 받았구나....하며 실감

했고, 놀라운 게 이식을 받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손톱색이 핏기 없

는 회색에서 선분홍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굴도 혈색이 점점 돌아

오니까....그저 모든 것이 다 신기하였어요. 또 병원에 있으면서 부기

도 빠지고, 수북하던 털도 빠지고, 쌕쌕거리던 숨소리도 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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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말 건강해졌구나 싶었어요.

이식 후에 몸이 단계마다 달라지고, 차츰차츰 변화되어 일반인처럼

행동할 만큼 건강해졌고, 100미터 질주나 밤샘 과제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전 일반인들의 소굴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열띠게, 긍정적으로 변하

려고 노력했어요.”(석이)

“이식 받기 전에는 몸이 무겁고 머리도 아파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

는 머리가 맑아진다거나 그런 건 한 번도 경험 못해 봤어요. 머리가

계속 아팠거든요. 뭔가 사람이 푹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다, 개운

하다..그런 게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많이 자도

그런 느낌이 전혀......그냥 오랫동안 눈만 감고 있다가 일어난 것 같

은....남들보다 훨씬 더 체력이 딸리고, 쉽게 지치고....

그러다가 이식을 받고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남들처럼 머리가 개

운한 느낌, 그런 게 뭔지 처음 느꼈어요. 머릿속에 안개가 걷어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구

나....남과 같이....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이)

(2) 이미 굳어져 버린 성격

반면 이식 전에 복막투석을 하고 키가 작다는 것 외에 남들과의

차이가 크게 없었던 한 연구 참여자(철이)는 이식 후에 대단한 변화

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몸에 카데터가 없어진 것 외에 큰 변

화를 실감하지 못했다. 더구나 만성 신장질환을 앓기 전에 활발했었

던 성격이 오랜 질병과 치료 과정에서 소심하고 의기소침한 성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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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하였는데, 이식을 받은 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에 대해 그는 “관성의 법칙”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 : 이식수술을 받은 후 생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철이 : 전 이식 후에도...어릴 때 성격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을 이식하고 알았어요. 전 이식 후에는 굉장히 제가 바뀔 줄 알았거

든요. 예전처럼 활발해지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에게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 : 관성이라 하면....한번 생긴 것이 계속 유지되려는 성질을 말하

는 것인가요? 철이 학생의 이식 후 경험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

나 봐요.

철이 : 네, 관성의 법칙이죠. 사람들은 이식 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이 말해도 막상 이식을 해도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렸

을 때 활발히 뛰어 놀던 저에게 제가 아프니까 어머니가 ‘뛰지 마

라, 놀지 마라’해서...그때도 그것 바꾸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 이

식을 받으면 다시 예전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식을 해도 여

전히 나는 그대로예요.

나 : 이식을 해도 여전히 나는 그대로다....이 부분은 제가 전에는 몰

랐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식을 받으면 이식 전과 비교하여 많은 것

들이 변화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그렇

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철이 학생이 남들로부

터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철이 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더 궁금해지는 게....변화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요?

철이 : 이식을 하면 예전 모습처럼 잘 나갈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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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나는 집안에 있고,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성격도 그대로예요.

이식을 하기 전에 투석을 받으면서 굳어진 성격이 이식을 한 후라

고 금방 바뀌지 않는다는....몸은 바뀌었는데, 성격은 그대로네요. 그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다른 상태라는 게.

나 : 아...투석을 한 것이 질환 이전의 성격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

었네요.

철이 :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투석 안하고...아이들 경우에 자아 정체

성이나 그런 거 생길 때 투석하는 기간 없이 바로 이식하는 게 그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아 정체성이 별로 안

바뀌고 살 수 있는데, (손을 밑으로 내리며) 이렇게 하고 내려오고

나서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나 : 질환으로 인한 활동의 제한, 더구나 투석이라는 과정이 철이

학생으로 하여금 많은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렇게 변화된 성격

은 이식을 받았다고 해서 금새 병전의 성격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

었던 거군요.

철이 : 투석을 받으면서 굳어진 성격이 이식을 한 후라고 금방 바뀌

지는 않았어요. 남들은 이걸 이해 못할 거예요.

자신의 몸의 변화에 비해 느린 속도로 변화한 성격, 아니, 이제는

고정되어 변화되기 어려울 것 같은 성격,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몸

의 한계로 인하여 그는 혼란을 겪었다. 나는 철이가 관성의 법칙을

말할 때 적잖이 놀랐다. 내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에 대하여 전

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신장이식을 받으면 변

화된 몸으로 인하여 성격도, 생활도 이식 전과 달라질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식을 받은 후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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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들이 변화된 상황들 속에서 삐걱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

하여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다른 연구

참여자들 역시 달라진 몸에 비하여 기존의 성격과 생활 습관 들은

쉽게 변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나는 철이를 포함한 연구 참여자들

에게 이식수술을 계기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남들의 기대,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보라는 격려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

였다. 이식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것은 아

님을, 몸의 변신에 이어 성격의 변신까지 따를 것이라는 기대는 무

리임을 철이는 강조하였다.

“혼란이죠. 모순인가? 사람들이 웃긴 게, 이식 받고 나서 몸이 멀쩡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남들처럼 하기를....이 정도는 하기를.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아무리 이식을 했어도, 몸이 한계가 있잖

아요. 남의 기대에 못 미치죠. 그러면 괜히 무능해 보이고. 그게

참.....사지가 멀쩡하니까. 제가 말 안하면 신장환자인줄 모르죠. 장애

인이라고...그걸 알면 불쌍하게 보고, 그래서 말하기 싫고, 모르면 또

남들만큼 못 따라가니까 무능해보이고 괜히 빼는 것 같고...”(철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름을, 그것을 남들

이 이해해주기를 바라면서도 숨기고 싶었다. 남들이 그것을 아는 순

간, 다시 이식 전처럼 자신이 받을 동정과 불이익이 예상되었다. 그

것은 그들에게 전혀 반갑지 않았다. 그들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서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 모른 채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이식 받은 후에 오히려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되어갈지를

더욱 고민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고민은 타인으로부터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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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했으며 그들이 혼자 감당할 몫이라고 받아들였다.

“제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여전히 위축된 느낌? 장애인 같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장애인이라는 게.....신장이식을 받은 사람도 장

애자라고 하던데....(중략)..신장이식을 받고 난 후가 더 중요한 것 같

아요. (이식을) 받기 전까지 형성된 정체성 같은 게 하루아침에 바

뀌는 게 아닌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빨리 죽겠다는 생각도

이식 받고 난 후에도 똑같이 가져가게 되는데....”(솔이)

(3) 공여자와 공유하고 있는 나의 삶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가

를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식된 신장이 자기 몸인지 자기 몸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었다. 분명 타인의 신장을 몸에

이식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 태어났지만,” 이식된 신장은 완

전히 자신의 몸 일부가 되지 못하였고, 늘 신경 쓰이는 기관이었다.

더욱이 이식된 신장과 함께 공여자의 삶의 일부도 함께 이식되었다.

이식된 신장과 함께 공여자의 삶이 함께 이식된 경우에 대하여

우리는 솔이의 경험 이야기를 통하여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

기서 엄마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은 솔이의 몸에 관한 갈등이 미묘하

게 드러난다.

솔이는 이식 수술을 받은 후, 복수가 차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하였는데, 면회 온 솔이의 고모가 와서 흘리듯이 말했다. “엄마가 많

이 힘들어 한다”고. 엄마가 몸이 아팠던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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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심리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뜻 같았다. 그 후 엄마가 중환자실에

면회를 왔는데, 솔이는 엄마가 아주 “차갑게” 보였고, “나도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엄마가 솔이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서, 솔이는 자기 때문에 엄마가 힘든 것이 미안하였다.

그런 엄마를 생각하니 솔이도 마음이 아팠다. 솔이가 이식된 신장을

의식하면 그 기억과 그때의 아픔도 함께 떠올랐다. 그래서 오히려

이식 받기 전보다 이식 후가 자신의 몸이 아닌 것 같았다. 지금도

엄마가 자신을 살린 것이지, 자신이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하였다. 엄마가 “힘들게 내어 준 보물 같은 신장”이 자신의 몸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잊을 수가 없었다. 솔이가 앞으로 택할 진로와 삶

의 방향을 고민할 때면 늘 따라오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이 나를 얼마나 받아줄까?”였다.

분명 솔이는 여느 연구 참여자들처럼 힘든 이식 수술과 치료의

고비들을 넘겨왔지만 자신이 다시 산 것은 스스로의 생명력이나 의

지가 아닌, 엄마에 의해서라고 여겼다. 그녀는 “엄마의 희생”에 의해

새로 태어났으므로 자신의 삶은 이미 엄마의 삶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에 나는 솔이가 자기 몸의 주인이라는 생각

을 하지 못하고 손님이 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아

니, 솔이는 자기 몸의 주인이 되고 싶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

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솔이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

가?”라는 자아 정체감을 찾아나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공여자(특히 부모가 공여자인 경우)에 대해 가지는 부

채감은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기의 과업인 정

체성과 독립을 위한 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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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내가 뭐라도 하려하면...아르바이트나 그런

거 못하게 해요.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보라며...엄마는 환자

취급하고. 엄마가 자기 신장을 떼 줘서 저를 살렸는데 함부로 몸 쓰

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엄마가 나를 환자 취급하는 게 나를 아무것

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죄인 같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 나는 큰소

리도 못 쳐요. 집에서 이렇게라도 살아 있는 게....가족에게 빚을 진

것 같아서.”(솔이)

또 다른 연구 참여자(석이)는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공여 받은 후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였다. 그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공여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공여자와 함께

나누었다. 공여자의 이식된 삶은 석이의 삶에 제동기가 되고 있었

다. 달리려 할 때 살며시 밟아 움직임을 주저하게도 하고, 함부로

달릴 때 급정거를 시키기도 하는 제동기의 역할을 이식된 신장과

함께 이식된 타인의 삶이 하고 있었다.

“제가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가끔 뇌사자 분에게서 전화가 오는

공상을 해요. 유독 제가 마음이 해이해져서 술을 좀 마시려고 하면

전화벨이 울리는 공상을요. 뇌사자분이 저한테 ‘잘 지내냐? 어떻게

얻은 신장인데, 학대하지 말고 잘 살아야지..’ 그래요. 그 뇌사자분이

누구인지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죠. 인생을 잘 살다 가신 분이면 좋

겠어요. 그 분의 생명이 내 삶에 들어온 거니까요.”(석이)

이렇게 타인의 신장을 이식받고 그 신장 공여자의 삶도 함께 의

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조절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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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지만, 자기 몸의 경계를 어떻게 남과 구분 지어야하는지를

고민하게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느 청소년들처럼 자신이 누

군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다. 더욱이 이들은 신장 공여자를 의식하면서 더욱 분명히 자신의

경계를 추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4) 병원에서 환자가 된다는 것

병원은 만성 신장이식을 진단받은 이후부터 연구 참여자들의 삶

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의 장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

은 병원에서 환자가 되어 겪었던 경험들을 말할 때 더욱 강한 목소

리를 내며 흥분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병원에서 겪은 절망적이고

답답했던 경험들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어 하였다. 그들은 내가

병원과 환자사이 소통관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마치 자신들의 이

야기가 나를 통해 병원에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듯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

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을 수정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표

현된 이야기 그대로를 수용하였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들이 병원과

관련하여 겪었던 경험들이다. 만약 내가 병원에 계속 근무하는 상황

이라면 이 이야기들은 다소 불편할 수 있을 테지만 연구 참여자들

의 입장에서의 경험이므로 그들의 입장에 서서 사건들을 바라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 95 -

(1) 죽음의 절벽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식 전에는 신장기능부전의 합병증으로, 이식

후에는 이식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또는 치료 과정자체에서 급작스

럽고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갑자기 엄습한 고통은 이들

로 하여금 차라리 “생명 줄을 놓아버리고” 죽음으로 뛰어내리고 싶

을 정도로 절박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신장으로 인하여 고혈압이 돼서, 혈압이 갑자기 200몇까지 올라서

숨을 못 쉬고....투석받기 전에 몸 붓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투석 준

비하려고 입원해 있을 때 검사 받는 도중에 숨이 안 쉬어져서...그때

죽는구나....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려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여 달라고...그때 물에 빠졌을 때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서. 산소 포화도가 70몇...정신없었어요.”(철이)

“이식 수술 후에 복수가 차서 부작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배는 빵빵하게 차오르고 호수를 입에 넣어 복수를

빼는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이런 생각을 했어요.”(솔이)

이렇게 죽음의 절벽에 걸쳐 있었던 경험은 이들의 삶의 태도를

크게 변화시킨 전환점이 되었다. 즉 “삶에 뛰어들었던” 태도에서

“삶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태도로 바뀌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에 집착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나는 지난 시간 동안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을 만나면서 느꼈

던 소극적이고 의욕이 저하된 모습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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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이 포기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제 삶이

많이 전환되었어요. 그 전에는 좀 활발하고 그랬다면, 그걸(급작스러

운 고혈압으로 인해 고통 받은 경험) 계기로 인생 별거 없구나...그

래서 애늙은이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철이)

10대의 나이에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죽음에 닿을 뻔했던 이들

은 너무 일찍 “인생무상(人生無常)”을 깨달은 것이다. 이러한 경험으

로 이들은 인간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들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체득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인생의 기

회들을 쉬운 포기와 무력감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식받은)신장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일찍 죽

을 건데 뭐 하러 악착같이 살아요? 어차피 내가 살고 싶다고 살아

지는 거 아닌데.....”(민이)

(2) 뜻대로 되지 않는 치료

연구 참여자들은 만성 신장질환을 앓으면서 거쳤던 치료과정들

속에서 앞서 죽음의 절벽에 선 것에 비해 절박함은 덜하였지만, 자

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경험들을 반복하였다.

병원에서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을

적용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있을 수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모든 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하필이면” 자신에게 효과가 없

고 부작용만 안겨 준 것, 그렇게 되어버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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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원망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의 화살은 의료진에게로 향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손에 잡히지 않는 질병이나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실체를 원망하는 것이 더 쉬

웠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철이의 이야기이다. 철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 나는 의료진을 향한 그의 불신이 안타까웠지만, 결실을 보지 못

한 고생에 대한 그의 실망감이 탐구 작업을 통해 충분히 표현되기

를 격려하였다.

초기 투약 치료 중에 환아들 사이에서 “스테로이드 폭탄 투여”라

고 불리는 치료가 있었는데, 3박 4일 동안 입원해서 스테로이드 주

사를 엄청나게 맞는 것이었다.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7명의 환아들

이 똑같이 폭탄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장면은 흡사 실험실의 모르모

트를 연상하게 했다. 그렇게 입원하고 2주 후에 또 입원하고...이것

을 1년 가까이 열 몇 번 하였다.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아이들은

6,70퍼센트였는데, 철이의 경우는 좋아지지 않고 살이 트고 키는 안

자라는 부작용만 있었다. 그런데도 의사가 “자신의 명성에 맞게 성

공하려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철이는 생각하였다.

“어려서부터 아토피를 앓으면서도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이

런 시련을 주나”하는 원망과 치료를 포기하고픈 마음들은, 효과도

없는 힘든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던 의사에 대한 원망으로 향했다.

“이렇게 된 게 다 내 책임인데,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줄 알면서 그

렇게 남 탓을 하고 싶었어요. 내 책임을 모두 남들에게 떠넘기고 싶

어서.....”(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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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과 관련하여 병원에 가진 원망과 분노는 현재까지의 삶

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낸 은이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은이

는 의료진에 관한 이야기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강하게 말하며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은이의 경우 이식 수술 후 급성 거부

반응 및 각종 부작용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을 포함한 잦은 입원치료

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이는 자신의 치료에 대한 의료진 간

의 의견 차이를 직접 목격하였고, 자꾸만 번복되는 치료 결정을 통

해 병원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치료 방향

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불안도 깃들어 있었다.

“저는 이 병원에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부모님이 일 가느라 안

계실 때, 저 혼자 병실에 있는데, 다른 과 의사 선생님들이 따로 들

어와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 안 해도 된다...그렇게 하루 4번

을...아침, 저녁 회진 두 번....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러다가 제 앞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더라고요. 제가 보는데....난 어쩌라고.....”(은이)

“저는 여기서 15년 동안 치료한 게, 의사 선생님이 낫게 해주겠다는

그 말을 믿고 여기에 왔는데, 그게.....하라는 건 다했어요. 입원하라

면 입원했고, 약 먹으라면 약도 먹고 수술 받으라면 수술도 받고,

외래 언제 오라고 하면 가고, 무슨 치료 받자면 치료받고 아무 말

않고 하라는 대로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지금도 하고 있

는 대로 다하는데 여기서 뭘 더 하라는 건지...그래서 짜증나요. 혈압

약이나 경련억제제는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데.......”(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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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해결할 과제가 많은 현대 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자

신에게만은 “해결사”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이들의 기대는, 끝이 보

이지 않는 지난한 치료 과정 속에서 좌절로 변하였고, 그에 대한 분

노는 해결사가 되어주지 못한 의료진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3) 병원 속의 투명인간

해결되지 못한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가진 병원

에 대한 불만은 단지 비관적인 경과에 대한 원망 때문만은 아니었

다. 환자의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은 당연히 가지고

있었지만, 병원에서 의료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불편한 감정들의 이유 중에

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했

거나, 환자 입장에서 치료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한 몫을 차지하였다. 그러한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은 병원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우리는 석이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 시스템

속에 남겨진 환자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석이는 이 경험을 미리

종이에 자세히 기록하여 면담에 임했는데 그만큼 석이가 누군가에

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석이는 18세에 이식을 받기 전, 중학생 때 이식 가능성의 바로 앞

까지 갔다가 결국 이식을 못한 적이 있었다. 새벽에 병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석이와 조직이 맞는 뇌사자가 생겨 신장을 받을 수 있

게 되었으니 어서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였다. 새벽 4시에 부랴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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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챙기고, 택시를 타고 1시간을 급히 달려갔다. “‘이제 드디어 이

식을 받을 수 있구나. 더 이상 숨기고 싶은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

는구나.”라는 기대를 하면서 급히 입원 수속과 수술을 받기 위한 준

비를 하였다. 혈액 채취, 목욕, 관장, 수술 부위 소독까지 마치고, 오

후 3시에 예정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다.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이제 건강해지면 금지 당했던 피자, 치킨, 라면도 마음껏 먹고, 목

욕도, 축구도 하고, 더 이상 학교에서 숨어 있지 않아도 되니 얼마

나 좋은가”하며 이식 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손꼽으며 떨리는 마

음으로 수술을 기다렸다.

그런데 수술 예정 시각이었던 오후 3시를 한 시간, 두 시간 지나

도 수술복을 입으라는 말이 없었다. 어찌 된 일인지 지나가는 간호

사에게 영문을 물어도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 뿐, 이렇다 할 대답이

없었고, 주치의 선생님도 보이지 않았다. 석이는 가족들과 함께 바

짝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렸다. 마냥

기다리다가 행여 자신이 이식 대상이라는 사실을 병원에서 잊은 것

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다.

저녁 8시, 주치의 선생님이 와서 석이와 가족들의 눈을 쳐다보지

도 못하고 수술이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석이에게 청천 벽력

같은 소리였다. 함께 있던 엄마와 누나는 실망감에 울음을 터트렸

고, 석이는 뭐가 뭔지,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어리둥절하였다. 사연인

즉 뇌사 판정이 났던 뇌사자에게 잠깐 움직임이 보였고, 그것에 놀

란 뇌사자의 부모는 움직이는 아들을 쉽게 떠나보낼 수가 없어, 조

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여 수술 결정이 지연되었다고 하였다. 약

간의 움직임을 보였던 뇌사자는 결국 오후 7시가 넘어 고열과 함께

사망했다고 하였다. 안타깝게도 이미 손상되어 버린 장기들은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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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하였다.

석이는 긴장 속에 보냈던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갑자기 복받쳐 오는 설움에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전화를 받은 엄마도, 연락을 해준 병원도, 빨리

달려서 일찍 병원에 도착하게 해준 택시기사도, 모진 말을 했던 주

치의 선생님도,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자신도 모두 원망스러웠다.

그러다 1년 후 석이는 뇌사자의 신장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었다.

당시를 떠올리면 이제 이식을 받은 후이므로 그때의 원망은 사라

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불편한 느낌이 여전히 남아 있

었다. 그것은 바로 병원에서 그렇게 12시간 이상을 기다리면서 아무

도 자신에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경우가 있을지에 대해

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석이는 그것에 대해 서운하였

다. 석이는 그날, 수술대 위에 누워보지도 못할 이식수술을 기다리

면서 “방치된 느낌”을 받았다. 물론 거대한 병원 속에서, 더구나 급

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아주 작은 존재였을 거라고, 그리고 당시

자신에게 아무도 이렇다 할 정보를 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하

려고 해도, “버려졌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한 경험은 석이로 하여금, 병원에서 누군가로부터의 소박한

돌봄이라도, 자상한 말 한마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게

하였다. 오히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하지 않아서 낫다

고 말할 정도로, 이제 대형 병원은 자신에게 약을 주고 치료를 하는

곳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때 자신에게 다가

와 한마디라도 “얼마나 초조한지”를 물어주는 병원 사람이 있었다

면, 지금은 또 다른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석이는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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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자신의 치료와 질환의 경과에 대해 충분히 듣지 못했다

고 느낀 경험들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의료진으로부터 정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아니, 당시에는 자신의 치

료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환자로서의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몰랐

고, 환자들은 병원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를 강요받았던 것이다. 나는 환자로서의 알 권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지만, 정작 환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존중에 기

초한 수평적인 관계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좀 후회가 되죠. 너무 지식이 없는 상태니까...그냥...워낙 똑똑한 사

람들이니까 다 듣게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바쁘시니까, 묻지도

못하고, 당일 설명 듣고 그날 (이식을) 결정해야 해서 제대로 생각

도 못하고...좀 더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히 안 해주셔서....이게 큰 수

술인데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야했는데, 갑작스럽게...그런 부분이 아

쉬워요. 당시는 그냥 선생님이 하자고 하니까 다 했던 것 같고, 다

른 병원도 안가보고....무조건 여기서 했던 것도 아쉬워요.” (솔이)

“(의사, 간호사들은) 제 얘기 안 들어주셔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바

쁘시고, 의사 선생님들은 들을 생각도 안하시고...‘잠깐만요, 궁금한

게 남았는데...’하고 불러도 무시하죠.

하도 답답해서 내가 회진 돌고 나가는 의사 선생님 소매 붙잡고 ‘내

가 이 병원에 선생님 하나 믿고 왔는데...’그래도 아무 말씀도 안 하

시더라고요. 워낙에 바쁘고, 환자도 넘쳐나고 그러니까, 입원 환자

한 사람한테 집중할 수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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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번 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

다, 그런 말이겠죠. ‘뭐라 하던지 그냥 하라면 하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황당했죠. 수술해야한다는 건 알겠는데, 또 다른 게 궁금했

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그 한마디....난 그걸 물어보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은이)

그렇다고 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늘 솔직하고 자

세한 정보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솔직한 정보 제공이

오히려 “독설”이 되어 이들에게 “배려 없음”과 “무시당함”으로 받아

들여졌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제가 가장 충격 받은 건...아빠하고 제 앞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그

렇게 말하셨어요. 아빠한테만 말하고 저한테는 앞에서 그렇게 말 안

했으면....대놓고 말고...제가 모르는 상태가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요...(중략)...아빠, 엄마가 바쁘시고....제가 병원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의사 선생님들이 제게 어떤 말이든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

는 게 제일 싫었어요. 애 혼자 있으니까....어린 애다 보니까, 아이가

어른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런 거 때문인지....그냥 아무렇게나 말

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은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 몸의 치료와 관련한 정보들을 충분히 듣지

못했고, 바쁘고 사무적으로 전개된 병원 상황 속에서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은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진 개인이 아

닌, 그저 “컨베이어 벨트에 실린 불량품 같은” 치료의 대상일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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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을 하였다. 병원에서 환자로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수동적

이고, 그저 치료에 협조만 잘하는 치료의 대상으로 존재함을 의미했

다. 또한 여기서 “정확하고 솔직한 정보의 제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둘러 싼 상황적 맥락이 환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

아들일지 좌우한다는 것을 나와 참여자들은 확인하게 되었다. 이들

은 정확하고 솔직한 정보의 제공도 필요했지만 심리적인 지지를 더

원했던 것이다.

“사실이라도 일단 독설은 날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직접적인

말들은 힘들어요....그것보다 격려해주었으면....”(은이)

반면 연구 참여자들이 언제나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불만만 가진

것은 아니었다. 큰 사건이 아닌, 사소한, 굳이 기억나지 않을 법한

경험들이 이들로 하여금 배려 받았던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도 흔하지 않지만 연구 참여자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은 병

원에서의 경험이 있음은 다행이었다. 더구나 그 기억들은 사소한 순

간의 경험에 의해서였다는 것은 의료진의 작은 행동이나 말 한마디

가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식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던 연이에게 친절한 설명으로 안내

해주고 연이의 참을성을 칭찬해 준 의료인들, 그리고 이식 수술 전

마지막 투석을 앞두고 철이에게 한마디 건넨 간호사의 말을 연이와

철이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결정적인 순간

에 가졌던 배려의 경험은 그들에게 오래 기억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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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들어가서 거기 있던 선생님께서 저희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제가 수술하고 나와서 아프

기는 했는데, 아프면 배가 땡겨서 더 아프니까 안 울었어요. 그러니

까 선생님께서 저보고 대단하다고....”(연이)

“이식을 받기 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투석실 간호사가 해준 말이

기억나요. ‘마지막 투석이네요’ 그 말이 어찌나 설레던지, 평소에는

길었던 투석 시간 30분이 금방 지나가데요.”(철이)

또한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사무적이며 딱딱하던” 의사의 태

도에 위축되었던 석이는 그와 다른 새로운 의사와의 경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나 : 석이님이 진료과를 옮겨 다른 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어떠셨나요?

석이 : 제가 과를 옮겨 만나게 된 의사 선생님은 정말 갈 때마다 부

모님처럼 살갑게 대해주시고, 잘못 관리하고 있으면 꾸지람도 쳐주

시고....꾸지람을 어찌나 단호하게 치시는지, 그래도 서럽지 않아요.

나 : 꾸지람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석이님

에게는 서럽지 않았나봐요.

석이 : 네...오히려 정신 바짝 차리게끔 따끔하게...그 선생님은 환자

들은 대할 때 정상인처럼 대해 주시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주시

고, 잘못하면 야단도 치시면서 하나하나 살펴주세요.”

나 : 그런 분을 뵐 때는 자신이 어떻게 느껴졌나요? 이전에 만난 의

사 선생님은 사무적이고 딱딱하여 석이님이 막막하고 위축되었다고

하였는데, 새로이 만난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는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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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 그런 분은....제가 아프지만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하

세요. 그냥 저를 보통 사람으로 대해주셔요. 그냥 아픈 것일 뿐. 정

말이지,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게..아버지가 몸이 그냥 좀 아픈 아들

한테 관리 잘하라고 충고하고 야단치는....그런 것이 더 편했어요.

나 : 그러니까...석이님을 보통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석이님 스스로

에 대해 더 편안하게 생각하게 해주었네요.

석이 : 네, 그 의사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저를 보통사람으로 존중하

는 것이 보였거든요. 질문을 해도 둥그스럼하게 넘어가지 않고 대답

해주시고, 너무 조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대하지도 않고..그런

점이 좋았어요.

5) 떠맡은 책임

나와 연구 참여자들이 함께 한 경험의 탐구 과정에서 모든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많이 나온 말 중의 하나는 “내 잘못”이라는 말이었

다. 만성 신장질환에 걸린 것도, 이식 후 거부 반응이 나왔던 것도,

이식받은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것도, 비정상적인 검사

수치 하나하나에 자기 탓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들의 지나친 자책감

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들의 자책감은 스스로 떠안은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떠맡은 것인가? 이들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이들이 질환을 앓아오면서 살아왔던 삶에서 타인-가족, 주변 사람,

의료진-으로부터 부여되어온 자책감의 경우들을 적잖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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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와 관련한 한 연구 참여자(석이)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

기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은 석이가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석이가 이식 수술 후 입원해 있던 날,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

서 왕래도 없었던 친할머니와 고모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누워있는

석이는 아랑곳없이 석이의 어머니에게 심한 비난과 욕을 퍼부었다.

“니가 어렸을 때 맨 날 돼지고기만 먹여서 애가 이렇게 되었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비난을 늘어놓았다. 석이는 자신이 비난받는 것보

다 어머니가 비난 받는 것이 더 억울하였다. “어머니가 무슨 죄라

고....아픈 건 나인데, 잘못을 해도 내가 잘못했는데......”라고 생각했

으나, 어머니가 더 비난 받을 까봐 친척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였

다. 석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비난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 퍼

붓는 것과 같았다. 아니, 그 이상으로 화가 나고 억울했다. 책임지는

것은 석이 자신 하나만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한편 석이의 어머니는 석이가 병을 앓으면서부터 종교를 가졌다.

석이의 병이 낫는다면 어떤 종교도 상관없이 따를 간절함에서였다.

석이도 엄마를 따라 동네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그곳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다가 이식 후에는

전혀 나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마주친 교회 책임자가

석이를 보더니 따지듯 소리쳤다. “투석을 3년 밖에 안하고 그렇게

빨리 구원되었는데도 감사한 줄 모른다”고. “그럼 투석을 받는 사람

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투석도 안 해 본

사람들이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에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 아

프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그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지는 못하였다.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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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 석이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증거인가 하는 생각에 진짜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먼저 생각해보게 되었다. 딱히 가려낼 수

없어도 분명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

었다. 쌓여가는 자책감은 석이로 하여금 점점 더 위축되고 무기력하

게 만들었다.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더구나 그 고통을 이해하지도

못한 사람들의 비난은 연구 참여자들을 더욱 억울하게 만들었고, 그

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 갈수록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자책

감을 키워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경험들은 이제 자동적으

로 “자기 책임”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조금이라도 (크레아티닌) 수치에 오차가 생기면 겁이나요. 내가 먹

는 것 조심 안하고 몸 관리를 잘 못했나....”(솔이)

특히 자기 건강의 해결사로 믿었던 의료진의 사소한 태도도 참여

자에게는 환자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들렸다. 더욱이 병원

생활을 오래 했던 은이의 경우 의료진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들은 결국 자기 잘못이 아니다, 환자 탓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진료 보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치도 올

라가고 염증도 생기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하고 저한테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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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거예요. 저도 조심했는데, 마스크도 10개월이면 되는데 전 1년

4개월을 썼는데, 약도 먹고, 음식도 허가 떨어질 때까지 싱겁게 먹

고, 학교 나가는 거 빼고는 안 나가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억울했죠.”(은이)

이렇게 자책감을 떠맡게 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투병을 위한 자

신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인간”이라는

낙인 속에서 구석으로 움츠려들게 되었다.

“내가 중학생 때 아빠가 무관심했다고 해야 하나...좀 그랬거든요. 할

머니가, 왜 저런 애를 낳아서....그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아프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그래서 그런지 기억나는 게 엄마랑 아빠랑 크

게 싸웠어요. 내 치료 때문인 것 같은데, 자세한 이유는 모르는데,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왜 저런 애를 낳아서....얼마나 피가 솟던지....

아....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었구나....차라리 죽을까 결심도 했는데,

그런데, 내색을 못했어요. 나 때문에 집에 돈도 없어지고, 나는 쓰레

기 취급을 당하고....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민이)

6) 내 삶의 의미 찾아가기

나와 연구 참여자들과의 내러티브 탐구 작업이 후반부에 접어들

면서 그들의 힘들었던 경험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자, 이야기는 자

연스럽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었다. 그들은 힘들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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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삶에서 그래도 힘이 되었던 경험들을 말하였고 힘든 과정들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나갈지를 스스로 결심하였다. 아직 진

행 중인 질병을 둘러싼 어려움들을 이들은 거부하지 않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감당하려고 하였다. 나는 이들의 삶에서 힘

들었던 과정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자원, 즉 삶의 의미가 되는 것들을 보다 많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1) 내 삶의 버팀목인 가족

연구 참여자들은 살아오면서 힘든 시기에 자신을 잡아줄 수 있었

던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식을 받을 당시에 가

족으로부터 받았던 지원들을 통해 자신이 가족에게 조건 없이 수용

되고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다고 하였다.

다음은 이에 관한 연구 참여자(석이)의 경험이다. 이 이야기 속에

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연구 참여자를 붙잡아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석이는 가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미안해하면서도

그런 가족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는 이 가족들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여느 가족들과 다름없을 것

이라 생각하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은 서로를 보듬고 있

는 것이다.

석이에게 누나와 엄마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 속에서 자신

을 잡아준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늘 석이의 삶에서 중요한



- 111 -

부분에 자리 잡고, 석이의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하였다.

복막투석을 받던 중학교 때, 석이는 숨기고 싶었던 투석 사실을

들켜 반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게 되었다. 석이는 죽고 싶은 생각

뿐이었고, 울면서 학교를 뛰쳐나가 집 뒤의 언덕을 배회하였다. 석

이를 찾아 나선 어머니를 보자, 죽고 싶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소리

지르며 도망을 갔고, 어머니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였다. 그때 어

머니는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라고 소리치며 우셨고, 두 사람

은 부둥켜 엉엉 울었다. 석이는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것은 처음

보았다. 말수도 적고 차분하셨던 어머니가 석이 앞에서 그렇게 흥분

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이 어머니에게 대단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

다. 지금도 석이는 자신이 죽고 나면 그 여린 분(엄마)이 어떻게 하

실까 마음이 쓰였다. 그래서 지금 함께 있는 동안에 든든한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석이와 석이 누나는 나이 차이가 많았다. 석이는 누나 앞에서 까

불고 말 안 듣는 동생이어서, 누나로부터 얻어맞는 것은 일상이었

다. 석이는 어린 시절, 자기에게 폭군 같았던 누나가 너무 미워서

“누나가 어디 가서 죽어버렸으면...”하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다가 석

이가 12세에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후, 누나는 더 이상 석이를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았다.

석이가 복막투석을 위해 배에 카데터를 삽입 받던 날, 무척 가난

했던 집안 사정을 아는지라 석이는 수술비용이 걱정되었다. 그리고

그 날 병원에 누나는 오지 않았다. 퇴원 후 석이는 누나가 수술비용

을 마련하기 위해, 합격했던 일류대학의 등록금을 포기했고, 다음

날 타 도시 공장으로 일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을

알았을 때도 그냥 덤덤했다. 누나에게 미안하기는 하였지만, 누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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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이 크게 와 닿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의 방을 청소하다 발견한 일기장에서 누나가

쓴 기도문을 보았다. 석이의 카데터 삽입 수술 날, 누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제발 동생을 살려 달라고 애타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

던 것이다. 그제서야 석이는 누나가 동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

기한 사실이 마음 깊숙이 박혀 들어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누나를

미워해서, 차라리 누나가 죽었으면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몰려왔다. 그는 누나에게 다 갚지도 못할 빚을 진 것이라 생각하고,

누나가 잘 살기를 기원했다. 누나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보금자리를

꾸미게 되었을 때,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서 자랑하고 다녔다. 누나

에게 있어서 자신이 본인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대단한 동생이었음

을 안 것은 미안하기도 하였지만, 뿌듯하기도 하였다. 그는 엄마와

누나,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했고, 힘든

시기에 부딪혀도 그래도 살아가자고 마음먹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그것을 확인하는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고 있음은 분명하였다.

더구나 아무 조건 없이 그 지지가 주어질 때, 참여자들은 “이 세상

에서 그래도 어느 한 곳에 기댈 곳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안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지지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군가의 조건 없

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이식이 필요할 때, 아빠가 신장을 주기로 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고맙죠. 그때, 아빠가 만약 (아빠가 준) 신장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

냐고 걱정하실 때, 오빠가 그랬대요. ‘형제가 맞을 수도 있으니 내가

주겠다. 내꺼 있다’고요. 오빠랑 저랑 세 살 차이 나거든요. 오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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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기에는 어렸죠. 그런데 오빠가 자기 신장을 준대요. 아빠가 말

렸죠.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은 더 나오면 안 된다고.

우리 오빠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재이식을 받

아야 할 때가 되면 자기 신장을 주려고요. 그러려면 운동 열심히 해

서 건강해야 한데요...그게 너무 고마워요.”(은이)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조건 없는 지지”의 경험은 때로는

따뜻함으로, 때로는 든든함 다가와 참여자들에게 버팀목이 되었고,

참여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기서 폐인이 되면 안 된다.

넌 공부라도 잘해야 된다.’였어요. 그렇게 저를 좀 엄격하게 키우셨

어요. 그때는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환자 부모가 약

해지면 환자가 더 나약해지는 거 같거든요. 부모님이 제가 아프다고

오냐오냐 봐주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라고, 공부 잘하는 것 밖에 내

가 살길이 없다고...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철이)

(2) 시선의 방향 바꾸기

연구 참여자들은 시선의 방향을 바꿈으로서, 남들에 비해 하지 못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관점으로부터 벗어날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거창한 사건보다 “사소한 계기”들을 통해 일어났다. 그들이

이야기한 사소한 계기들은 짧은 순간의 경험이었지만, “다른 각도에

서 바라보기”를 가르쳐 준 결정적인 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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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해 있으면서 인공 투석실을 지나가는데, 문이 열렸을 때 본

장면은 충격이었어요. 환자들이 누워만 있고, 옆에 기계만 있고...같

은 병실에 투석하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한번 투석을 하면 3-4시간

돌리고 오시는 거 보면 무기력하고 꼼짝없고 죽은 듯해요. 단체로

누워서...오싹했죠. 그런 거 보면 지금 내가 아직 다행이다....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고,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도 있는데....제가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하고.”(은이)

“이식받은 신장이 또 망가지게 되면서 삶에 대해 미련을 놓고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으러 가려고 버스를 기다렸어요. 그때 만난 어떤

할머니가, 머리가 새하얗고 깔끔하게 차린 할머니였는데 저한테 말

을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나누다가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제가 부럽데요. 제가 건강한 사람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것처럼, 할머니는 저를 부러워한데요. 전 죽으려고 떠났는데....그래서

결국 버스를 타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왔는데 배가 고프

더라구요. 김치를 물에 헹궈서 밥을 꾸역꾸역 먹었어요.”(석이)

한편 “내가 못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은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시

선으로 방향을 돌려, 자신을 다시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석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이 이야기

를 통하여 자신의 불행 속에 갇혀 타인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고 자

신만이 가장 불쌍하다고 여겼던 석이가 어떻게 시선을 바깥으로 돌

릴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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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는 이식된 신장의 기능이 다시 나빠져 만성 신부전이 재발되

고 있었다. 이식 수술 후, 이식 전의 제약된 삶에서 해방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너무 남들과 같은 생활을 즐겼던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였고, 왜 다시 자신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나 하는 원망과 함께 거

의 자포자기 상태였다. 만성 신부전으로 재진단을 받았을 때, 죽을

까 생각하기도 하였고, 다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면서도 자신의 처

지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은 버릴 수 없었다. 이제야 남들처럼 살아

보겠다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 가

혹했다.

그런 자신의 심정을 같이 일하는 형에게 털어놓았다. 아니, 솔직

하게 털어놓으려던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아무나 붙잡고 푸념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형이 석이의 푸념을 듣더니, 자신의 바

지를 걷어 다리를 보여주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하면서도 몰랐는

데, 그 형의 다리는 의족이었다. 군대에서 사고로 인하여 한쪽 다리

를 잃고 의족으로 살아왔는데, 이전에 그런 낌새를 전혀 못 느낄 정

도로 밝고 구김이 없었던 형이었다.

석이는 형의 다리를 보자, 뒤통수로 맞은 것 같은 충격과 함께 자

신이 너무 부끄러워졌다. 자신은 아직 팔다리를 마음대로 쓸 수 있

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들과 같은 처지가 되지 못한 것만을

비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타인의 불행을 자기 위안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직 자신에게 남

아 있는 가능성들을 볼 수 있게 해준 그 형이 무척 고마웠다.

다른 연구 참여자(철이) 역시 타인의 처지를 보면서 자신에게 주

어진 다행한 여건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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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는 다행히 부모님이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서, 경

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그래도 키가 작으면 성장 호르몬이라도 맞

을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키도 작은데 제대로 치료 못 받

고 있어요. 안됐어요. (신장질환 때문에) 키가 너무 작아서 안타까워

요. 그런 거 보면 제도적 혜택이 있어야 되요. 성장 호르몬도 지원해

주고. 안 그래도 아픈 게 콤플렉스인데 키까지 작으면 이중 콤플렉

스잖아요.”(철이)

자신을 다시보기 한 결과, 참여자들은 지난 시절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을 평가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

약에 집착한 나머지, 삶에서 시도할 만한 많은 기회들을 놓친 것을

후회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각을 통해 이들은 새로운 삶의 방향 전

환을 시도할 마음이 생겼다. 참여자들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좌절

보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있는 자신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

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러한 현재의 각성은 이들의 미래를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면서.

“나만 특별한 거 같고...잘나서 특별한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하는

것 못하고....그때 저는 너무나도 자신 없고 의기소침해 있어서 지나

온 세월이 후회로만 남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프다

는 이유만으로 움츠러들고 숨어야 하고. 세상이 나를 아픈 애로 각

인시켜서.....나만의 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꽁꽁 숨어만 지내서...잃어

버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이제는 좀 달라지려고요. 나중에야 어떻든

그냥 숨 쉬고 살아 있는 것만으로 좋다고요. 그냥 살고....못하는 것

에 미련두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볼래요.”(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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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구성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질병 경험

: “여전히 그대로인 나”와 “단절된 삶”의 모순

앞에서 우리는 연구에 참여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경험에

서 결정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나와 연구 참여자들이 협력하여 의

미 부여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나는 각각의 경험들을 수차례 되새기

면서 그 경험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민하였다.

이야기된 경험들 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연구 참여자들은 세상을 향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그 속에 자신의 기대와 감정, 자

신의 삶을 연결하여 말할 때 자기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욕구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나로 하

여금 연구 참여자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그들

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경험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그 경험들이

“단절된 삶”이라는 의미로 대표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 참여

자들은 개인 내적·외적으로 단절의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

다. 즉 이들은 만성 신장질환을 앓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과의 단

절, 신장이식 이전의 삶과 이식 이후의 삶과의 단절, 자신과 또래와

의 단절, 아픈 자신과 아프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 자신과

의료진과의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신체 내

부에서도 이식된 신장이 자기 몸으로 통합되어 인식되지 못하는 심

리적 단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질환의 과정에서 극심

한 고통으로 인해 삶이 끊어질 뻔했던 경험, 자신의 치료과정과 의



- 118 -

지가 연결되지 못하는 경험도 하였다. 이들의 단절 경험은 자신의

신체 내부에서, 치료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상황에

서, 그리고 삶의 시간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났다.

한편 이러한 단절의 경험들 속에서도 자신의 심리적인 모습은 이

식 전과 다름없었는데, 몸의 상태는 이식으로 인하여 변했어도 성격

이나 자신에 대한 생각, 삶의 태도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렇게 그대로인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식 후에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기대 받음으로 인

하여 타인과의 소통에서 단절감을 또 경험해야했다. 나는 연구 참여

자들이 ‘그대로인 나’와 ‘단절된 삶’ 사이에서의 모순적인 상황에 빠

져 혼란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 나’와 ‘단절된 삶’이라는 의미가 이들의 경

험 속에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의 6가지 주된 경

험들을 그림으로 나타내었고(Figure 1), 이 이야기들을 다시 통합

적으로 재구성해보았다. 이야기의 몰입을 돕기 위하여, 이야기의 주

인공인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이름을 “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서 별이의 이

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별이

가 가진 내적인 욕구들과 사회적 분위기를 포함한 외적인 여건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대립되고 보완되는지, 별이의 과거 경

험들은 현재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현재 모습들은 미래의 어

떤 이야기를 가능하게 할지에 대한 관심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이야기는 재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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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는 12세 되던 해, 언제부터인가 몸이 무겁고 머리가 자주 아

프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같이 놀면 금세 지치게 되어 마음은 놀고

싶어도 몸이 따르지 않아 짜증만 늘어갔다. 그러던 중, 학교 건강

검진 시 소변 검사에서 유난히 진하게 변한 소변 스틱을 통해 몸의

이상이 발견되었다. 별이는 그 당시 검사했던 선생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선생님께서 별이의 소변 스틱을 보시더니 찡그린 표정

으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별이의 소변 스틱은 다른 애들의 것과

따로 분류되었다. 그 순간 별이는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구

나.”라는 생각을 얼핏 하였다.

피로함과 두통 외에 딱히 아픈 곳이 없어 괜찮을 것이라던 기대

와 달리 병원에서는 이미 만성 신장질환이 진행되었다며 별이에게

약물치료와 식이요법을 권하였다. 엄마는 당황하고 심각해하는 것

같았지만, 별이는 만성 신장질환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기 정도로,

약 잘 먹고 치료하면 금방 낫는 것인 줄 알고 무덤덤했다.

이제 소금기 많은 음식은 별이에게 금지되었고, 대신 매일 먹어야

하는 알약이 주어졌다. 예전에 방과 후에 사먹었던 떡볶이, 삼각 김

밥, 컵라면 등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 진단과 치료를 받기 전에는

자신이 환자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투약과 식이제한을 하

게 되면서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불편한 생활이 시작되

었음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여느 환자들처럼 당장 몸이 아파 누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자

신이 환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별이는 조금 피곤할 뿐

인데, 엄마는 별이에게 식이제한 외에도 많은 생활의 변화와 주의를

과도하게 당부하였다. 또한 더 이상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 놀거나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안되었으므로 오후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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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했다. 별이는 자신의 몸이 심각하게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금지들이 갑자기 요구되는지를 이해 할 수가 없었지만 엄마의 걱정

과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하였다.

별이에게 처방된 식이제한이 잠간이면 회복될 줄 알았건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여전히 싱거운 음식을 먹어야했다. 하교를 할 때면

친구들이 모두 군것질을 하러 가는데 별이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서 함께 하지 못했다. 병 이름을 말해도 친구들이 모를 뿐더러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고 함께 놀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별이는 “짜게 먹으면 죽는다”는 엄마의 말을 따르려

고 하였으나 어떤 날은 군것질거리들이 너무 먹고 싶어 학교 화장

실에 감자칩을 숨겨 가서 먹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당장의 욕구는

해결되었지만 엄마를 속인 게 미안하였고, “병이 더 나빠지면 어쩌

나”하는 불안감이 따라왔다.

이렇게 신장질환 치료로 인한 식사 및 활동제한이 1년 이상 계속

되자 별이는 “남들이 당연히 하는 것도 나에게는 금지 되는구나”라

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생활에서 자꾸

드러나게 되어 속상하였다. 생각보다 질환이 오래 진행되고 있었고,

먹는 것, 움직이는 것에 제한이 많아질수록 불안해졌다. 이렇게 기

본 욕구를 제한받는다는 것은 별이로 하여금 자신이 남과 비교하여

열등하다는 생각을 부추김과 동시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렸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이거, 내가

해도 되는 건가?”라는 망설임이 생기더니 시간이 경과하면서는 더

이상 그 생각도 들지 않았고, 아예 하고 싶은 것이 없어졌다.

치료를 한지 1년이 지나자 별이의 외모가 변화된 것이 뚜렷이 보

였다. 원래 키는 작아서 귀여운 외모였는데, 그 키가 더 자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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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서 살만 쪘다. 더구나 얼굴형도 둥글게 변하고 몸에 털도 부

슬부슬 나게 되었다. 학년이 바뀌자 새로이 별이를 만나게 된 친구

들은 별이와 친구하기를 꺼렸다. 남자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원숭

이”라 놀렸고, 여자 아이들은 아예 그룹에 끼워주지를 않았다. 별이

는 자신의 변화된 외모가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그렇게 외모가 변하

는 것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자신이 큰 잘 못을 한 것처럼

거부당하는 것이 억울했다. 별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길

에 점점 예민해졌고 남들 눈에 띠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아이들에게는 별이가 아픈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별이가 움

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파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다른 아이들은 별이

가 마치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였다. 13세라면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우정을 나누고 소속감 속에서 긍정적인 자기

정체감을 다져 나가야하는데 별이는 소외감과 거절감에 의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금지된 욕구에 이어 변화된 외

모, 그리고 또래의 거부는 별이 정체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

였다. 또래들은 별이를 거부하였지만 선생님, 동네 사람들 등 어른

들은 별이에게 유독 친절하였다. 그런데 그 친절이 왠지 불편하였

다. 사람들은 별이가 지나가면 오래 동안 별이를 쳐다보았다. 병을

앓으면서 변화된 외모가 눈길을 머물게도 하였지만 어린 나이에 낫

기 힘든 병을 앓는 것이 안쓰러웠던 것이다. 학교나 동네에서 “어린

아이가 벌써부터 신장이 망가졌다니...”라는 걱정들, 사람들이 안쓰러

워하는 눈빛을 만날 때면 별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학교 선생

님의 배려도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서 점점 더 불편해졌다. 자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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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체육 시간에도 앉아서 구경만 하라고

하셨다. 야단을 맞을 만하면 야단쳐도 되는데, 다른 아이들과 달리

벌 청소도 안 시키셨다.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아이들의 질투를 유

발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는 오히려 다른 아이들과 같이 대해주는

것이 애들의 구설에 오르지도 않고, 별이에 대한 거부도 줄일 수 있

을 텐데 선생님들은 그런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별

이가 아프면서부터 보였던 사람들의 친절은 친절의 수준을 넘어 동

정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진짜 배려하는 마음에 그럴 수 있었겠지

만, 별이에게는 동정 같아서 불편하였다.

별이는 자기를 만나면 무엇인가 도울 것을 살피는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아프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였다. 그들

의 태도는 별이가 아픈 것을 자꾸 일깨워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

신은 이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대열에서 이제 일반 사람과

구별되는 것 같았고, 다시는 일반 사람들 속에 소속되지 못할 것 같

았다. 별이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동정과 거부는 “내가 그들과 다르

고, 그들에게 소속되지 못하며, 그들과 비교하여 열등하다”는 의미로

똑같이 다가왔다. 별이는 사람들이 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남들이 서로에게 하는 만큼의 친

절과 배려만 해주기를 바랐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제한된 일상생활과 또래로부터의 거부, 사람들

의 동정은 자신이 남들에 비해 제한된 것이 많은 “장애인”이라는 인

식을 심어주었지만, 별이는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왜

냐하면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이룰 기회가 적다는 것, 그

리고 보통 사람들의 생활과 달라 외롭다는 것”으로 통하기 때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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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이는 병원에서 비슷한 외모의 만성 신장질환자들을 보면 기분

이 나빴다. 남들이 별이를 보는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무기력하고, 낯설고, 불쌍해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별이 자신의 모습

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별이는 더욱 더 세상의 구석으로 숨고 싶

었고, 아예 “투명인간”이 되고 싶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소속되

고 싶었던 별이는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아 오히려 스스로를 단

절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식이제한이나 알약을 먹어도 신장 기능이 호전되는 것 같지 않았

던 별이는 더욱 강도 높은 치료를 받게 되었다. 주기적으로 입원하

여 스테로이드를 대량 투여 받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부작용만 안겨

줄 뿐 효과가 없었다. 그럴 때면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빨리

다른 치료로 바꾸어주지도 않는 의사가 야속했고 원망스러웠다. 의

사도 최선을 다하는데, 일부러 효과가 안 나타나게 한 것도 아닌데,

단지 별이 앞에서 치료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괜히 의사에게

화살을 돌려 원망하게 되었다. 사실은 병에 걸린 것, 힘든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의사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별이도 알았지만 그 원망은 여전히 계속

되었다.

힘든 치료를 받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갑작스러운 고혈압으로 죽

을 고비를 만난 것은 별이에게 예기치 않고 닥친 고통이었다. 처음

에는 죽는 것이 두려워 살고 싶었지만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한발만 내딛으면 죽음으

로 떨어질 것 같은 절벽에 선 느낌과 같았던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었으면....이대로 생명 줄을 놓고 싶다”는 생

각뿐이었다. 그래도 아직 이렇게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겪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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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고비들은 별이로 하여금 포기를 쉽게 하게 만들었다. 버둥거

리며 애써 보았자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포기를

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죽음의 고비는 한편으로는 안 되는 것에 집

착하지 않을 것을 가르쳐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별이의 무력감을 강

화시켰다. 이후 별이는 삶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방관자로서

서 있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별이가 누릴 수 있었던 삶의 기회들

을 놓치게 했을 수도 있었다.

별이가 14세 때, 이제는 더 이상 신장이 기능하지 못하여 복막 투

석을 시작하였다. 별이는 복막 투석을 시작하면서 배에 카데터를 꽂

고, 투석액이 채워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니게 되었다. 하루에

3-4번, 투석액을 교체해야하는 투석이었으므로 학교 보건실에서 할

때도, 집에서 할 때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지내야하는지가 암담하였다. 복막 투석을 하게 되자 활동에

더욱 제약이 많아졌다. 목욕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카데터 삽입

부위가 남들에게 보일까 신경써야했다. 그렇게 복막 투석을 하는 기

간이 길어지면서 별이는 더욱 위축되었다. 여전히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운 별이는 행여나 복막투석을 하는 자기 몸을 남들에게 들킬까

노심초사하였다. 자신의 인생이 투석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비참

했고,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렸

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심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가 없었다. 엄마는 여전히 별이를 위해 애쓰시는데 그런 말로 더 속

상하게 할 수는 없었다. 가족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별이에 대한 안 좋은 소문만 날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들은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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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사람들은 별이가 아픈 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였다. 처음에는 동정을 보내더니 간간이 들려오는 소문은 엄마가

뭘 잘 못 먹여서 그렇다거나 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태교를 잘

못해서 그렇다는 등 그런 비난 섞인 이야기들을 하였다. 그럴 때면

속상하고 억울하였다. 엄마가 자기 때문에 비난 받는 것이 미안하였

고,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함부로 쉽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기도를 해주러 온 사람들은 자꾸 별이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였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별이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아

무리 생각해도 남들보다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 같지도 않은데....만

약 죄라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못되게 태어난 것이 죄인지.....”

라는 반감을 가졌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다 보니 분

명하지는 않지만 정말 별이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생각

되었다. 사람들은 특히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고 싶어 하

니까 그냥 “아픈 사람 자신이 잘 못 살아서 그렇다”고 믿는 것이 가

장 편하게 결론지어지는 것 같았다. 별이는 자책감에 위축되고 스스

로 못난 사람이라는 신념이 더 강해졌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별이

역시 투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를 기

대하였다.

별이는 집 밖에서는 의기소침하고 위축되었지만 집에서는 활발한

척했다. 의기소침한 별이의 모습을 보면 엄마가 속상하실 것 같아서

였다. 별이는 엄마도 직장을 다녀서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 음식관리

를 철저히 해주고 복막 투석을 도와주시니 고맙고 미안하였다. 그래

서 가능하면 엄마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고

마운 엄마가 별이에게 자기 몸의 일부인 신장까지 주셨다.

별이의 신장이식은 얼떨결에 결정되었다. 17세 때 외래진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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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 의사가 신장이식 수술을 권했고, 더 이상 늦으면 이식을 못한

다고 강력하게 말하였다. 별이는 이식 수술에 대해 사전 정보가 없

어 두려웠고, 과연 지금 당장 결정해야하는지 망설여졌다. 이식 수

술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식을 받고나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이식을 받은 후의 부작용은 없는지,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

는지, 이식된 신장은 평생 기능할 수 있는지, 이식을 한 다른 사람

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등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다. 또한 뇌사자

의 신장을 이식받으려면 1년이 넘게 기다려야한다는데 가족의 경우

는 당장도 가능하지만, 신장을 준 가족의 건강은 이상이 없을지에

대해서도 걱정되었다. 별이는 물론 별이의 부모도 이식수술은 처음

하는 낯선 것이어서 그에 관한 모든 것이 궁금하고 두려웠다. 그러

나 별이나 부모는 병원에서 누구에게 물어보아야하는지, 아니, 그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조차 몰랐다. 다만 “환자보다 많이 아는 전문가”

니까 의료진의 권고에 떠밀려 당장 그 자리에서 이식 수술을 결정

할 수밖에 없었다. 별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병원의 결정에

따라야하는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이렇게 별이가 이식수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틈도 없이

이식수술은 결정되었다. 별이와 조직이 적합한 엄마가 자신의 신장

을 공여하겠다고 하셨다. 별이는 엄마가 힘든 근무에 바쁘신데, 그

리고 신장을 하나 떼 주면 엄마 몸이 상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하

였지만, 별이가 걱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치료를 결정할 권리는 없어

보였다. 그렇게 별이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식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수술실은 춥고 무서웠다. 별이는 덜덜

떨면서 누워있었다. “이 수술실을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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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등의

두려움 속에서 별이는 잔뜩 긴장하여 어쩔 줄 몰랐다. 그러자 간호

사, 의사들이 친절한 안내과 보살핌으로 별이의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하였고, 별이는 곧 잠에 들었다. 잠에서 깨니 회복실이었고, 별

이는 카데터가 꽂혀 있던 자기의 몸을 더듬어 보았다. 그 자리에는

거즈가 붙여져 있었고 더 이상 카데터는 없었다. 별이는 죽지 않고

이식 수술을 견딘 것이었다.

이식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이전과 점점 달라지고 있음

을 별이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시원하게 소변을 볼 수 있었고 몸

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날아갈 것 같았다. 혈색이 돌고, 털이 빠지고,

몸의 부기도 빠지면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수술

결정 과정이 당황스럽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수술받기를 잘한 것 같

다고 생각했다. 두려움에 맞이했던 이식 수술은 별이가 다시 새 생

명을 얻고 꽃을 피우기 위해 지나가야했던 과정이었던 것이다. 별이

는 새로이 태어난 몸을 만끽하면서 신기해하였다. 다만 이제 신장이

하나뿐인 엄마가 별이 때문에 마음이 힘들게 된 것 같아 미안함과

함께 늘 신경이 쓰였다.

별이의 몸은 날이 갈수록 회복되었다. 이식 전에 비해 피로감도

훨씬 덜했고 머리도 개운하며, 가만있어도 힘이 솟았다. 무엇보다

이제 먹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도 되었고, 복막투석 카데터로 인하여

가지 못했던 워터파크도 가고 수영복도 입을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좋았다. 생활의 제한이 덜해지니 이제 “남들과 같아진 것” 같아서

자신감이 생겼다. 이식 후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외출할 때 마

스크를 써야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는 하였지만 이식 전의 투병

기간에 비하면 잠시였고, 이전의 제한에 비해 가벼운 불편함 정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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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이는 남들과 같아지는 몸과 생활로 인해 이제 자신이 “‘완전히

병에서 벗어난 것” 같았고, “근사한 사람으로 변신한 것” 같았다.

그러나 몸의 상태가 호전되면 모든 갈등이 해결될 것 같았던 별

이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식 후 1년이 지나자 별이는 부자연

스럽고 불편한 무엇인가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다. 이식을

받으면 모든 생활의 제한이나 건강관리 수칙으로부터 해방될 줄 알

았는데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여전히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 많은 곳을 조심해야했다.

무엇보다도 정해진 시간에 (이식 거부반응을 막기 위한)면역억제제

를 복용해야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이 남과 같지 않음을 알려주는

사실이었다. 이른 아침과 저녁에 시간 맞추어 면역억제제를 먹기 위

해 생활을 조절해야 했고, 복용 전후에 1-2시간 공복을 유지해야하

는 등의 수칙은 별이의 일상생활을 제한하였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군것질도 하게 되는데 시간을 잘 못 맞추면 면역억제제를 먹

는 것에 지장을 주었고, 심지어는 약을 먹는 것을 잊기도 하였다.

때로는 시험공부를 밤늦게까지 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엄

마로부터 “내가 어떻게 준 신장인데, 함부로 하느냐”며 꾸중과 원망

을 들었다.

신장이식을 받고 나면 자신의 성격도 어릴 때 신장질환 이전처럼

활발해지고 자신감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

았다. 이식 전보다는 위축된 것이 덜하였지만, 병을 앓으면서 수년

간 굳어 온 성격이 금세 바뀌지는 못했다. 몸의 변화 속도에 비하여

성격의 변화 속도는 더디었고, 성격이 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

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

기는 한지 의문이 들었다. 이에 더하여 이식 받은 신장은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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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몇 년간 살아가다가 신장

의 수명이 다하거나 이식의 거부반응이 나타나면 다시 이식 전 상

태로 돌아가야 함을 이식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끔

찍이도 싫었고, “이식을 조금만 더 늦게 받았더라면 한창 왕성한 활

동을 하는 젊음의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텐데...”하는 미련도

남았다. 힘들게 깊은 우물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함께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건강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별이를 구속하고

있었다. 이식 후 정기검진에서 혈액검사를 할 때면 (신장의 기능 상

태를 평가하는 지표인)크레아티닌 수치의 소수점 이하자리까지 민감

하게 신경 쓰였고, 정상치를 벗어나면 자신이 어떤 건강 수칙을 안

지켰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였다.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은 별이가 스스로 떠안는 것 뿐 아니라 의

료진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도 떠맡겨졌다. 이식 전에도 병의 원

인과 경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고 자책감에 움츠러들었는데 이식

후에는 더하였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비정상이거나 감염의 징후, 이

식 거부 반응의 징후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별이에게 잘못을 추궁

하듯 원인을 찾아내는 것 같아서 별이는 죄스럽기도 하였고, 한편으

로는 억울하기도 하였다.

생각해보면 별이는 투병 과정에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치료에 대

해 의견을 이야기하고 결정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모든 치료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랐고, 그렇게 해야 병이 나을 줄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렇게 중요한 이식 수술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

였다. 병원에서 별이는 그저 수동적으로 의료진의 처치에 따르는

“말 잘 듣는 환자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부모님의 식이제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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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에서도 이의 없이 순응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늘 부모님과 의

료진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병에 적응하였고, 어떻게 자신의 병을

스스로 관리할지를 고민한 적이 없었고, 그런 고민의 기회도 가져보

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별이에게 적극

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

활 패턴의 조절도, 면역 억제제 복용도 스스로 챙겨야 했다. 사람들

은 별이가 이식 후에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

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했다. 그래서 이제는 별이도 자기를 챙길

나이가 되었으니 건강관리는 별이가 스스로 하고, 그러다 문제가 생

기면 그 책임은 별이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듯 했다. 오랜 수동

적인 투병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기”가 익숙하지 않은 별

이에게 그것은 부담되고 무리한 요구였다. 자신도 이식 후에는 완전

히 보통 사람들처럼 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사람

들의 기대와 요구 역시 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는 것

같았다.

별이가 이식 수술 후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면 “건강

한 신장”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여 병

원에 온 것 같은 죄책감을 가졌고, 의료진이나 부모님께 당당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검사과정에서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참고 견

디어야했다. 이런 별이에게 어느 누구도 별이의 심정을 물어주거나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부모님이나 의

료진은 별이가 면역 억제제를 잘 챙겨 먹지 않으면 왜 그것을 먹기

를 꺼려하는지 진심을 묻기보다 반드시 먹어야 하는 약을 잘 먹지

않은 행동만 문제 삼고 충고하였다. 분주한 병원 시스템 속에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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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전히 치료의 대상일 뿐 “욕구가 있고 위로받고 싶은 존재”로

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별이는 더욱 답답하고 외로웠다.

이식 후의 완전한 삶에 대한 기대의 좌절이나 자책감 외에도 이

식 후 별이를 불편하게 한 또 하나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늘

이식된 신장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타인의 몸이 자기 몸속에

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고 이상하였다. 별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식된 신장에 의해 살아가는 것 같았다. 그러므

로 이식된 신장이 손상 받지는 않는지 신경 쓰였고 늘 조심하게 되

었다. 또한 신장을 별이에게 준 엄마를 늘 생각했다. 엄마가 그런

보물같은 자신의 몸 일부를 별이에게 준 사실은 별이로 하여금 자

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 동시에 이제 별이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부담을 안겨주었다. 별이에게는 엄마의 신장과 함께

엄마의 삶이 따라다녔던 것이다. 가끔은 별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인

지, 엄마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삶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다. 엄

마가 별이에게 신장을 주지 않았다면 엄마는 더 건강하게 살 수 있

을 텐데 행여 엄마가 몸살이라도 앓으면 하나 남은 신장에 무리가

가서인가 걱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별이는 가능하면 “엄마가 원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이 엄마의 선물에 보답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후기에 접어들어 별이도 엄마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도 커져갔고, 부모보다는 또래들

에게 더 의지하고 싶어지자 엄마의 보호와 간섭은 굴레로 다가왔다.

평생을 엄마의 보호 속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언젠가는 별이

혼자 살아가야하는 세상인데, 준비되지 않은 채 그 세상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혼자 살아갈지 막막하고 두렵기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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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된 신장의 한정된 시간, 이식 후의 거부 반응, 혼자 헤쳐 나

갈 세상 등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의 삶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것은 과거, 이식 수술을 받기 전의 투병에서 경험한 신체적·심리

적·사회적인 고통들이 재현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러한 과정에서 타인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혼자서 견뎌야했던

시간의 기억이 더해져 별이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그럴 때면 그

런 불안을 숨긴 채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활발하게 지내

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자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은 엄마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또 짐을 지우는 것이라 생각했고, 이

제 관계를 맺기 시작한 또래들이나 타인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다.

자신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구나 “내부 장애”를 갖고 있음을

남들이 알게 되면 예전과 같이 거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다.

한편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경험들이 힘든 것만은 아니었다. 남과

비교하여 자신이 하지 못했던 제약들만 생각하다보니 비관적이 되

었는데,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

별이는 그래도 가족들의 지원과 병원의 꾸준한 치료 덕분에 아직

두 발로 걷고, 일상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별이보다 더 심각한 질

환의 고통 속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아니, 치료의 가능성

도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는 자신의 처지에 그래도 감사해야한

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별이는 자신이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동안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접했던 흔하지 않은 순간의 “이해

받은 경험”들은 그래도 별이에게 아직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

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것에 희망을 걸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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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별이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애썼다. 이식 후 건강수칙

도 잘 지키고, 장래를 위한 꿈도 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

하였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여 불안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해보고, 엄마에게나 자신에게나 만

족이 되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환의 고

통과 투석과 신장이식이라는 큰 경험들을 잘 견디어 온 자신에 대

해 대견해 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자신의 앞으로의

삶 역시 지금과 달리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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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나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신장질환과 관련한 경험의 의미

와 이식 후 삶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내러티브 탐구를 진

행하였다. 이에 6명의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과 함께 주요 경험들

이 성찰하고 의미를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된 주요 경험의 종류들은 6가지로 나뉘는데, “남

과 다르다는 것,” “두려움과 기대로 맞이한 이식수술,” “이식 후 변

화,” “병원에서 환자가 된다는 것,” “떠맡은 책임,” “내 삶의 의미 찾

아가기”였다. 이러한 경험들이 삶에 끼친 영향이 전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경험들은 서로 개인적·사

회적·상황적 맥락에 의해 복잡하게 전개되어갔다. 즉 경험들은 단편

적인 것이 아니라, 날실과 씨실처럼 서로 얽혀 영향을 주고받으며

의미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경험들은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었다.

나는 내러티브 탐구에 참여한 6명의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각각의 경험의 의미들에 대해 숙고하면서,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경험들의 통합적인 의미인 “단절된 삶”

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무엇일지를 숙고하였다.

이야기 된 모든 경험들이 단일한 의미에 완전히 포함되지는 못하

더라도, 이렇게 경험들의 통합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의 목적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6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목소리와 이들 경험의 통합적인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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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목소리

: 이식 후에도 그대로인 나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은 이식 후에 분명히 변신에 가까운 신체

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일반 사람들처럼”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

다. 이는 만성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면서 시작된 식이 및 활동의 제

약, 외모에 대한 갈등에서 해방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음을 연구

참여자들은 깨닫게 되었다. 나날이 호전되는 신체 상태에 비하여 이

미 고정되어버린 성격과 삶의 태도는 좀처럼 변하지 않거나 느린

속도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신장 이식 수술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기대하였으나 여전히 남아

있는 갈등과 이식 수술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실망하기도 하였다.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전 투석을 하면서 장애인이 된 자신이 신장

이식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내부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는 자아상

은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

하면서도 위축된 심리적인 패턴은 바꾸기 어려웠다고 보고한

Amerena와 Wallace(200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Tong 등

(2009)의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에 대한 질적 연구 분석에서도 신장

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은 이식된 신장이 언제까지 기능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이식 전의 상태로 돌아갈지 모른다

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해하였고, 이식 후 생활이 ‘완전

한 정상’은 아님에 대하여 실망을 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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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주위 사람들은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이 이식

후에는 건강해졌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이들

에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기대하였다. 의료진이나 부

모님은 연구 참여자들이 이식 후에는 스스로 투약 및 건강관리를

하도록 기대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전가 하였

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와 심리적인 변화의 모순들로 인한

갈등이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표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욱

소외감을 느꼈고,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

였다. 이러한 신체와 심리적인 변화의 차이는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

금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은 이식 전 투병의 과정에서 의사 결정

이나 표현을 하도록 격려 받지 못하였고, 그들은 “아팠기 때문에”

치료에 잘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인 환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신

장 이식을 받은 후는 이식 전의 증상들이 사라져 “아픈 것 같지 않

아” 보였으므로 사람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이제 건강해졌다고 받아

들였고, 그들에게 보통 사람과 같은 적극성과 주체적인 생활을 기대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이 감지한 자신의 심리적 변화

는 더뎠고, 겉모습과는 달리 이식 전의 심리 상태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그대로인 나”와 사람들의 기대가 어긋남을 경험하고 있

었지만, 이들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갈등에 대해 표현하지 못하였고,

혹시나 자신의 갈등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였다. 신장이식을 받은 것

만 해도 커다란 혜택이므로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했고, 사람들의

기대는 자신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신장이식을 받

았더라도 신체변화 외에 성격, 태도의 변화가 어렵다는 점은 의료진

뿐 아니라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연구 참여자 자신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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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는 외면하거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드는 대처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갈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어떠한

기대를 부여하지 말고 변화를 기다려주는 돌봄이 필요할 것이다.

2.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질병 경험의 의미

: 단절된 삶

인간은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로서(Miller, 1986), 살아

가는 평생 동안 관계를 통해, 관계를 향해, 그리고 관계 속에서 성

장해나간다(Jordan, 2009). 특히 대한민국은 타인과의 친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관계 중심적인 사회이므로

(최상진, 2011), 대한민국에서의 관계 연결성은 개인의 삶에 매우 주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한 관계가 단절되는 것, 즉 연결성이 끊

어지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단절의 경험은 인간 고통의 근원이 된다

(Jordan, 2009). 그렇다면 연구에 참여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 삶

의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단절 경험은 이들의 삶에 어

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단절이 지속될 경우, 이들의

미래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나는

이들의 단절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모색한 결과, 최

근에 대두된 상담이론 중의 하나인 관계-문화적 이론을 고려하여

해석해보고자 한다.



- 139 -

관계-문화적 이론(Relational-Cultural Theory: RCT)은 인간의 발

달을 타인과의 관계,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는 접근으로

서, 건강한 관계 연결성을 성장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보는 이론이다

(이은진, 이지연, 2013). 미국 여성주의 심리학자인 Jean Baker

Miller와 그녀의 동료들은 다년간의 연구 끝에 일반 여성 뿐 아니라

유색인종, 장애인, 동성애자, 만성질환을 앓는 여성들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소수 사람들을 이해할 때 병리적 현상 뿐 아니라 사회·문

화적인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하며, 그들은 관계성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관계-문화적 이론을 발달시켰다(이은

진, 이지연, 2013; Cannon, 2012; Comstock, Hammer, Strentzsch,

Cannon, Parsons, & Salazar, 2008).

이 이론의 초점은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만성

적인 관계단절과 소외로 인한 고통을 성장촉진적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극복하고, 나아가 사회 정의에 기여하는 것이다(Jordan,

2009). 즉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개인적·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좌절될 때 인간은 고통 받게 되는데, 이러한 단

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 때

고통의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촉진적인 관계에서

는 모든 인간이 서로 성장하고 상호 혜택을 받으며 발달하게 된다

(Jordan, 2009). 또한, 관계-문화적 이론에서는 개인의 고통에 대해

개인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문화를 함께 고려한다. 특히 지배문

화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 다양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는 소외된 사람을 생기게 한다는 가정 하에, 불균등한 힘의 분배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개인 간의 관계연결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다(이은

진, 이지연, 2013; Jord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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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문화적 이론의 관점으로 볼 때, 신장이식 수혜 청소

년들의 반복된 단절의 경험은 이들의 관계 맺기 욕구를 좌절시킴으

로써 이식 후 삶에서의 심리적·적응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이론에서 주요하게 개념화되는 “단절

(disconnection),” “통제적 이미지(controlling image),” “관계적 탄력

성(relational resilience)”과 “관계 유능성(relational competence)”을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경험과 관련시켜보는 것은 그 경험들이

이들의 삶에 준 영향들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관계의 단절

“단절”은 인간관계에서 소외를 가져오고 스트레스를 만드는 상황

으로서(권진숙, 2013a), 안정감, 돌봄, 수용, 존중, 공감과 같은 욕구

가 기대만큼 충족되지 못할 때 경험된다고 한다(안하얀과 서영석,

2010; Young, Weinberger & Beck, 2001). 단순한 오해나 거절과 같

은 급성적인 단절(acute disconnection)은 살아가면서 흔하게 겪을

수 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Jordan, 2009). 그러나 힘 있는 타

인으로부터의 극심한 비공감적 반응, 무시, 힘의 불균형에 의한 억

압이나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겪는 단절, 또는 일상

적으로 반복되는 단절은 만성적인 단절(chronic disconnection)로서,

장기적인 심리·사회적 고통을 초래한다(Jordan, 2009).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개인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적절하게 표현

하여 그와의 관계 연결성이 회복된다면 단절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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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을 확인하게 되어 관계에 대한 유능감이 강화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은진, 이지연, 2013; Jordan, 2009). 반

면 단절의 경험이 해결되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 개인은

수치심과 모욕감, 분노를 넘어 무력해지고 고립감을 느끼며, 자신과

타인에 대해 혼란해지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된다(Comstock et al., 2008;

Jordan & Dooley, 2000). 다시 말하면 관계의 반복된 단절을 경험하

는 개인은 관계에 대한 열망은 더 강해지지만, 그와 반대로 타인으

로부터의 상처와 거부가 두려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히려 관

계의 단절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은진, 이지연, 2013;

Comstock & Qin, 2005; Frey, 2013). Jordan(2009)은 이러한 관계

단절의 시도는 상처 입은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방법으

로서, 여러 가지 전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예를 들어, 탓하기,

공격하기, 타인에게 맞추어 주기, 타인과 거리두기,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등). 또한 관계 단절로 인한 고통을 피하기 위한 정

서적인 조절 전략으로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차단하기 위해 느낌을

억제하거나 솔직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

하기도 한다(안하얀, 서영석, 2010a; Young, Klosko, & Weishaar,

2003).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줄일 수 있겠지만, 계속

해서 사용될 경우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기분을 증가시킬 수

도 있다(안하얀, 서영석, 2010b; Wei, Vogel, Ku, & Zakalik, 2005).

회복되지 못한 단절의 영향으로 개인은 정서적·사회적 단절을 스스

로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더욱더 관계로부터 소외되는 악순환

이 일어난다. 결국 관계의 단절은 심리적인 어려움과 함께 삶의 질

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박은아, 윤명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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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단절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서도 나

타나는데, 개인 간의 관계 단절 경험에 더하여 사회의 통제적인 이미지

(예를 들어,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힘 있는 사람들 위주의 사회

구조로 인한 소수자의 소외)의 영향으로 개인은 수치감과 자기 비난,

무가치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유능감을 상실하게 된다(이은진, 이지연, 2013; Comstock et

al., 2008; Jordan, 2009).

이러한 단절의 개념을 고려할 때 연구에 참여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은 질환을 앓고 투병하는 과정에서 지속되어 온 만성적인

단절로 인해 영향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들의 질환 및 투병과

정은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이나 동정의 대상이 될 뿐 공감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또래로부터는 거절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질병과정

은 또래집단에의 소속감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단절로 인한 소외

를 실감하게 하였다. Tong 등(2009)이 분석한 신장이식 수혜 청소

년들에 대한 질적 연구들에서도 또래로부터의 놀림과 거절로 인하

여 이들이 상처받고, 외롭고, 자존감이 떨어져 위축되며 자살을 시

도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기본적인 욕구의 좌절로 인한 단절과 거절은 가장 강력하

고 손상이 크다고 하는데(안하얀, 서영석, 2010a; Young,

Weinberger & Beck, 2001), 연구 참여자들은 대인관계의 욕구 뿐

아니라 기본적인 식욕과 활동의 욕구까지 제한받는 상황에서 그 단

절감은 더욱 컸을 것이다. 이처럼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이식

후에도 또래들처럼 활동하지 못한 것이 지각된 가장 큰 어려움이었

다는 결과는 Raticliff 등(2010)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연구에 참

여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은 단절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이 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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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라 고립되었다는 생각에 더욱 소외될까봐 오히려 자신의 질환

이나 치료 상황들(입원, 투석, 이식 수술 등)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를 꺼려했다. 또한 질환이나 이식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억

제하고 타인에게 솔직히 표현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관계 단절이

두려워 정서적인 단절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서

적인 단절은 심리적인 어려움, 즉 우울과 불안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안하얀, 서영석, 2010a; Calvete, Estévez, López de Arroyabe,

& Ruiz, 2005).

한편, 청소년의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외상 경험이 단절/거절의 부

적응 영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침으로써 청소년의 무력감과 무능

감을 높이고, 타인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친

밀한 대인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선행 연구들처럼(고나래, 2008; 이현

정, 장희순, 2014; 차미영, 2010; Herman, 1992), 연구 참여자들의 질

환과 치료에서의 신체적 고통과 위기, 그리고 이식 수술 역시 이들

의 단절 경험에 영향을 주었다. 신체적인 고통과 죽음의 고비는 남

녀노소 누구에게나 외상(trauma)으로 경험된다. 여기에 신장이식 수

술은 치료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환자에게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

포를 가져다주었다. 더욱이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공여 받은 경우 마

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받아야하는 이식수술은 환자

에게 있어서 외상적인 경험이 분명할 것이다. 이러한 외상의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삶의 단절이 임박한 순간을 실감하게 하였

고, 그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여 쉽게 체념하는 삶의 태도

를 갖게 하였다.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독특한 단절 경험은 바로 자기 신체

내부에서의 단절감, 그리고 이식 전과 이식 후의 시간 흐름의 단절



- 144 -

이었다고 나는 강조한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도 포함하므로 신장이식 후

신체 통합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식 전의 삶과 이식 후의

삶들이 연결되지 못한 것은 자기 내적인 단절을 의미할 것이다. 연

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식된 신장과 함께 공여자의 삶도 이식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고 있었다. 이는 이식된 신장을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함, 즉 아직 자신의 신체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신장이식을 받

은 성인들의 경험을 질적 분석한 Amerena와 Wallace(2009)의 연구

에서도 보고되었는데, 신장이식 수혜자들이 이식받은 신장에 대해

자신과 분리된 것으로 여기고 공여자의 영향을 늘 인식하며 산다고

하였다.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 역시 자기에게 신장을 공여

한 사람-특히, 그 사람이 부모인 경우-에 대한 의무감과 긴밀한 관

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Tong 등, 2009). 이는 공여자와 수

혜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수혜자 자신에게

서는 이식된 기관이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내부에

서의 단절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이식된 신장과 나머지 몸의 단절감을 느

끼고 있었으며, 짧은 생의 기간 동안 급격히 바뀌어야했던 삶의 방

식들의 차이에 의해 자기 몸과 마음, 그리고 시간 속에서의 단절을

겪었다.

이러한 단절의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계와 정

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었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신이 사회에 어떻게 적합한지에 대한 혼란을 경험

하는 정체성 위기(Erikson, 1963)의 시기이다(Shaffer & K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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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rikson(1962)은 청소년들이 정체성 위기의 과정에서 적극적

으로 의문을 품고 그 답을 찾아 나간다면 정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명확한 정체성이 설정되지 못하면 개인은 혼미 상태에서 목

적 없이 떠돌고 우울해지며, 자기 확신이 부족해진다고 하였다

(Shaffer & Kipp, 2013).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시기에 겪는 정체

성 위기를 겪음과 동시에, 질환과 치료과정에서 더해지는 혼란도 경

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

한 정체성의 문제는 국내에서 만성 신장질환을 앓는 청소년들과의

면담을 통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한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정

체감 형성이 어려워 다음 단계로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강창희(1992)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다. 이렇게 신장이식 수혜 청소

년들은 이식 전의 질병 과정에서 뿐 아니라 이식 후의 삶의 변화에

도 다시 적응해야 했던 것이다.

2) 병원에서의 단절

이들의 단절로 인한 고립감을 강화시킨 경험들 중에는 의료진과

소통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치료의 과정들도

주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만성 신장질환은 진단 이후 일생에 걸쳐

병원치료를 요하므로,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는 환자의 치료 뿐 아

니라 삶의 전반적인 면에 영향을 준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과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은 서로 간에 오해와

불신감을 주고, 환자의 치료협력에도 영향을 끼친다(이병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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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의료진, 특히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

인으로서, 수직적인 관계, 치료의 결과에 대한 책임 충돌, 불균형한

힘의 분배, 그리고 정보의 비공유 등을 들 수 있다(김찬원, 2006;

이병혜, 2009). 환자는 자신의 질환 치료에 대해 의료진의 처치를 받

는 입장에서 치료에 관해 이해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

한 채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하고, 전문지식과 권력을 보다 많이 가

진 의료진에 의해 “환자 되기”를 강요받는다(김찬원, 2006). 이러한

관계는 환자로 하여금 권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

하게 한다. 반면 치료의 비관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환자도 책임을

떠맡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환자는 의료진에 대한 불만과 불신

을 더하게 된다. Dobbles 등(2005)의 연구에서도 신장이식 수혜 청

소년들이 의료진으로부터 받는 책망이 의료진에 대한 불신과 치료

의 불이행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의료진과의 경험 속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보였

는데, 이식 수술을 포함한 만성 신장질환의 치료 방법 결정에 있어

서 연구 참여자들은 일방적으로 처치를 받으면서 자기 몸의 치료에

대한 알 권리와 치료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의료진으로부터 이

식수술을 포함한 치료나 검사에 대한 절차, 부작용 등의 설명을 미

리 듣지 못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스트레스, 그리고 의료진

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졌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Korus, Stinson, Pool, Williams, & Kagan, 2011).

환자가 비록 아동이나 청소년일지라도, 자신의 질환과 치료에 대

해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치료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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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따르는 가운데 환자로서

의 무력함을 경험하였고, 수동적인 투병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비관적인 치료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강요받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게 하였다. 이렇게 연구 참

여자들은 힘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지 못함과 동시에, 투병 노력도

인정받지 못하여 병원 시스템 안에서의 단절을 경험하였다. 또한 이

러한 단절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병원에 대한 탓하기 전략을 사

용하여 대응하고 있었다.

3) 단절 경험의 사회적 해석

한편, 연구에 참여한 신장이식 청소년들의 경험을 사회적 차원으

로 해석할 때, 관계-문화 이론에서 개념화하는 “통제적 이미지”를

적용해 볼 수 있다. 통제적 이미지(controlling image)란 권력을 가

지고 있는 지배적인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에 의해 비주류인 사람들

의 문화가 왜곡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Jordan, 2009).

그렇다면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대한민국 사회의 통제적 이미

지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첫째

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고, 둘째는 청소년에게 강요되는 사

회적인 분위기이다.

첫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연구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하면서 “장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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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불편함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으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이

나 이식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보건복지부, 2014) 치

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

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적으로 장애인임을 인정해야하지만, 심리

적·사회적으로는 자신이 장애인임을 인정하기를 꺼려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교육 받고, 사회에서 인식된 장애인의 이미지란 “장

애는 개인의 문제이며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이다(강환일, 한경임, 송미승, 2015; 김진주, 김수연, 2013). 또한

장애인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야하는 상황이 불편하고, 신체 장

애인은 정신적인 장애도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었다(변민수, 박자경, 김진우, 2015).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장애인임을 인정하기 싫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이란 동정과 동시에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며, 자의·타의에 의해 약하고 보호될 존재로 여겨졌으므

로,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더 무

기력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하였다. 더욱이 타인

으로부터 받았던 낯선 시선과 지나친 배려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더욱 불쌍한 존재임을 실감하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인 분위기

는 개인 또는 부모가 병의 원인과 치료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

고 암묵적인 강요를 한다. 이에 개인은 고통에 관여한 사회적인 영

향력은 인지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림으로써, 자신

이 가치 없다는 생각, 절망, 무기력에 빠지며, 자신은 “잘못 태어난

사람”으로 여겨 관계를 연결하기 위한 도전을 포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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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stock et al., 2008; Miller, Stiver, 1997). 이러한 경향은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을

경험하고, 치료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가 받음으로써 병과 치료의

경과는 자신의 탓이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수

치감과 무기력감을 느꼈고, 나아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이들의 경험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만성 신장질환을 앓으면서 이식의 과정을 통해 장

애인으로 등록된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지체 장애인에 비해 활동이

자유롭고, 외모에서는 그들이 장애인임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그

렇지만 이식된 신장의 거부반응, 이식된 신장의 수명이 다하여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르는 만성 신부전의 상태로 인해 그들은 내부 장

애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겉으로는 남들에게 장애로 보이

지 않으나, 신제 내적으로는 장애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개인

의 신체와 관련된 사회적 측면에서의 단절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이 영향 받은 또 다른 사회의 통제적 이

미지는 청소년 개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조성된 분위기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데, 그 능력이란 “경쟁하는

능력,” “타인보다 더 힘을 가진 능력,” “정서적 반응보다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상처받지 않는 능력” 들을 일컫는다(권진숙,

2013b).

청소년들은 부모와 사회로부터 교육받으면서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강요받고, 자연히 자기 이상형도 그렇게 규정시

키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학업 경쟁에서, 성취활동에서 남보다 잘

하거나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취약점을 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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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드러내는 것은 경쟁에서 지는 것, 즉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 취약성을 노출하는 것을 꺼린다(권진숙, 2013b; 박진규, 2015).

연구 참여자들도 자신의 취약성을 노출하는 것은 타인에 비해 자신

이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타인으로부터의 무시당하

고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은 자신

의 약한 모습을 숨기려 하였고, 감정보다는 이성적 사고에 의지하여

애써 타인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

들로 하여금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의 분리를

경험하게 하며, 이는 역시 단절의 또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은 자신이 신장질환으로

투병하고, 이식을 받았고, 여전히 건강상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취

약점으로 여겨,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꺼렸다.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경험을 연구한 선행 연구(김수미, 최희승, 2014)에

서도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이 투석을 하거나 이식받은 사실, 병

에 대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냄으로 인해 남

들이 열등하다고 여기거나 무시하여 사람들로부터 더욱 소외될 것

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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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절을 극복하는 자원

: 관계적 탄력성과 관계 유능성

관계-문화적 이론은 인간의 결함을 교정하기보다는 인간의 강점

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관점의 발달이론이다(이은진, 이지연,

2013). 이 이론에서는 단절된 관계를 극복하고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인내적 자원으로서 “관계적 탄력성(relational

resilience)”과 “관계 유능성(relational competence)”을 개념화한다

(Jordan, 2009). 관계적 탄력성이란 성장-촉진적인 관계로 나아가려

는 움직임으로서, 단절 후에 다시 연결되려는 욕구와, 그를 위해 타

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능력을 포함한다(Jordan, 2009). 관계 유능성

은 상호 공감, 자기와 타인에 대한 공감을 향한 욕구를 말한다

(Headley & Sangganjanavanich, 2014).

관계적 탄력성이 생기면 자신의 취약점을 타인과 함께 나누고 위

로 받는 관계로,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지보다는 서로

공감하는 적극적인 관계로 변화된다(이은진, 이지연, 2013; Jordan,

2009). 또한 관계적 탄력성으로 인해 개인은 관계 맺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의 성장과 건설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힘을 발휘하게 되

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관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다

(이은진, 이지연, 2013; Headley & Sangganjanavanich, 2014;

Jordan, 2009). 이러한 관계 탄력성이 증가하면서 관계 유능성도 함

께 커지게 된다(Duffey & Somody, 2011).

관계의 단절 후에 관계적 탄력성과 관계 유능성을 발달시키면 오

히려 새로운 성장-촉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단절의 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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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이은진, 이지연, 2013; Jordan,

2009). 즉 관계 단절 후 개인이 발달시키는 관계적 탄력성과 관계

유능성은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구에 참여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경험 속에서 그들의 다차원적인 단절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연구에 참여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경험 이야기에는 단절과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연구 참여자

들은 반복되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관계 맺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삶에서 힘이 되었던 경험들을 기억하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을 포함하여 삶의 짧은 순간에 만났던 사람

들로부터의 배려와 존중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도 존중받

을 가치가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을 불쌍하고 도와

주어야할 사람으로 보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존중하며 대해 주었던

사람들의 태도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원이 되었다.

어떤 참여자는 남들의 기준에 의해 자신을 평가 절하했던 관점으

로부터 벗어나 자기가 주도하여 타인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역시

자원이 됨을 일깨워준다.

또한 자신의 신체 일부를 공여한 공여자-특히 공여자가 부모인

경우- 역시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타인이 신장을 내어 줄 만큼

참여자 자신이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타인의 평가와 거부가 두

렵지만 그래도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싶어 했고, 아직은 포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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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그 연결성을 찾아나가고자 하였다. 그 직접적인 예로서,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고, 내러티브 탐구 과

정에서 자신의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자체를 통해서도 연구자와의 연결, 나아가서 세상과의 연결을 시

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의미 있는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질환

과 치료에 대한 지식을 쌓고, 기분전환 활동이나 낙관적인 생각, 영

적인 의지를 추구하였음을 보고하였다(강창희, 1992; Korus et al.,

2011; Megan et al., 2010; Olausson et al., 2006).

이러한 시도들이 타인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

쳤음을 알게 될 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게 되고,

결국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장

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우연한 또는 의도적인 경험들 속에서 관계적

탄력성과 관계 유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이들은 단절로 인한 고통

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므로 이러한 자원들을 발견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간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접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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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질환과 관련한 이식 전후의

경험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그리하여

나와 연구 참여자는 협력을 통하여 이들의 삶에서의 주요 질환 및

치료 경험들의 의미를 만들어나갔고, 각 경험들은 “신장이식 후에도

그대로인 나”와 “단절된 삶”이라는 전체적인 의미로 통합되었다. 또

한 단절된 삶에 관하여 최근 대두된 심리학의 이론 중 관계-문화적

이론을 기반으로 이해해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 연구 측면

본 연구는 신장이식수혜 청소년들의 질환과 관련한 경험을 내러

티브 탐구의 방법으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협력하면서 진행되

었다. 이를 통하여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들에 대하

여 의미를 형성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하여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는, 중재를 목적으로 하

는 연구가 아니어도 그 연구 자체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변

화의 계기, 즉 직접적인 중재도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간호학의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을 시도하였고, 나는 연구 방

법에 대한 상세하고 단계적인 설명을 통해 타 연구자들이 나의 연

구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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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경험의 의미를 관계-문화적 이

론과 연결함으로써, 타 학문을 간호학에 응용하여 간호학의 관점을

확대시킨 것에 의의를 둔다.

2) 간호 실무 측면

간호사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투병과 치료 과정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다. 간호사가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병원의 외래 진료실, 수술실 및 검사실, 입원 병동, 투석실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학교, 보건소, 상담소 등 다양하다. 신장

이식 수혜 청소년의 경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의 짧은 순간

에 겪었던 경험들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사 역

시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중의 한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을 만

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방향의 돌봄으로 함께 하느냐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간호사

가 병원, 지역 사회에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을 만날 때 경험들

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성장을 가져 올 수 있는 돌봄이

어떠해야하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본 내러티브 탐구에서 이야기된 경험의 통합적인 의미를 토대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의 본질은 이들이 자기 내부·타

인·사회와의 연결성을 통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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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은

삶의 여러 상황적·차원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단절 경

험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오히려 단절 경험으로 인하여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결성을 회복하고 관계력을 키

울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Jordan, 2009; Miller, Strive, 1997). 이

를 위하여 간호사와의 만남 자체가 성장-촉진적인 관계로 경험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사의 태도가 중요하다. 즉 단절에서 연결성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간호사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만남에서 자

기 공감이 포함된 상호 공감, 진솔성, 그리고 상호 임파워먼트가 생

생하게 경험되어야 한다(Cannon, Hammer, Reicherzer, & Gilliam,

2012; Jordan, 2009).

간호사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만남이 성장-촉진적인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간호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떠해야할까?

첫째, 간호사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을 만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그

들과의 만남이 연결성 회복이라는 목적 하에 상호 공감과 진솔성을

통하여 상호 임파워먼트 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즉 간호사는 그들을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의 솔직하고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언어적, 비언

어적으로 드러내도록 격려한다.

둘째, 간호사는 그들의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

께 공감적인 표현을 보여준다. 한편, 그들의 표현이 간호사의 생각

과 감정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음을 진솔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이 간호사에게 미치고 있음을 알게 할 수 있다.

셋째,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 나가면서 자원에 대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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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

의 삶에서, 그들이 자신의 힘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발휘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나는 내러티브 탐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경험에 대한 의미 형성 작업을 하는 동안, 연구 참

여자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수용과 공감을 표현하였

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 이야기가 내게는 새로운 앎과 이해에 도움

이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나의 태도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

의 경험을 더욱 적극적으로 말하였고, 충분히 알려주려는 열의를 보

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가 그들의 경험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그들의 이야기에서 느낀 감정을 확인하고 공감하였다.

그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가 이미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간호사는 만성 신장질환을 앓으면서 투석과 이식과정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과거와 현재에 경험한 단절의 의미를 개인 내적·

외적,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탐색하고, 새로운 연결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성장-촉진적인 관계를

간호사와의 만남 그 자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의료진의 사소한 한 마디와 태도로 인

하여 존중받는, 반대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은 그

들이 자신의 치료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만성 신장질환을 앓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짧은 순간이라도 그들의 입장을 민감하게 고려하고, 상황에

대한 표현을 격려하면서 공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서로 연

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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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돌봄 상황에서의 상호 공감적이고 임파워먼트가 되는 성

장-촉진적인 관계는 간호사 자신에게도 자신의 삶에서의 단절경험

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간호 교육 측면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 방식 중 Clandinin과 Conelly(2000)의 탐

구 방식 절차를 밟아 나갔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간호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생들은 내러티브 탐구에 대

한 방법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격려

받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과거 경험

들이 복잡한 심리적 갈등 속에서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을 만날 때 그의 드러

나는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 온 삶

의 경험을 포함해서 내면적인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

함을 일깨워준다.

학생들은 본 연구의 과정에서 언급된 환자와의 소통과 건강 전문

가의 태도에 대하여 숙고하면서, 치료적 도구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가 대상자의

개인적 조건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맥락까지 고려해야함을 확인

하는 본 연구의 주장을 통하여 간호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면

서 사고의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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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결론

나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이식 전후 경험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6명의

연구 참여자와 함께 내러티브 탐구를 진행하였다. 나와 연구 참여자

들은 면담을 통하여 선택한 6가지 종류의 경험(“남과 다르다는 것,”

“두려움과 기대로 맞이한 이식수술,” “이식 후 변화,” “병원에서 환

자가 된다는 것,” “떠맡은 책임,” “내 삶의 의미 찾아가기”)의 의미

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여 작업을 해나갔다.

그 결과 이들은 만성 신장질환의 증상과 치료로 인한 외모의 변

화, 식이 및 일상 활동의 제약, 의료진과의 소통되지 못하는 경험,

자신의 뜻대로 조절할 수 없었던 고통과 치료의 과정, 떠맡은 자책

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 통합되지 못한 자신의 몸과 마음

들을 통하여 다차원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이

식 후에도 변하지 않은 자신을 타인이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단

절감과 모순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관계를 지향하는 본능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기 내부·타인·사회 속에서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위축시키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단절감

을 극복하는 것은 이들의 과제가 된다.

한편 나는 이들의 단절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에 간호사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간의

성장-촉진적인 관계의 경험이 이들의 단절을 극복하고 연결성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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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간호사는 이들과 상

호 공감적인 태도로 적절한 진솔함을 발휘하고, 이들의 관계적인 측

면 및 단절의 경험에 대한 깊은 탐색을 도울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적·외적인 자원을 발견하고, 자

신의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가짐으로써 단절을 극복하고 성

장-촉진적인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

사는 개인적인 간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접근을 통하여 사회적인 간호를 실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내가 가졌던 선입견들이 하나

둘 씩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가장 주된 선입견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을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본 것이

었다. 이들과의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당부 받은 말은 “나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평범하게 대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말

을 들으면서, 내가 그들의 어려움을 지레 짐작하고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야하는 사람들로 생각한 것 자체가 나의 편견이었고, 사회적인

편견이었음을 깨달았다.

평범한 사람으로의 소망과 동시에 이들은 자신이 집단의 일부가

아닌 고유한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싶어 하였고, 그러한 존중에서 나

오는 배려를 원하였다. 이들이 하는 말 중에 “저 같은 경우는....”이

라는 말이 자주 들렸는데, 이를 통해 다른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

과 구분되는 자신의 차이점, 고유성들을 강조하면서 한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엿볼 수 있었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개별적인 존재로서 존중받으면서도 평범

하게 대해지기를 원하였다. 우리는 신장이식 청소년을 만나 관계를

유지할 때 이러한 그들의 바람을 유념해 돌봄을 실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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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러티브 탐구에 관한 성찰

나는 6명의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내러티브 탐구를 진행하면서

내러티브 탐구가 간호의 실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연구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와 연구 참여자는 상호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

로 상호작용하면서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

로가 임파워먼트 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러티브 탐구 작업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

어 정리해보는 기회가 되고, 경험을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자기가 살아 온 삶이 열등

하고 부족하지만은 않은, 그래도 잘 살아온 부분이 있음을 깨달아

뿌듯하다고 말하였다. 이들이 말한 “잘 살아온 부분”이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수술의 과정을 잘 견디어 온 점, 단절감 속에서도 타

인·사회와 연결되려고 노력한 점이었다. 또한 이들은 힘들었던 경험

들을 탐구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한 후 자발적으로 자기 삶에 대

한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전환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러티브 탐구가 나와 연구 참여자들 간의

성장촉진적인 관계 속에서 의식을 한 차원 변화시키는 것에 기여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탐구 과정에서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

던 자기 내적·외적인 자원을 자각하게 된 사실은 이들이 살아갈 앞

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다.

Newman(1997)은 간호 실무에 있어서 대상자를 변화시키거나 정

해진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기보다는 대상자와 함께 세운 목표를 향

해 나아가는 진솔하고 수용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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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확장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내러티브 탐구 작업의 과정은 연구와 동시에 간호중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러티브 탐구에서 이야기된 그들의 경험은 자신의 입장

에서 인식한 것이므로 그것이 사실과 같은지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의 기억은 그들의 신념과 입장을 반영

한 것이라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

니라 연구 참여자의 경험 속에서 그들이 어떤 욕구와 좌절을 인식

하고, 타인과 사회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을 찾

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의 본질에 대한 탐색보다는 경험이야기 자

체의 의미에 초점을 두며, 그렇게 발견된 의미 속에서 연구자와 연

구 참여자는 다시 삶을 바라보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발

견된 의미가 그 삶의 전부라고 믿는 태도이다. 그 이야기의 의미에

갇혀 삶이 고정되어버리는 것은 미래의 새로운 변화와 의식의 확장

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표현된 이야기 속에 그

의미를 고정시키기보다는 이야기는 변화가능하며, 변화되어야함을

명심하고 경험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탐색해야할 것이다.

나는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다양한 현장 텍스트 중 경험

이야기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참여자인 청소년들은 자신의

질환과 치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기억일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다시 기억을 돌이켜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작업에는 연구 참여자의 노력뿐 아니라 펼쳐진 경험 이야기

를 함께 버티어주는 연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

자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수용하며, 연구 참여자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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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고 스스로 찾아가

도록 지켜줄 필요가 있다.

나는 본 연구의 경험을 성찰하면서 내러티브 탐구의 과정은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손을 잡고 어두운 동굴 속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굴에는 미지의 보물이 숨겨져

있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오로지 서로의 힘을 믿으며 그곳을

탐험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렇게 발견된 보물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들의 의미 있는 보물이며, 그들에 의하여 비

로소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신장이식 후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

이 드러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들

을 돌보는 사람들은 이식 후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야기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내러

티브 탐구에 있어서 이야기의 주도자는 연구자가 아닌 연구 참여자

여야 하므로 나는 나의 기대대로 이야기를 이끌어가지 않았고, 그들

의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표현되도록 격려하였다. 또한 이들의 경험

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그대로

의 경험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청소년들은 발달과정의 특징으로 아직 정체성의 혼란 과정에 있

다. 이들은 성장의 과정에서 현재 자신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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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이들의 이야기가 성장의 결과보다는 갈등에 보다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갈등을 누군가에게 말

하고 그것이 이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아마도

시간이 흘러 이들의 경험을 다시 탐구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의미들이 이야기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그리고 다양한 탐구 방법을 통하여 이들의 질병 경험들이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기를 바란다.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과 관련하여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면담이 이들의 경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장 텍스트였던

가?”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경험들을 이

해하기 위하여 그들과의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나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의미를 분석하였다. 나는 결과물로서의 면담 내용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나의 면담일지를 부수적인 자료로 정하였다. 말로써 이야

기된 현장 텍스트는 말에 의해 그 의미가 제한되는 부분들이 분명

히 있으므로 과연 면담 내용이 이들의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러티브 탐구에 있어서 내러티브를 어떤 범주까지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분명하지 않아, 어떤 현장 텍스트를 선택할지의

문제는 내가 연구를 계획할 때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였다. 면담 이

외의 다양한 현장 텍스트들은 의미 분석을 풍부하게 할 수는 있지

만, 분석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도 있었고, 연구자의 역량을 보다

많이 요구하였으므로 나는 면담 내용과 면담 일지를 현장 텍스트로

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들의 경험을 이해할 때, 면담내용

뿐 아니라 내러티브의 구조적인 측면, 행위적인 측면 등도 함께 고

려하여 이들을 이해했다면 또 다른 경험의 주제를 발견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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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면담 외의 다른 현장 텍스트를 통해서도 이

들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다시 시도된다면 이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본 연구는 신장이식을 받은 청소년들 중 6명만의 경험들

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보편적인 경험들을 제시하

였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경험이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전체 경

험을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본 연구는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삶의 이슈 중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 것

으로 다양한 관점과 돌봄의 방향 중 하나를 보여준 것에 의의를 둔

다. 또한 이 연구를 토대로 향후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의 단절감

을 극복하고 관계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집단 활동

이 고안되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들의 경험 이야기가 단지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들만의 이

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성찰되기를 바란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론(緣起論)은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서 어떤 단절을 경험하

였는가? 그것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나는 나 자신과의

연결성, 타인과의 연결성, 사회 속에서의 연결성을 위하여 어떤 노

력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앞으로 부단히 성찰되고 실천

될 삶의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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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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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 설명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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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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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면담 질문

1. 어떤 계기를 통하여 신장질환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2. 신장질환의 치료 및 경과는 어떠하였습니까?

3. 신장이식 수술 전 신장질환의 치료과정에서 기억나는 경험을 이

야기해주세요.

4. 신장이식 수술을 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주세요.

5. 신장이식 수술 후 신체, 생활, 심리적인 변화는 어떠하였습니까?

6. 신장이식 수술 후 변화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경험을 이야기해주

세요.

7. 경험 이야기들에 대한 탐구질문

1) 이야기의 경과는 어떠하였습니까?

2) 그 때의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어떠하였습니까?

3) 당신이 그 상황에서 기대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4) 그 경험들은 당신의 현재의 생각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

니까?

5) 그 경험들은 당신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입니까?

6) 그 경험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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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arrative inquiry

exploring disease experience

of adolescent renal transplant

recipients

Kim Su-M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researchers report that adolescent renal transplant

recipients have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difficulties,

although their survival rate and quality of life has improved. To

understand their difficulties in depth, it is important to focus on

what adolescent recipients experience through the progression of

kidney disease in addition to their difficulties after trans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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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dolescent renal transplant

recipients' experiences and how these experiences affected their

lives after transplant. The participants and researcher created

each story through reflection and finding meaning in their

individual experiences.

From May 2015 to September 2015, 6 adolescent renal

transplant recipients aged 15 to 23 were interviewed. There were

each interviewed three or four time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ir disease and treatment related experiences.

Six types of critical events were selected. These events had

great impact on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from disease onset

to after transplant. The 6 types of critical events were, “being

different from others,” “transplant operation accompanied by the

fear and expectation,” “changes after the transplant,” “being the

patient in the hospital,” “undertaking the responsibility,” and

“finding the meaning of my life.” Our efforts consisted of find

the meaning in these experiences and in making a relevant story

about them.

As a result, we found that adolescent renal transplant

recipients experienced a multidimensional internal disconnection,

as well as a disconnection to others and society that was

influenced by the symptoms and treatment of their chronic

kidney disease. In addition, they also experienced the paradox of

unchanged personalities and changed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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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we find that paramount to helping adolescent

renal transplant recipients is addressing and alleviating the

multidimensional disconnection and assisting them in recovering

their connections when caring for these recipients.

This research aids in understanding the ironic aspects of

“unchanged me after the transplant” and “the disconnected life”

of the recipients' experiences.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various activities be designed and practiced to help adolescent

renal transplant recipients overcome disconnection and develop

relational resilience.

Key words: chronic kidney disease, adolescent renal transplant

recipient, narrative inquiry

student number: 201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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