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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사회는 맞벌이의 증가와 아버지의 중요성이 재발견되면서 아

버지의 역할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의

탄생은 부모에게 장기적인 부담을 주며 아버지의 역할수행 능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관심이 필요하다.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

버지의 경험은 남성성과 한국사회의 인습의 영향으로 현실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호대상자이자 아동의 양육 주

체로서의 아버지는 간과되기 쉽다.

본 연구는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부성경험은 어떠한

가?”라는 연구 문제를 통해 아버지의 경험과 변화 그리고 이러한 경

험들이 아버지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 대상자 보

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2015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선천

성 심장병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1곳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자료가 포화 될 때까지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고, 최종 9명이 선정되

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5세 이하의 선천성 심장병 자녀를 둔 아

버지 9명으로 2015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주로 참여자의 직장 근처 또는 참여자의 집에서 심층면담이 이루어

졌다. 면담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가량 이루어졌다.

Braun & Clarke (2006)의 질적 주제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고 총 72개의 코드 진술은 본 연구자에 의해 분석과 해석이 되어

다음의 3가지 주제(themes)와 9개의 하위주제(sub-themes)로 도출

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 1 주제 ‘치명적인 심장병으로 시작된 참담한 고통’에서는 아버

지는 유교문화권의 영향으로 자신이 무너지면 가정 또한 무너진다

는 생각이 내재하여 자신의 약한 모습이나 힘들어하는 감정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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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리므로 드러내진 않지만, 아이의 심장병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경

험을 다룬다. 하부주제인 ‘청천벽력 같은 선천성 심장병 진단과 수

술’,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 재수술, 후유증’, ‘되살아난 ‘울면 안 돼’

의 신화’는 이러한 아버지의 심리적인 고통의 원인과 특성을 표현한

다.

제 2 주제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자아 성찰’에서는 아이의 출

산 결정 순간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대처 경험을 다룬다. 중증 선천

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을 해

결하여야 하는데, 아버지들은 사회적 지지를 갈구하면서 현실을 헤

쳐나가려고 노력하였고 연속되는 절망 속에서 자아 성찰을 통해 행

복의 기준을 바꾸고 주어진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

졌다.

제 3 주제 ‘변화된 아버지의 삶’에서는 현재의 삶을 수용하면서 아

이의 존재 자체에 소중함을 느끼고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얻는 기

쁨을 경험하는 아버지를 다룬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치명적인 심장병을 가진 아이의 탄생과

함께 부담감이 증가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겪지만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주어진 삶을 수용하고 아이의 소중함과 기쁨을 경험하였다. 중

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삶은 여러 제한과 불안이 내재하

지만 아버지는 대처를 통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역시 상당한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주변

의 위로와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

가 되는 과정은 정상 아동의 아버지 되기 과정과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더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더 많은 대처를 사

용하는 점은 다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부성

경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으며 아동의 탄생부터 시작된 참여자들

의 고통과 대처 그리고 변화하는 아버지의 역할과 그들의 삶에 대

해 이해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아버지를 아동의 회복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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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가족중심 중재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데에도 관심이 이

루어져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진은 능동적인 자세로

아버지가 아동의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논의하였다. 아버지를 헤아리고 아버지가 아동의 돌봄

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아버지의 고통과 대처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순환적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

동의 행복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버지, 아버지됨 경험, 질적연구

학 번 : 2013-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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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 해 동안 순환기계의 선천성 기형으로 병원 진료를 본 환자의

총수는 2004년 33,577명, 2013년 57,419명이었다(건강보험 통계연보,

2004, 2013). 국내 선천성 심장병의 수술 건수는 2000년 4,272건에서

2014년 5,802건으로 증가하였으며(한국심장재단, 2014) 세계적으로도

선천성 심장병은 지난 세기 동안 크게 증가하여 주요한 건강 부담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der Linde, Konings, Slager,

Maarten, Helbing, & Takkenberg, 2011).

좌심형성부전증후군이나 단심실을 포함한 중증 선천성 심장병은

선천성 심장병 중에 약 10%를 차지하며(Park, 1996) 신생아 또는

영아기 초기에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나므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

한 심장병이다(Hoffman & Kaplan, 2002). 특히 여러 번의 교정수술

과 재수술이 필요하며 일상생활과 성장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모

의 도움이 필요하다(조경미, 2007).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받은 아동은 부모-자녀관계(Bright et al,

2013; Harvey, Kovalesky, Woods, & Loan, 2013; McCusker et al.,

2009; Rempel, Ravindran, Rogers, & Magill-Evans, 2013)에 영향을

미치며, 선천성 심장병은 부모에게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사회적

부담을 주는 가장 만연하고 심각한 만성질환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아동을 돌보는 부모는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삶의 질은

낮아진다(Berant, Mikulincer, & Florian, 2003; McCusker et al.,

2007; Almesned, Al-Akhfash, & Mesned, 2013; Arafa, Zaher,

El-Dowaty, & Moneeb, 2008).

1970년대 이후 많은 학자가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

데 Lamb(1986)은 이러한 현상을 ‘아버지 역할의 재발견 시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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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양

육 행동이 어머니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자녀는 부모 모두에게

애착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아버지의 능력이 새롭게 인

식되며 그 영향력을 중시하게 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화 이후 경

제 불안정으로 인해 맞벌이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이중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돌봄 시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의 참여가

필연적이 되었다(Hobson & Morgan, 2002).

아버지의 참여는 남아의 행동문제와 성인 초기 여성의 심리적인

문제를 줄이고, 아동의 인지발달을 향상시키며, 저소득층에서 경제

적인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등 아동의 심리, 행동, 사회성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Sarkadi, Kristiansson, Oberklaid,

& Bremberg, 2008).

또한, 만성질환 자녀의 질병적응과 관리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었고(Sullivan-Bolyai, Rosenberg, & Bayard, 2006; Ryan et

al., 2011) 아버지는 가족의 결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가족이

만성질환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vavarsdottir &

Rayens, 2005). 즉, 만성질환 아동 아버지의 치료 참여는 아버지 자

신, 아동의 삶의 질 및 가족의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wallow, Macfadyen, Santacroce, & Lambert, 2011).

아버지됨(fathering)이란 단지 아이의 출생 시에 국한하지 않는 지

속하는 개념이며, 아버지 노릇 하기의 계속되는 새롭고 복잡한 과정

이다(Roopnarine & Miller, 1985). 아버지됨의 핵심은 ‘참여하는 아

버지’로 아동과 함께하며 신체적 요구를 해결해주고 심리적인 지지

와 도덕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Flouri, 2005), 개인

적 욕구보다는 자녀 중심으로 생활하고 책임감과 부담감이 증가하

여 역할갈등을 겪지만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아버지’라는 정체

성과 자녀에 대한 애착 등이 생기는데, 이것은 남성이 성숙하여 가

는 과정이라고 하였다(황정해, 2006).

그러나 질병을 가진 아이의 탄생은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



- 3 -

시키며(Palkovitz & Palm, 2009) 아버지는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다(Pruett, 2000). 이런 아버지의 신체적, 심리적인 스트레스

는 아버지의 역할수행 능력을 저해하므로 심각하다(Cadman,

Rosebaum, Boyle, & Offord, 1991; Sullivan-Bolyai et al., 2006). 따

라서 아버지의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를 돕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Tseng & Verklan, 2008).

선행연구에서는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 역시 심리적인 충격

과 고통을 받았으며(Clark & Miles, 1999; Franich-Ray et al, 2013)

술과 같은 아버지의 부적응적인 대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되

었다(Doherty et al, 2009). 하지만 아버지는 아동의 심장병으로 인

한 불안과 두려움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며(Clark & Miles, 1999),

의료 현장에서는 아버지의 참여가 잘 드러나지 않아 아버지의 중요

성과 역할이 과소평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Bright et al., 2013;

Swallow, Macfadyen, Lambert, Santacroce, & Olley, 2009).

그러나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때문

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우리의 간호 대상자이자(Doherty et al.,

2009) 아동 양육의 주체이다(권인수, 2013). 그러므로 의료진은 연구

에 아버지를 포함하고 아버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녀와의

독특한 관계를 알아보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Sullivan-Bolyai

et al., 2006; Ryan et al., 2011). 아버지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는

양육과 돌봄을 포함한 아버지의 변화하는 부성경험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현재의 많은 선천성 심장병 아동 부모 연구에서는 아버

지와 어머니를 “부모”로 결합하여 살펴보았고(Lee & Rempel, 2011;

Rempel et al, 2013; Fernandes, 2005) 각 부모의 성별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아버지 경험 연구의 대다수는

모성의 설명에 의존하였다(Franich-Ray et al., 2013; Tseng &

Verklan, 2008).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려움을 느끼는 양육 영

역이 다르며 심리적인 고통과 대처도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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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herty et al., 2009) 아버지의 경험은 남성의 시각에서 접근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의 탄생부터 성장 과정

동안에 부성경험의 내용은 어떠하며 아버지로서 겪게 되는 변화와

이러한 경험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심층적인 이해는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과 아버지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부성경험을 심층

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함이다. 연구 질문은 우리

나라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부성경험은 어떠한가?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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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중증 선천성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은 출생 시에 존재하는 심장 및 대혈관의 구조 결

함이다. 임신 초기에 심장혈관의 형성과정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원

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5-8%는 염색체 이상, 약 3%-10%는 단일 유

전자 결함, 나머지 80%-90%는 다인자 유전으로 발생한다고 보고되

었다(박인숙, 2008).

선천성 심장병의 종류는 심실 중격 결손과 같은 중격 결손, 심장

판막과 대혈관 이상, 단심실과 같은 청색증형 심장병이 있는데 중증

선천성 심장병에 속하는 청색증형 심장병은 가장 적은 발생률을 갖

지만, 출생 직후에 교정하지 않으면 생후 몇 주 안에 치명적일 수

있다(Sholler, Kasparian & Winlaw, 2011). 2000-2010년 동안 선천

성 심장병 이환율은 아동에서 11%, 성인에서 57%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중증 선천성 심장병은 아동에서 19% 증가하였다. 중증 선

천성 심장병은 18세 아동 50%에서 65세 전에 부정맥을 유발하였고

(Bouchardy et al., 2009), 심장 돌연사의 55%의 원인이므로 철저한

추후 외래 관리가 필요하다(Koyak et al., 2012).

신생아 검진에서 심잡음 검진이 필수적이지만 선천성 심장병은

초기에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장병 영아의 증상으로는 수유

곤란, 성장장애, 호흡곤란, 발한, 푸른 입술이나 혀, 갑자기 창백해지

는 증상 등이며(Paul, Tukmachi, Hicks, Blaikley, & Peddamuntala,

2012), 좀 더 성장한 아이들은 운동 시에 힘들어하고 갑자기 쓰러지

거나 종종 심계항진, 현기증을 느끼고 체중 증가가 적으며 손가락과

발가락 부종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Paul, Heaton, & Routley,

2013).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 소아청소년과로 의뢰되어야

한다(Paul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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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은 심장 수술 후 신경발달의 위험을 동

반하며, 단계적인 심장 수술을 받은 아동은 행동발달 문제에 취약하

였다(McCusker et al., 2007). 그리고 수술 전에 청색증이 있었던 아

동은 추후에 심리사회적 기능에 문제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는

데, 이것은 청색증형 심장병을 진단받은 영아가 만성적인 저산소 혈

증의 영향을 받고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는 경향과 관련된다고 보고

되었다(Majnemer et al., 2006).

선천성 심장병 아동은 수술 후에도 남은 심장의 구조적 문제, 심

장의 기능의 이상과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은 운동, 임신 및 출산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장 수술과

관련된 심장근육의 손상으로 심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흔하지는 않지만, 운동으로 인한 돌연사는 항상 유념해야 한다. 또

한,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여성과 그들의 가족들은 임신으로 야기되

는 산모와 태아의 문제와 장기적인 예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상담

받아야 한다(강이석, 2006). 특히 아동이 폰탄 수술을 받은 경우에

아동과 부모는 장기간의 합병증에 대해 알고, 합병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Dadlani et al., 2011).

감염성 심내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아동은 치료 전

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약하고 개인의 구강 위생을 청결히 유지

해야 한다. 선천성 심장병 환자 중에 감염성 심내막염의 고위험군은

‘선천성 심장병 중에 교정되지 않은 청색증형 심장병’, ‘수술이나 심

도자술에 의해 보조물이나 장치가 삽입된 상태로 완전 교정 후 6개

월’, ‘수술 후에 구조적 결함이 남아있는 경우’이다(Wilson et al.,

2007). 따라서 의료진은 심내막염에 대한 최신 경향을 숙지하고 아

동과 가족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의료진은 선천성 심장병 아동에게 성장 발달에 적합한 정보를

주고 지속적인 외래방문 및 관리가 필요함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Sholler et al., 2011). Vernon, Finch와 Lyon (2011)은 성인 선천성

심장병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간호사의 역할은 더 복잡성을 띄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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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영역에서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중증 선천성 심장병은 질환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

술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다. 아동과 가족이 적절한 관리

를 할 수 있도록 아동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간호의 제공이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다음으로 이런 치명적인 중증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동의 주 양육자인 부모의 경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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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천성 심장병 아동 부모의 경험

건강한 아이 부모가 되는 기쁨을 기대했던 부모에게 선천성 심장

병 아이 탄생은 충격적인 사건이다(Lawoko & Soares, 2006). 선천

성 심장병 국내 연구에는 어머니의 임신유지경험(임유미, 2014), 임

부의 모-태아 애착(임유미, 김은숙, 유일영, 2012), 양육 스트레스(이

선희와 유일영, 2007), 가족적응(탁영란, 윤이화, 안지연, 김상화,

2004), 양육경험(조경미, 2007) 등이 있다. 국외연구에는 부모의 심리

적인 고통(Brosig, Whitstone, Frommelt, Frisbee, & Leuthner,

2007; Harvey et al., 2013; Franich-Ray et al, 2013), 가족의 대처

및 적응, 부모의 양육 경험(Doherty et al., 2009; Lee & Rempel,

2011; Rempel et al., 2013), 아동과 부모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Goldbeck & Melches, 2005; Arafa et al., 2008)가 있다.

선천성 심장병은 예후는 훨씬 향상되었지만, 중증도의 증가로 인

해 아이의 상태는 만성화되는데(Berant et al., 2003), 특히 좌심형성

부전증후군 같은 중증 선천성 심장병은 수술 6개월 후에도 부모에

게 더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주며(Brosig et al., 2007) 영아발달, 모

아상호작용 및 모성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cCusker et

al., 2009). 또한, 아동 가족은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탈진한다고 보고되었다(Connor, Kline, Mott, Harris, & Jenkins,

2010).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받은 부모들은 분노, 의심,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도 양육과 아동의 더딘 발달에 대해

걱정 하였다. 심장 수술 직후에 아동 어머니 33.8%, 아버지 18.2%는

높은 수준의 외상증상을 경험하였고 대다수 부모는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외상증상을 경험하였다. 부모들은 아동의 심장 수술이 비현실

로 느껴지는 해리 증상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 이처럼 심장 수술

은 영아의 부모에게 충격적인 사건이며 급성외상 증후군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되었다(Franich-Ray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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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장병을 가진 아동의 부모는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낮

다고 보고되었는데 주로 선천성 심장병 중증도와 아이 상태와 연관

이 있었다. 심장병을 가진 아동 부모는 에너지와 일반적인 건강 수

준이 낮으며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의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손상

을 입었다. 따라서 부모는 집안일, 자녀의 목욕, 옷 입히기, 에너지와

피로를 포함한 신체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Arafa et

al., 2008).

또한, 심장병 아동의 삶의 질이 낮을수록 부모는 높은 수준의 스

트레스를 받았다. 부모는 첫 번째 심장 수술 전에 아이가 청색증이

있거나 성장 과정 동안 아동이 행동장애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증

가 하며 가족기능이 악화되었다.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건강과 관

련된 삶의 질은 심장 수술을 받은 지 5년 후면 대개 호전됨에도 불

구하고 많은 부모는 특히 아이가 행동에 문제를 보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방어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보고되었다(Majnemer et al.,

2006).

Lee & Rempel (2011)은 간호사가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가족

을 돕는 것은 자녀의 발달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키고,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불안, 슬픔, 죄책

감의 감정을 다루기 위해 임신과정 동안에 상담이 필요하며 양육

경험에 관한 교육과 심리적인 중재가 도움 될 것이라고 하였다

(Brosig et al., 2007). McCusker 등(2009)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

이 돌보기 훈련 및 이야기 치료 등의 중재를 통해 영아의 신경발달

과 수유를 도왔고 모성의 걱정과 불안을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또한 건강관리자들은 부모가 아동의 질병을 인식하고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자원과 사회적 취약성을 파악하는 등의 총체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Lawoko & Soares, 2007). 특히, 좌심형성부전증후군

을 진단받은 아동 부모는 수차례의 수술과 입원, 재정적인 부담 등

의 어려움에 직면하므로 더 많은 정보의 제공과 온라인 등의 자조

그룹의 소개 등도 필요할 것이다(Connor & Thiagaraj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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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 역시 태아가

선천성 심장병을 산전 진단받았을 때 매우 높은 우울과 불안 등이

빈번하게 발견되었고, 건강한 아동의 아버지보다 심리적인 고통이

유의하게 높았다(Lawoko & Soares, 2002). 또한, 아버지는 통제감을

유지하려고 애씀과 동시에 통제감이 상실함을 느꼈고, 배우자에게

그런 감정을 숨김과 동시에 배우자에게 지지를 제공해야 하는 갈등

적인 양가감정을 가졌다. 따라서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주고

의사결정에 아버지를 포함해서 통제감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하였다(Clark & Miles, 1999). 최근에는 아동 어머니에게만

집중되었던 관심이 아버지의 경험과 대처 전략도 주목하면서 부모

자조 그룹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였다

(Svavarsdottir & Rayens, 2005).

이를 요약하면 중증 선천성 심장병은 질병의 복잡성과 장기간의

질병 관리로 인해 부모에게 ‘심리적인 고통’, ‘재정적인 부담’, ‘부모

자녀의 관계’ 및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부

모들은 ‘대처’와 ‘적응’을 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런

‘가족의 탄력성’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Jackson, Frydenberg,

Liang, Higgins, & Murphy, 2015). 따라서 아동뿐 아니라 그들을 돌

보는 부모의 경험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다음으로 선천성 심

장병 아동 아버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남성성’ 측면에서

문헌을 탐색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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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성성(Masculinities)

남성성, 여성성과 같은 성 정체성은 역사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산

물이며(정희진, 2011), 남성은 자신을 우월하고 특권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남성성을 합리적이고 강하며 능동적인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Hooper & States, 2001).

하지만 역설적으로 남성들은 사회의 제도 안에서 그 사회가 요구

하는 남성성을 강요당하며 자신의 본성과 감정을 억누르게 된다(정

유성, 2003). Chodorow(1978)는 이런 남성성의 근원에는 어머니가

혼자 아이의 양육을 떠맡게 되면서 남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남성성

을 습득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미루어 짐작해서 배움으로써 무덤덤

한 감성 등을 가지게 되는 것에 비롯된다고 하였다.

한국의 남성성은 유교적 인습의 영향에 식민경험과 한국전쟁, 군

사정권을 거치며 최근 현대화, 세계화의 기류까지 겹치면서 제대로

된 남성성이 형성되지 못한 채 얼기설기 짜여 있으며, 아직도 남성

중심의 유교적 인습의 깊은 영향 아래에 있다(정유성, 2003). 유교적

인 가부장제에서 남성은 높은 권위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엄

격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김미라, 2013).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해 이런 성 역

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여러 매체에서는 양육에 참여하며 타

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수성이 있는 남성과 아버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김미라, 2013). 최근에는 친구 같은 아버지인 프렌디

(Friend+daddy)를 지향하는 아버지들로 인해 아버지들의 돌봄 영역

은 확장되며 새로운 젠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조윤경, 2008).

이를 요약하면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친밀성을 원하는

아버지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상적인 아버지상(像)은 부재하면서도 유교적 인습이 남아 있어 아

버지 역할에 어려움이 더 크다. 따라서 아동 아버지의 부성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 12 -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부성경험에 대해 심층적

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하고 그 자료 안에서 개념을 식별, 분석하여 주제를 찾아내

려는 서술적(descriptive)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준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중증 또

는 중등도의 선천성 심장병 아동을 키우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아

버지이다.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자세한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선정 기준은 Hoffman & Kaplan (2002)의 분류 기준에

의해 ‘중증’ 또는 ‘중등도’의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이다. 선정

이유는 중증 선천성 심장병은 영아기에 발견되는 치명적인 질환이

며 반복적인 심장 수술과 입원, 외래검사 등으로 아동과 부모의 삶

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으로 정

하였다.

두 번째 선정 기준은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은 지 5년 이내의

아동 아버지이다. 이유는 심장 수술은 가족에게 큰 위기이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Bowlby (1969)는 3세 이후에 부모-자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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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관계의 마지막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추후 아버지

중재를 제공할 시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아부

터 학령전기 시기로 정하였고,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아버

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제외 기준은 아동과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아동이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선천성 심장병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1곳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본 온라인 커뮤니티는 회원 수가 만 명

이며 다양한 종류의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동 부모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과정을 동시에

시행하는 순환적 분석방법을 선택하였고, 이론적 포화가 된 최종 표

본의 크기는 9명이었다.

2)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인 고려

자료 수집 전에 소속 기관의 연구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면담 전에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정을 설명 후에

모든 내용은 녹음될 것임을 알리고 원하지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 할 수가 있으며, 면담 후에라도 내용의 삭제나 철

회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모든 데이터는 익

명임을 설명하고 참여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고유번호를 사용

하였다. 녹음기와 필사된 자료는 연구자 소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컴퓨터의 보안 잠금장치를 해놓았다. 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3)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는 대학병원 소아 흉부외과, 심장내과에서 4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고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 간호 연구 방법’을 수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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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질적연구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세미나에 참가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학습하고 있다. 또한, 선천성 심장병 자

조 집단이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참가하였다. “선천성 심장병”과

“아버지”와 관련된 영상물을 보거나 자조 집단 활동을 통해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을 높여 연구자의 내실을

갖추도록 노력하였다.

3. 자료수집 절차

1)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

아이가 아팠던 치료과정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그 당시의 고통

을 생각나게 하므로 부모에게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일이므로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그러한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점에 대해 미리 동의

와 양해를 구하였고, 서면 동의서를 받을 시에 다시 한번 양해를 구

하였다.

2) 심층면담 진행 과정

일대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전 준비사항으로는 심층

면담 전 대략 5분 내외의 시간 동안 연구목적을 소개하고 면담 질

문지가 적힌 인쇄물을 나누어 주었다. 면담 이후 언제든 이메일, 전

화 통화를 통해 재 응답이 가능함을 미리 설명하였다. 면담 전에 모

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 후 모든 내용

은 녹음될 것임을 알리고 원하지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

를 거부할 수가 있으며, 면담 후에라도 내용의 삭제나 철회할 수 있

음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이었다. 면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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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받았을 때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Ÿ 아이가 탄생했을 때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Ÿ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 수술 받았을 때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Ÿ 아이가 입원했을 때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Ÿ 아이의 성장 과정 동안에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Ÿ 아이의 진단부터 투병 과정동안 아버지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Ÿ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로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Ÿ 아이의 투병 과정 동안 주변 사람들과의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이루어졌으며, 평균 1시간 반이

소요되었다. 2개의 녹음기를 준비하여 참여자와 공유된 질문지를 참

고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질문에 얽매이지 않고 참여자가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하도록 경청하였다. 면담 중에는 관찰 노트를 사

용하여 참여자의 표정과 몸짓, 감정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면담 직

후에는 현장 기록 노트를 사용하여 참여자가 말한 표현과 주요한

특징, 추가 질문사항 등을 기록하여서 추가로 생각난 질문은 다음

면담에 반영하였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참여자가 편안

하게 생각하는 곳인 참여자의 집이나 회사 근처로 정하였다. 커피숍

이 면담장소로 정해질 때 기밀성이 유지 될 수 있는 스터디 룸 등

의 공간이 있는 곳으로 선택하여 참여자의 말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였다.

면담 녹음 후 바로 필사본 작성하였으며, 면담상황을 전반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현장노트를 활용하여 관찰한 내용과 면담

상황에 대해 메모한 내용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은 ‘선

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부성경험은 어떠한가?’이며 아동의 선천

성 심장병의 진단, 수술,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의 아버지의 부성경

험에 대해 면담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Interview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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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필사된 연구 자료는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은 개인의 경험 의미와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개인의 의미

를 인정한다. 반드시 양적인 방법에 의존할 필요는 없고 연구 문제

와 관련하여 중요한 무언가를 찾는 것이다. 주제분석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므

로(Braun & Clarke, 2006)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주제를 살펴보는 데 적합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즉시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를 필사하였다.

Braun & Clarke (2006)의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의 적용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6가지 단계와 같다.

첫째는 수집된 자료와 친밀해지기(Familiarizing yourself with

your data)과정이다. 자료에 몰입하여서 필사한 자료를 반복해서 읽

으면서 자료에 집중하면서 자료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필사 내용 중에서 아버지의 부성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고 판단되는 핵심적인 생각과 개념을 포함하는 단어와 문장과 문단

을 단위로 생각하여서 초기의 생각을 기록하였다.

둘째로 초기 코드를 생성하기(Generating initial code)과정이다.

전체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필사된 내용 중에서 아버지의 부

성경험에 대한 핵심적인 생각과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와 문장을 별

도로 표시하여서 이것을 대표하는 코드로 분류하였다.

셋째는 주제 찾기(Searching for themes)과정이다. 아버지의 부성

경험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진술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고 이를 통

해 주제를 도출하였다. 유사한 주제를 가진 코드를 결합하여 자료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넷째는 주제에 대해 검토하기(Reviewing themes)과정이다. 이 과

정은 주제들에 대해 검토하고 재정의(redefining)하는 두 단계를 포

함한다. 도출된 아버지의 부성경험에 대한 주제 모음이 적합한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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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이전 코딩 단계에서 놓친 추가적인 데이터를 찾았다. 각 주

제를 발췌하였던 자료를 재차 읽고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합

할 때까지 주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다섯째는 주제를 정의하고 명명하기(Defining and naming

themes)과정이다. 각 주제의 핵심을 찾는 것이다. 연구자는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고통은 의료현장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데

어떤 경험을 할까?”,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는 어떤 도움이 필

요할까?”,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가 되는 과정은 건강한 아동

아버지가 되는 과정과 다른 게 있을까?” 에 관심이 있었다. 중증 선

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부성경험에 대해 알고 싶었던 주제인

것과 아닌 것을 정확히 정의하도록 노력하였고 흥미로운 부분에 대

해서도 고심하였다. 또한,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부성

경험에 대해 도출된 주제의 명명은 간결하고 힘이 있고 독자가 읽

었을 때 주제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여섯째는 보고서를 작성하기(Producing the report)과정이다. 이

과정은 마지막 분석과 보고서 작성이 포함된다. 도출된 주제들은 단

지 자료의 서술을 넘어 연구 질문에 관한 논거를 제시하며, 자료의

충분한 근거를 통해 글을 썼으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

다. 또한, 자료에 대해 강력하게 설명하는 해석적인 이야기가 포함

되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내용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와 간호학과 교수에게 분석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언을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분석결과에 대해

확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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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의 질 확보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립은 Sandelowski (1986)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

가능성(auditability),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적용하였다.

신뢰성(credibility)은 내적 타당도로서 심층면담 질문을 개발한 뒤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 1인에게 예비조사 면담을 시행하여 면

담 질문을 보완하였다. 심층 면담 시 참여자의 말에 경청하고 현장

노트를 기록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모든 면담을 녹음 한 후

에 이를 그대로 필사하였다. 분석결과가 도출된 후 참여자 다섯 명

에게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았고 “다른 아버지들도 많이 다르지 않

음에 공감하였다.”, “선천성 심장병 환우들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한

지원과 정보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주었다.

적합성(fittingness)은 외적 타당도로서 같은 상황에서 연구결과가

타인에게도 의미 있을 가능성이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

성 및 자녀의 나이, 진단명, 중증도와 수술력, 아동과 아버지의 일반

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는 간호학과 교

수 1인,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2인, 일반인 3인, 서

울 소재 대학병원 소아 흉부외과 병동에서 1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3인에게 확인을 받았다.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자

의 조언을 받고 자료의 재분석을 수차례 하였으며 연구결과에 적합

한 인용문들을 제시하여 연구결과와 자료의 연결성을 보여주었다.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은 어떤 독자나 연구자라도 내용의 진행과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하여 질적 내용분석 절

차와 면담 절차를 세세히 점검하며 잘 따르도록 노력하였다.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은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원 자료를 자

주 확인하고 질적 연구를 진행 중인 박사 과정 학생 2인의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고, 인터뷰 전에 연구자

의 편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면담에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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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ear)
Occupation

Education

level
Religion

Interview

Time (min)

A 40 Office worker Bachelor none 115

B 41 Office worker Bachelor none 72

C 41 Social worker Master Catholic 97

D 41 Office worker Bachelor none 65

E 40 Office worker Master none 106

F 37 Office worker Bachelor none 92

G 37 Self-employed High school none 87

H 40 Self-employed Middle school none 124

I 37 Prison officer Bachelor Christian 65

Ⅴ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참여자의 나이는 30대 33%(3명), 40대 초반 67%(6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39세이었다. 종교 활동을 하는 참여자는 22%(2명)이고, 대다

수는 종교가 없거나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다. 참여자의 주관적 경

제 상태는 ‘중간 수준’ 78%(7명), ‘낮은 수준’ 22%(2명)이었고, 참여

자의 거주 지역은 경기도, 서울, 인천지역이었다. 교육수준은 중졸

11%(1명), 고졸 11%(1명), 대졸 56%(5명), 대학원 졸업 22%(2명)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닌 생활연령

으로 제시하였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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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 자녀의 나이는 모두 5세 이하이며, 자녀의 출생순위는 첫

째 44%(4명), 둘째 56%(5명)이었다. 자녀의 선천성 심장병 진단 시

기는 산전 89%(8명), 산후 11%(1명)이었고, 중증도는 Hoffman &

Kaplan (2002)의 분류 기준에 의해 9명 모두 중증 선천성 심장병

(severe congenital heart disease)으로 분류되었다. 선천성 심장병과

함께 다른 증후군이 동반된 아동은 11%(1명)이었다.

자녀의 심장 수술횟수는 1회 44%(4명), 2회 11%(1명), 3회 22%(2

명), 4회 이상 22%(2명)이었다. 자녀가 단계적 수술이나 재수술 가

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경우가 67%(6명)이었고 현재 11%(1명)의 아

동은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다. 첫 심장 수술로부터의 경과

기간은 1년 미만 22%(2명), 1년 이상 2년 미만 22%(2명), 2년 이상

3년 미만 22%(2명), 3년 이상 4년 미만 22%(2명), 4년 이상 5년 이

하 11%(1명)이었다. 첫 심장 수술 후 평균 경과 기간은 28개월(2.3

년)이었다.

심장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자녀가 현재 재활을 받고 있는 경

우는 33%(3명)이며, 향후 재활을 받을 예정인 아동은 11%(1명)이었

다. 대상자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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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the Participants

Age

(years)

Birth

order
Diagnosis

Age at

first

surgery

Diagnosis

time

Number

of

surgery

Complications

A M/5 1 DORV 7 days Prenatal 3
Developmental

delay

B M/3 2 TAPVR 2 weeks Postnatal 2 none

C F/2 2 HLHS 7 days Prenatal ≥4
Developmental

delay, Rigidity

D F/3 1 TOF 6 months Prenatal 1 none

E M/5 2 SV 1 months Prenatal 3
Developmental

delay, Rigidity

F F/2 2 DORV 15 months Prenatal 1
Developmental

delay

G M/3 1 DORV 1 months Prenatal 1 none

H M/5 2 SV 3 days Prenatal ≥4
Developmental

delay

I M/1 1 TOF 3 months Prenatal 1 none

F= Female, M= Male, DORV= Double outlet right ventricle, TAPVR= Total
anomalous pulmonary venous return, HLHS=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TOF=
Tetralogy of fallot, SV= Single ventricle.

3) 분석 결과

본 연구는 9인의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를 대상으로 심

층면담을 하여 모인 자료를 근거로 아버지의 경험을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총 72개의 코드 진술은 본 연구자에 의해 분석

과 해석이 되어 다음의 3가지 주제와 9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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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명적인 심장병으로 시작된 참담한 고통 (2) 천신만고(千辛萬

苦) 끝에 자아 성찰 (3) 변화된 아버지의 삶.

Table 3. Sub-categories and the Categories of the Findings

주제 하부 주제

치명적인 심장병으로

시작된 참담한 고통

청천벽력 같은 선천성 심장병 진단과 수술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 재수술, 후유증

되살아난 ‘울면 안 돼’ 의 신화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자아 성찰

현실을 헤쳐나가려는 노력

사회적 지지를 갈구함

절망 속에 찾은 의미

변화된 아버지의 삶

일상이 된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삶

존재 자체가 소중한 내 자식

아이의 작은 진전이 주는 기쁨

 
분석 결과,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는 치명적인 심장병을

가진 아이의 탄생과 함께 심리적인 고통과 부담감이 증가하지만 대

처 과정을 통해 아동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면서 아이의 소중함과

기쁨을 경험하였다. 비록 불안과 제한이 내재한 삶이지만 아버지는

대처를 통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부성경험을 나타내는 3개의 주제와 이러한 아버지의

부성경험을 구성하는 9개의 하위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겪은 부성경험의 특성은 ‘치명적인 심장병으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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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고통’,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자아 성찰’, ‘변화된 아버지

의 삶’의 3가지 주제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아버지의 부성경험은

‘청천벽력 같은 선천성 심장병 진단과 수술’,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

재수술 후유증’, ‘되살아난 ‘울면 안 돼’ 의 신화’, ‘현실을 헤쳐나가려

는 노력’, ‘사회적 지지를 갈구함’, ‘절망 속에 찾은 의미’, ‘일상이 된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삶’, ‘존재 자체가 소중한 내 자식’, ‘아이의 작

은 진전이 주는 기쁨’의 9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치명적인 심장병으로 시작된 참담한 고통’은 아버

지는 유교문화권의 영향으로 자신이 무너지면 가정 또한 무너진다

는 생각이 내재하여 자신의 약한 모습이나 힘들어하는 감정 표현을

꺼리므로 드러내진 않지만, 아이의 심장병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아

버지에 대한 주제이다. 하부주제인 ‘청천벽력 같은 선천성 심장병

진단과 수술’,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 재수술, 후유증’, ‘되살아난 ‘울

면 안 돼’ 의 신화’는 이러한 아버지의 심리적인 고통의 원인과 특성

을 표현한다.

두 번째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자아 성찰’은 중증 선천성 심장

병 아동을 출산하기로 한 순간부터 아버지의 대처 과정을 포함하는

주제이다. 하부주제는 ‘현실을 헤쳐나가려는 노력’, ‘사회적 지지를

갈구함’, ‘절망 속에 찾은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된 아버지의 삶’이라는 주제는 행복의 기

준을 바꾸고 심장병 아동과의 삶을 수용하면서 아이의 존재 자체에

소중함을 느끼고 더디지만 아이의 성장발달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

는 아버지에 대한 주제이다. 하부 주제로는 ‘일상이 된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삶’, ‘존재 자체가 소중한 내 자식’, ‘아이의 작은 진전이 주

는 기쁨’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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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주제: 치명적인 심장병으로 시작된 참담한

고통

첫 번째 주제인 ‘치명적인 심장병으로 시작된 참담한 고통’은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가 투병 과정 동안 겪는 심리적인 고통

을 드러내고 있다. 참여자들은 ‘남자아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어

린 시절에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운다.” 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

문에 억압하는 대처 기전을 사용하였다. 하부주제는 ‘청천벽력 같은

선천성 심장병 진단과 수술’과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 재수술, 후유

증’, ‘되살아난 ‘울면 안 돼’ 의 신화’로 구성되어 있다.

1) 청천벽력 같은 선천성 심장병 진단과 수술

건강한 자녀의 탄생을 기대하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갑작스러운

심장병 진단과 수술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중증 선천성 심장병

은 흔하지 않은 질병이며 심장은 ‘생명’과 연관되었다는 생각 때문

에 대다수의 참여자는 엄청난 충격, 하염없이 슬픔, 아이의 죽음에

대한 공포,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출산선택에 대한 고민과

양가감정, 심장병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

하였다.

(1) 엄청난 충격

참여자들은 아동이 치명적인 심장 구조 결함을 가졌음을 진단받

고 엄청난 충격과 참담한 심정을 ‘공황상태’,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

라고 표현하였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마치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뜻하지 않은 상황’,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 등의 부정, 분노, 해리 증상에 대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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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백만분의 일의 확률

로 내가 벼락을 맞는다거나 그런 확률로 임팩트가 온 거죠.

뒤통수 한 대 맞은 정도로 띵한 상태가 한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회사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고. 뭐 되게 힘들

었죠, 날벼락 같은 거죠, 한마디로. 저한테 일어날 일이 아

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A-1-36]

(2) 하염없이 슬픔

참여자들은 자녀의 선천성 심장병 진단, 심장 수술, 투병 과정 동

안의 극심한 비애의 감정에 대해 진술하였다. 지금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 슬픔이 되살아난다고 진술하였다. 선천성 심장병 아동은

가슴을 가르는 심장 수술(개심술)을 받는데,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아

이를 지켜보는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인 ‘단장(斷腸)의 고통’

과 ‘내 생살을 뜯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진술하였다.

  되게 많이 울었어요, 한 2-3개월 동안은. 와이프랑 같이도

울고, 근데 이제 와이프 앞에서는 웬만하면 눈물을 안보였

고요. 걸어가다가도 울고, 버스 타고서 뒷좌석에서도 울고,

아파트 걸어가면서도 울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굉장히 많

이 그래요. 그냥 몰래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앉아서. [D-2-37]

(3) 아이의 죽음에 대한 공포

참여자들은 아이의 선천성 심장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아이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참여자들은 진단과 투병 당시에 아이의 생사가 불확실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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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러웠으며, 지금도 아이의 예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지속한

다고 진술하였다.

      이제 단심실이니까 뭐 심실이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지도 모르는 거고 설명해주실 때 보면 수술을 몇 번 받아야

하고 받았을 때 심실 한 개 가지고 이렇게 체순환 폐순환을

다 해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아니니까 저렇게

까지 힘든 수술을 받아야 되는구나 생각했던 것 같고 그때

기억이 아무튼 이 애를 살릴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E-1-25]

(4) 죄책감과 미안함

참여자들은 아이가 아픈 게 자신의 잘못인 것 같다는 죄책감에

대해 진술하였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대해 진술하였다.

어차피 부모가 잘못 한 거니까 애를 건강하게 낳아주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원인은 모르지만 저는 목숨의

반밖에 못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걔 목숨의 반은 OOO 교

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엄마 아빠는 건강하게

낳아주는데 애를 건강하게 못 낳아준 게 제일 미안하죠, 미

안하고. 그게 제일 미안한 것 같아요. [E-7-1]

(5) 출산선택에 대한 고민과 양가감정

참여자들은 산전에는 낙태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산후에는 아이

가 투병과정 동안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출산을 선택해서 아

기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닐까’와 ‘출산을 선택한 것은 잘한 것이

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의 양가감정에 대해 진술하였다. 한 참여

자는 다시 출산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출산을 선택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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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진술하였고, 대다수 참여자들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출산을

선택했을 것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첫 번째 수술 끝난 애를 봤을 때 가까이 가질 못 하겠더

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사실 후회를 했어요. 낳지 말걸 차라

리. 아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걸 보면서 왜 우리가 괜한

고집을 부려서 내가 괜한 고집을 부려서 아기가 저 괜한 고

통을 겪는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지금도 사실

반반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마음은 계속 남아있어요.

[C-6-39]

(6) 심장병에 대한 정보 부족

　참여자들은 중증 선천성 심장병에 관해 아는 정보가 없어 막막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보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조 집단에 가입하

기도 하였다.

진단 받고 나서 정말 무지했을 때 한 5개월 정도 동안 너

무 그때 힘들었어요. 내가 길을 가는데 어딜 가는지 모르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아무리 멀더라도 내가 어디를 간다 하고

생각을 하면 힘들지만, 꾸역꾸역 가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

혀 없이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이병은 무엇인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지,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D-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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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 재수술, 후유증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들은 한 번의 수술로 완치되지 않고 단

계적인 수술을 받거나 재수술의 위험이 있어 만성화된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주제이다.

아직까지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땐 지금

도 힘들고 나중 되어도 힘든 게 또 생기겠죠. 근데 고통의

시간은 계속인 것 같아요. 계속 힘들 것 같아요. 평생 고생

해야 해요. 그 애가 이제 이번에 수술하고도 주기적으로 수

술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도 계속 수술을 해야 한다

고 하더라고요. 계속 힘들어야 해요, 계속. 이거를 정신 끈

을, 정신 줄을 놓으면 안 되죠. 나는 계속 힘들다(헛웃음).

[H-15-28]

 
  아동 44%(4명)는 심장 수술과 투병과정 동안에 발생한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장애와 발달 지

연의 고통에 대해 진술하였다.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은 일반 아

동보다 6개월-1년 이상 더딘 발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버

지들은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을 성취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진술

하였다.

애가 걷지를 못했어요. 세 살 넘어서 지금 걸었거든요. 대

부분 돌 지나면 걷거든요. 짚고 일어나고 슬슬. 얘는 아팠으

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세 살이면 뛰어다녀야 하거든요. 세

살이 됐는데도 걷지도 못하고. 내가 재활하는 선생님께 제발

부탁드렸어요. “제발 걷게 좀 해달라고.” [H-15-41]

또한 참여자들은 아동의 약한 심장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과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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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가졌다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

였다. 참여자들은 아동이 심장병으로 인해 운동 등의 어느 정도 신

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 것이며 직장이나 군대 입대 등의 사회생

활에서 제한이 있음에 대해 걱정하였다. 학교생활이나 어린이집 생

활에서 따돌림당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으며 비교적 예후가 좋아

신체적 제한이 적은 아동 아버지는 자녀의 흉터에 대해 걱정하였다.

참여자들은 이제는 생사를 결정하는 ‘심장 수술’이 아니라 ‘심장병’

자체가 아이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얘는 아픈 애니까 선입견으로 어떤 때는 아예 운동도 안

시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정상 애

들하고는 가능한 한 잘 지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게

제일 바라는 거고 우려되는 점이에요.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클 텐데 거기에서 심장병이기 때문에 불이익이든 혜택이든,

물론 불이익이 더 많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수술이 애를 힘

들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 병 자체가 애를 힘들

게 하면 좀 어떡하나 우려는 항상 있죠. [E-11-39]

3) 되살아난 ‘울면 안 돼’ 의 신화

참여자 대다수는 아동의 투병과 성장 과정 동안에 아버지로서 겪

는 괴로움에 대해서 타인에게 표현 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숨어

서 흘린 눈물’, ‘속으로 삭인 아픔’에 대해 진술하였다.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요청)할 데가 없어요. 정

말 없어요. 이런 데 게시판 글 쓰면서 혼자서 삭이고. 마음

이 아픈 거 내가 아픈 거. [D-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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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사실은. 도움은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심적으로도 그렇고 위로도 그렇고.

[C-23-22]

유교문화권의 영향으로 남성들은 가장의 역할을 학습 받고 성장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표현을 억압하는 원인으로 유교 문화

의 인습, 감정 표현의 미숙, 심장병 예후의 불확실함, 남성성 유지

등에 대해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만 종종 자신의 괴로운 마음이 분노나 눈물로 분출되기

도 하였다.

대한민국 사회가 남자가 그런 거를 말할 때가 딱히 없어

요. 표현할 때가 힘든 그런 거를 얘기할 때가 딱히 없어요.

가족에게 다른 가족한테 얘기하기는 내가 가장인데 내가 흔

들리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자존심하고

는 다른 것 같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혼자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아예 그 시스템을 몰라요, 경험

이 없어서. [F-13-25]

지난번에 한번 강남의 술집에서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다

고 하는데. 술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애가 고생을 하

는 것이기 때문에 애한테 미안한 게 제일. [E-20-19]

참여자들은 선천성 심장병 아이의 탄생과 함께 중압감과 책임감

이 증가한다고 진술하였다.

남들이 1을 한다면 저는 뭐 1.5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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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 1 주제에서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인한 참여자의 심

리적 고통과 아픔에 대해 알아보았다. 참여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참

여자의 기질, 진단 당시 상황과 아동의 상태와 예후 등에 따라 개인

차는 있었지만, 결코 그 고통이 적지 않음이 결과로 도출되었다. 투

병 과정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아동이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받은 시기’, ‘심장 수술을 받은 시기’와 아이를 자주 볼

수 없고 상태가 위중했던 ‘중환자실 재원 기간’ 등을 언급하였다.

엄마들이랑 아빠들이랑 애가 아파서 드는 감정은 똑같아

요. 오히려 아빠가 더 큰 사람이 많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애

가 태어나서 마냥 좋은 게 아빠인데 ‘아프데, 심장이.’ 얼마

나 힘들겠어요. 단지 표현을 못 하고 일 때문에 많이 못 오

고.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아빠가 힘든

게 안 보이는 건데 속으로는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알아보

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여건상 병원에 많

이 못 오는 거고. 병원에 많이 못 있는 거고. [F-13-17]

만약에 엄마의 충격이 100이라고 하면 아빠의 충격은

98-99. 근데 보이는 것은 40-50.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면은 저까지 무너지면 안 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들어

요. 충격이 98% 정도 돼요. 엄청나요. [D-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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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주제: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자아 성찰

아동을 출산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대처 과정

을 다룬다. 즉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는 필연적으로 상황을 해결해야만 하는데 아버지들은 사회적 지지

를 갈구하면서 현실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였고, 연속되는 절망 속

에서 자아 성찰을 통해 행복의 기준을 바꾸고 주어진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1) 현실을 헤쳐나가려는 노력

참여자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현실을 직시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자녀의 선천성

심장병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하였다.

못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니까 이미 발생한 거고 커가

는 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갔죠.

[F-9-38]

참여자들은 아버지 역할의 기본인 경제적인 역할에 집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회사생활을 지속하며 경제적인 역할을 담당

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제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저희 아빠들한테 애로사항은 돈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

하고 저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하다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숨) 아쉬운 소리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제일 많이 울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H-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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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아이의 투병과 성장 과정동안 아내의 조력자이자 지

원자로서 아이의 양육과 돌봄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투병 과정

동안에는 슬퍼하는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가 환아 돌봄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입 퇴원 절차를 담당하거나 물품을 조달하였고, 퇴원 후

에는 집안일이나 수유, 목욕 등의 육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요새는 다들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와이프가 (분유 먹이기를) 밤에 해도 서

로 번갈아 가면서 해도 와이프도 낮에는 쉬어야 하는 거니

까. 육체적으로 힘들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체력적

으로 더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도와줬던 것 같고.

[A-10-3]

참여자들은 아동의 투병 과정 동안 시간적,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

하고 잦은 면회를 통해 아동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였고, 퇴원 후에

는 아이와 놀아주거나 주말에 야외활동을 함께 한다고 진술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학령전기 남아를 둔 아버지들은 신체적인 놀이 역할에 참여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심장병 아동 외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자

녀를 돌보는 역할을 하였다.

이 아이랑 조금이라도 더 잘해줘야 되겠다, 아이한테. 조금

더 관심 가져주고 조금 더 놀아주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

을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트니트니라고 같이 듣고.

[D-3-16]

상대적으로 아기가 많이 아프고 그럴 때 첫째에게 많이 소

홀해서 첫째 아이한테 관심이 소홀해지는 바람에 애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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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애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해지고

식탐이 되게 늘고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울고

상대적으로 첫째 아이를 많이 신경 쓰려고 하는 건 좀 있죠.

[E-3-11]

참여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생후 바로 이어진 아

동의 심장 수술과 중환자실 입실로 인한 ‘아동과의 조기 상호작용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진술하였다. 67%(6명)의 참여자

는 아이의 투병 과정 동안 아기를 안기가 무섭거나 안는 방법을 몰

라 잘 안아주지 못했으며, 대다수의 아버지는 투병 과정 동안의 아

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2%(2명)의 참여자는

아이가 현재 자신보다는 엄마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진술하

였다.

안아주고 말해주는 건 많이 못 했어요. 아기가 제가 안으

면 울기도 하고 괜히 제가 만졌다가 잘못될까 봐 걱정되기

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집사람이 아기를 좀 더 봐줄 수 있

게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죠.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해도 아기가 엄마만 찾아요. 지금도 엄마를 많이 찾

아요. [B-7-6]

2) 사회적 지지를 갈구

참여자들은 아이의 투병과정 동안 사회적 지지를 바라고 구하였

다. 참여자들은 아이의 치료, 경제적 지원, 정보 등에서는 사회적 지

지를 찾고 도움을 받았다. 참여자가 진술한 사회적 지지망으로는 아

내, 조부모, 첫아이, 친구, 회사, 의료진, 자조 그룹, 지역사회 등이었

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환아 외의 남은 자녀의 양육은 조부모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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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받았고 인터넷 검색이나 자조 집단 활동을 통해 정보와 정서

적 위안을 받았고, 투병 과정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따랐으며 의료

진의 배려나 작은 말 한마디에도 힘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같은 병을 가진 아동들이 많은 것을 보고 위

안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엄청난 병원비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

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하

였다. 하지만 참여자 66%(6명)는 자조 그룹 활동은 하지만 심적인

의지는 크게 안 된다고 하였는데 대다수는 자신의 심리적 위안을

위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진 않았다.

이외에 참여자 22%(2명)는 종교가 의지가 되었고, 또 다른 참여자

22%(2명)는 직업이 대처에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직업이 사

회복지사인 참여자는 주변의 지지와 활용 가능한 자원이 많았고 의

료계 쪽에 종사하는 참여자는 병원에 익숙하여서 아이의 심장병을

많이 걱정하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선천성 협회 그런데 가면 가끔 성인이 된 사람에게 얘기

들어요. 남자 분들 여자분들 결혼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

보면 “애한테 무조건 하지 말라 하지 말고 너의 심장병이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고.” 강의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

얘기 듣기 전에는 아 나도 얘를 오냐오냐 ‘내 탓으로 애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더 이렇게 해야 하겠다.’ 하였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게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도움이 되는 거죠. [H-17-6]

본 연구 결과로 아이의 투병생활 동안 배우자와의 관계가 대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투병과정 동안 아

내와 함께 위안하며 힘을 얻었으며, 아이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서

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내와 함께 아이를 지키려 하였다.

한 참여자는 아이의 투병 당시에 힘들어하는 아내를 도와주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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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 미안하다고 진술하였다.

      와이프랑 저랑 서로 얘기 한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요. 잘하자 잘할 수 있다. 잘 키울 수 있다. 뭐 심장병 크게

그런 거 아니다. 수술 잘되면 되지 않느냐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F-4-13]

   
3) 절망 속에 찾은 의미

　

치명적인 심장병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참여자에게 자신

의 삶에 대한 반성이나 세상을 다르게 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자아 성찰을 통해 물질적인 것을 추구했던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고

물질적인 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

렇게 행복의 기준을 바꾸면서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일단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건강이 최고다’라는 것을 느

꼈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돈, 명예 다 필요 없고, 건강

이 최고다. 예전에는 좀 제가 잘 키우고 싶어서 진짜 뭐 공

부도 좀 시키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은 다 그런 거 내려놨

습니다. 내려놨고 이제 건강이 최고이고 그게 좀 변했던 것

같아요. [ I-8-2]

참여자들은 ‘긍정적 사고’를 하면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다잡았

다고 하였다. 병원이나 자조 그룹의 많은 환우를 보면서 자신의 아

이만 아픈 게 아님을 깨닫거나 더 심한 병이 아님에 위안을 했으며,

불치병이 아닌 심장 수술이란 방법이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 고통

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으며 아이의 질병은 이미 발생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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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자신의 아이이므로 자녀의 질병을 ‘수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겠다. 누구를 원망해도 어쩔 순

없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심장, 그래 아주 중요한

기관이긴 하지만 수술하면 나을 거고. 눈을 다쳤으면 안보이

고 세상이 안 보였을 건데 이 친구는 심장 수술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자. [ I-2-16]

그런데 스스로 그런 것을 깨고 받아들이자고 했던 것들이

어떤 대단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니까. 정

말 단순했었어요. [C-21-5]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대다수는 아동의 심장병 수용에 있어

서 다른 질병이 아닌 ‘심장병’이라고 해서 더 힘들어 하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아동이 예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선천성 심장

병보다는 다리가 한쪽 없는 편이 더 낫다고 하였고, 심장 수술 후에

비교적 예후가 좋은 경우에는 보이는 기형인 눈이 안 보이거나 팔

이 없는 것보다는 선천성 심장병이 낫다고 하였다. 중등도는 같은

선천성 심장병이라도 아동의 진단명이나 예후, 아버지의 기질에 따

라서 다르게 받아들임을 알 수 있다.

  수술해서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듣고서 그래도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 다행이다. 오히려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어디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심

장만 수술해서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B-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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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제: 변화된 아버지의 삶

1) 일상이 된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삶

심장병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일상이 된 참여자들의 경험을 나타

낸다. 참여자들은 수술 후 초기에는 아이의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얼음을 걷는 듯이 생활하였지만, 지금은 비록 아이의 상

태에 제약은 있지만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 적응하고 있었다.

얘가 왜 숨을 이렇게 쉬지 조심조심, 빨리 산소라도 먹이

고 싶고 이랬는데, 지금은 뛰어다니면 뛰어다니는구나 더

뛰어다녀라. 보듬다가 지금은 아예 풀어 버린 거죠. 그게,

그런 점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오냐오냐 긴장했는데 이

제 그거를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변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

게 애를 키워야지 변화를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H-16-29]

거의 대다수의 참여자는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됨’의 경

험은 건강한 아동 아버지 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자녀가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것에 대해 염두는 하지만 평소엔 크게 생각

하지 않고 지낸다고 진술하였다.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기가 아프고 안 아프고의

차이지,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떤 집을 사서 어떤 지

역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약간의 아파서 못하는 것들이 생기는 게 차이가

있지. 아프니까 아무래도 심장이 아픈 아이들은 성장이 더

뎌요. ‘지금쯤 세 살 네 살 뛰어다니면 공원 가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늦으니까 그런 쪽이 아쉽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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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는 큰 그림은 바뀐 것은 없는 거 같아요. [F-5-1]

2) 존재 자체가 소중한 내 자식

참여자들은 생사를 오가는 아동의 투병과정을 통해 아동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아버지들은 자녀의 의미를 ‘내 행복이

자 내 전부’, ‘더 많은 기쁨을 주는 아이’, ‘감사한 존재’, ‘소중한 선

물’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참여자는 아이는 삶의 원동력

이라고 진술하였다.

아이는 물 같은 존재죠. (웃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

재. [D-10-2]

보물 1호죠.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제일 소

중한 존재. 마음이 그런 거죠. 애가 죽기 직전에 내 목숨하

고 바꿔서 애가 살 수 있으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G-8-32]

얘 하나 있으므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내가 더 열심히

뛰어다니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음 수술이

얼마정도 남았다. 그때까지 걔를 살리기 위해 더 열심히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H-17-34]

3) 아이의 작은 진전이 주는 기쁨

참여자들은 변화된 행복의 기준을 통해 ‘아이의 작은 진전이 주는

기쁨’을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은 영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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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은 뒤집기나 걷기 등이 또래에 비해 늦었고 학령전기의 아동

들은 언어가 제 또래에 비해 늦긴 하였지만, 발달을 성취해 나가는

기쁨에 대해 진술하였다.

“강아지가 응가 쌌어, 똥 쌌어.” 발음이 조금 정확하진 않

는데 되게 기쁜 것이죠. 저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똥 쌌

다고. 그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 일이 제일

기뻤었던 것 같고. 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얘기

하고 하는 부분이. 동생은 네 살인데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되게 또박또박 얘기하는데, OO이 같은 경우에

는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하는 거예요. 이름을 기

억하고 그 부분도 되게 기뻤어요. [A-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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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남성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부성경험을 설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기존의 연구와 달리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이다. 의료현장에서는 아동의 투병

과정 동안에 어머니가 주요 돌봄 제공자이므로 아버지의 역할이나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부성경험에 대해 탐색하였고 주제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치명적인 심장병으로 시작된 참담한 고통’, ‘천신만고

(千辛萬苦) 끝에 자아 성찰’, ‘변화된 아버지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가 겪는 과정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대처하

면서 변화되는 아버지의 삶을 기본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는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통이 간과되기 쉽지만, 아

버지들 역시 상당한 심리적인 고통을 받으며 위안과 도움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들은 대처 과정을 통해 중증 선천성 심장

병 아동 아버지로 적응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아버지가 되는 과정과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더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더

많은 대처를 사용하는 점은 다르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의미 있게 도출된 결과와 선행연구의

비교분석으로 연구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서, 연구의 제한점과 간

호 실무에 주는 의의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부성경험에

대한 고찰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이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고통 속에서 대

처를 통해 변화하는 아버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는데, 왜냐하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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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이야기에 고통, 대처, 변화가 전개되어감이 나타났기 때문

이다. 이 과정에는 타인에게 강하게 보이려는 남성의 성 역할 기대

가 투영되어있는데, 남성과 가장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고통과 대

처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가 지닌 고통,

대처, 변화의 3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 ‘치명적인 심장병으로 시작된 참담한 고

통’에서는 아버지가 겪은 심리적인 고통은 어머니의 정서와 크게 다

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타인에게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숨기려고

하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였다. 이것은 자

신의 내면화된 성 역할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자신의 고통에

대해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가 좋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니라는 판

단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남성과 가장에 대한 내면화되고 사

회화된 평가는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고통을 경시할 위험성이 있다. 남성들에게 자신

들의 삶에 내재하고 있는 억압에 대해 통찰하고 개인적인 욕구와

성 역할과의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다양한 중재 전략의 적용이

남성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가 아동의 심장 수술 동안 겪는 심리적 고통

은 선천성 심장병 아동 어머니가 격렬한 동요, 정보 부족, 아이의

죽음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을 경험한다는

Harvey 등(2013)의 연구와 유사하며, 아동 부모는 급성외상 증후군

을 많이 경험한다는 Franich-Ray 등(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중환자실에서 아이에게 관(tube)이 꽂혀있고 특히 아이를 도

울 방법을 모르고 안을 수 없고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것이 스

트레스라고 한 Board (200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아동의 심장병 진단과 수술 시기에 가장 힘들어하였다.

따라서 이 과정 동안에 아버지의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참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진단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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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산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남은 임신 기간

동안 슬퍼하는 배우자를 위로하고 자신의 슬픔과 불안한 마음을 다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산후 진단의 경우는 짧은 기간에 치

명적인 심장병을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선천성 심

장병 진단 시기보다는 선천성 심장병 중증도가 부모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준다고 한 Brosig 등(2007)의 연구를 고려하면 중증도가 높

은 심장병 아동과 아동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심장’은 생명과 연관된 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녀의 심장병을 진단받았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지만 ‘심장병’이라

고 해서 더 힘들어하진 않았다. 이것은 중증 선천성 심장병은 치명

적인 질환이지만 외형적인 신체상의 변화가 적고 수술하면 일상적

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아버지가 아동의 심장병을 받아

들이는데 좀 더 용이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심장병 수용하는데 심장병의 중증도, 예후, 심장병의 신체상, 부모의

기질 등이 영향을 주었는데 이들의 관계는 추후 보완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근이영양증 아동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의 질

병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워한다는 오상은(2005)의 연구와 같이 부모

의 성별과 중증 선천성 심장병 수용의 관계 등은 추후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대다수는 투병 과정 동안 “의사결

정” 상황에서 의료진과의 갈등은 없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수술

받을 병원을 선택하는 데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의료

진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였고, 투병 과정 동안에 의사결정은 자

신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통보받는 것이라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선천성 심장병 아동 어머니는 진단과 수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Lan, Mu, & Hsieh

(2007)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었고, 의료진이 거의 모든 중요한

치료 결정을 했고 부모는 단지 설명만 들었으며 통제감이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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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Ellinger & Rempel (2010)의 연구 결과와는 유사하다. 부모

가 교육수준이 높고 의료시스템에 익숙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

은 사람들이 자녀의 편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Kon, 2008), 본 연구에서 아버지가 의사결정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즉, 의사결정에 영향요인과

그것이 아버지에게 미치는 결과에 대한 것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에서는 아버지는 사회적 낙인, 따

돌림 등의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대해 걱정 하였는데, 이것은 학령

전기 아동 부모는 아이의 사회성과 아이의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Majnemer 등(2006)의 결과와 유사하다. ‘남과 다름’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과 아이의 장기적인 삶의 질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령기 아동

33%(3명)는 심장 수술 후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동이 심장 수술을 받은 후에도 아동 부모는 새

로운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Rempel 등(2013)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

하다. 이처럼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부모는 아동의 성장 과정에

따라 걱정이 끝없이 이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되살아난 ‘울면 안 돼’ 의 신화’에서는 남성들이 통제감

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타인, 특히 배우자에게 표현하지

않은 것은 Clark & Miles (199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남성의 성 역할은 어린 시절에 가족이나 사회에서 학습된 것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문화적 요인이 만성 질환

아동 아버지의 적응 경험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Huang, St

John, Tsai와 Chen (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처럼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므로 그 고통이 간과될 수 있으며 우리의 간호

대상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간과되기 쉬운

아버지의 심리적인 고통과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아동의

투병 과정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버지에게는 정신건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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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도 관심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자아 성찰’에서

는 참여자들은 연속되는 절망 속에서도 주어진 삶의 의미를 찾았는

데 이것은 자녀의 심장 수술을 통해 아동 어머니가 삶에 대한 의미

를 깨달았다는 Harvey 등(2013)의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아

버지들은 대처 과정 동안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여러 가지 대처를 사용하였다. 아버지들은 억제를 통해 배우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숨기므로 통제감을 유지할 수 있었고, 억압을 통해

아동의 투병 당시의 고통을 잊고 현재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또

한, 참여자들은 심장병 아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깨달음을

얻었고, 아이를 삶의 원동력으로 여기는 ‘긍정적인 재해석’을 하였다.

또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기 등의 자아방어기전을 사용하였다. 이

것은 만성질환 아동 아버지는 ‘긍정적인 재해석’, ‘문제 해결 계획’,

‘자조 그룹 탐색’, ‘자기통제’ 등의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는 Broger

& Zeni (2011)의 결과와 유사하고, 약물복용, 술, 담배를 가장 적게

사용한다는 Hovey (2005)의 연구와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아버지보다 대처 행동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만성질환 아동 아버지가 대처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권윤희(2002)의 연구와 유사하였고 이것은

아픈 자녀로 인한 절실함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적응적인 대처 기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일이 지나 잊힌

부분도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의료진은 부적응적인

대처 기전을 사용하는 아동 아버지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중증 선천성 심질환 아동의 양육경험측면

에서 살펴보면 어머니(조경미, 2007)에 비해 아버지는 경제적인 측

면에 주력하며 아내와 아이의 보호, 그리고 양육과 돌봄에 있어 아

내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아버지는 가족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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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제적인 역할에 주력한다는 황정해와 이정덕(2000)의 연구결과

와도 유사하다. 또한 아버지들은 아이에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였고 아이의 양육에도 많이 참여하였는데, 이것은 아픈 아이

돌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Tseng &

Verklan (2008)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현재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부부중심의 협조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과도기에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서 출생 직후 이루어진 아동의 투병으로 인한 초

기 부아 상호작용과 아버지 역할의 감소는 아동 부모는 투병 과정

동안 통제감 상실을 경험하였다는 Fernandes (2005)의 결과와 유사

하다. 또한, 일반아동의 아버지에 비해서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

지는 영아에 대해 애착 수준이 낮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으로 느끼는

자부심과 즐거움이 낮은 수준이라는 Bright 등(2013)의 연구와 유사

하다. 그러므로 신생아 돌봄 교육이나 아동과의 조기 상호작용 기회

의 제공은 아동과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돕는 것은 순환적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의 행복감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아버지들은 대처 과정 동안 정보나 경제적 지원에 대

한 사회적 지지를 갈구하였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

청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만성 질환 아동 아버지는 꼭 필요한 상황

에서만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는 Gobel (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따라서 아버지의 요구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감정 분출로의 제시

가 도움될 것이다.

또한, 아이의 투병생활 동안 참여자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대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것은 가족 강인성이 좋을

수록 가족 적응도가 높다는 탁영란 등(2004)의 결과와 유사하다. 만

성 질환 아동과 관련된 부모의 적응 및 부부 문제는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장기적인 어려움이라고 하였다(탁영란 등,

2004). 따라서 의료진은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의 가족기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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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두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지지하는 방법의 모색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조 그룹에의 접근은 아내가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부부가 함께 찾아보는 경우도 많았고 현재도

지속적인 자조 그룹 활동을 하는 쪽은 아내였다. 이것은 사회적 지

지를 찾는 경우는 아동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많다는

Spijkerboer 등(2007)의 결과와 비슷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

난 일부 아버지의 능동적인 자조 그룹 접근이나 활동의 증가는 인

터넷 확산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주제인 ‘변화된 아버지의 삶’에서는 아버지는

대처를 통해 선천성 심장병 아동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는데 이것

은 좌심형성부전증후군을 가진 아동 부모는 대처전략으로 정상화를

사용하여 균형을 찾아간다는 Lee & Rempel (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생존 여부와 생존한 삶의 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혼란을

겪다가 적응하고 심지어 긍정적인 가족 대처방법으로의 변화를 보

인 Rempel 등(2013)의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 동안에 아버지의 고통과 대처뿐 아니라 아버지 역할변화에 초

점을 둔 점은 다르다. 또한, 참여자들은 건강하고 일상적인 삶에 대

한 바람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만성질환 아동 아버지는 가족이 행복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Hovey

(2005)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연구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아버지들은 심장병 아이로 인한 심리적

인 고통은 받았지만, 원망의 감정보다는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애정

이 컸다. 이것은 심장병 진단 후에 더 큰 친밀감과 애정을 느꼈다는

Bright 등(2013)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연구결과이다. 이것은 치명

적인 아이의 질환으로 인해 아동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면

부모는 아이의 생존에만 집중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된다고 생

각되지만 이것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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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전체 과정은 유아와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

의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가 되는 경험’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의 탄생 이후에 자녀가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은 황정해(2006)의 정상 아동의 아버지 되기의 경험과 유사

하지만, 선천성 심장병 아동으로 인한 중압감을 포함한 더 많은 심

리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점은 다르다. 그리고 장애 아동의 아버지는

부담감이 있고 경제적 비용과 아내에 대한 정신적 지원 그리고 끝

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김정연과 윤형준(2013)의 장애아동 아버지 양

육경험과도 유사하지만, 선천성 심장병이 주는 심리적인 고통과 대

처를 거쳐 아버지됨의 과정에 초점을 둔 점은 다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Mercer (2004)의 어머니 되기와도 유사점이

있다. 어머니와 유사하게 아버지 역시 아버지를 둘러싼 가족 관계와

친구, 지역사회, 광범위한 사회 즉, 살아있는 환경 내에서 스트레스

와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아버지 역할은 환경과 분리

될 수 없다는 점은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 되기에서는 어머니, 영아,

아버지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하다. Mercer와 Walker (2006)는 어머니의 모아 상호작용과

육아지식을 증가시키는데 상호적인 간호중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간호사는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경험과 감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기 부아 상호작용의 교육과 격려 그리고 육아지식

의 제공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의 탄생부터 성장 과정 동안

아버지가 겪은 변화하는 부성경험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의 투병 과정 동안 아버지의 심리적인 측면과 대처 그리고 아

버지의 역할과 변화된 삶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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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중졸 1명, 고졸 1명, 대졸 5명, 대학원 이상 2

명으로 교육 정도는 다양하며 아버지의 연령대는 30대 후반-40대

초반으로 비교적 동질 하지만, 참여자가 수가 적고 1곳의 자조 그룹

에서 모집하였으므로 일반화의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부

성 경험에는 한국의 역사 문화적인 영향이 투영되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의 선천성 심장병 아버지의 부성경험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심장병 아동의 다양한 질병 경과와 예후가 제한점으로 작

용한다. 9명의 아동 모두 중증도 분류에서는 ‘중증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중에서도 단계적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있고

질병 경과와 예후가 더 좋지 않은 아동이 섞여 있으므로 아버지가

겪는 경험 역시 동질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제한점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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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학적 의의

간호 연구 분야에서는 부모의 경험영역에서 아버지의 경험영역을

분리하여 선천성 심장병 아동의 투병과 성장 과정 동안에 아버지의

생생한 부성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시도된 연구임에 큰 의의가 있

으며 다른 만성질환의 아버지 부성경험 연구 분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 실무 분야에서는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에 대한 부성경

험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아버지를 아동의 회복과정에 포함하는 향후 가족중심의 중재 방향

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 교육 분야에서는 ‘남성성’의 이해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이해

와 아동의 돌봄 제공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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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남성의 시각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의 진단부터

현재까지의 아버지의 부성경험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아버지와

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주제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

구결과는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 되기의 과정과 관련된

주요 주제들인 ‘치명적인 심장병으로 시작된 참담한 고통’, ‘천신만고

(千辛萬苦) 끝에 자아 성찰, ‘변화된 아버지의 삶’이 도출되었다.

이 주요 주제들을 통해 아버지로서 어떻게 변화하여 가는지와 사

회적인 성 역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요소

를 드러내는 하부주제로는 ‘사회적 지지를 갈구함’ 등을 확인하였으

며, 아버지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가 경험하는 정서와 대처를 표현하는 하부 주제로는 ‘청

천벽력 같은 선천성 심장병 진단과 수술’,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

재수술, 후유증’, ‘되살아난 ‘울면 안 돼’ 의 신화’, ‘현실을 헤쳐나가

려는 노력’, ‘절망 속에 찾은 의미’ 등을 확인하였고, 아이의 투병과

정을 통해 변화하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하부 주제로는 ‘일상이 된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삶’, ‘존재 자체가 소중한 내 자식’, ‘아이의 작

은 진전이 주는 기쁨’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저해

요인과 촉진요인인 환경적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해

는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를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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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투병 과정 동안 아버지의 요구를 파악하고 여러 다양한 연구들

을 바탕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를 돕는 중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이의 회복과 발달에 아버지가 상당한 영

향을 미침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아동의 회복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증 선천성 심

장병 아버지들에게 진단 시점에 제공될 수 있는 더 많은 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실제 진단기관에서 효율적인 교육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아동의 투병 과

정 동안 아버지가 부정적인 대처를 사용할 시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의뢰가 필요할 것이다.

2. 부부가 함께 상황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중증 선천성 심

장병 가족을 돕는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3. 간호사는 아동과 아버지의 장기적인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이다.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은 장기적인 관심과 돌

봄이 필요한 대상자이므로 아동이 학교생활이나 직업, 군대,

결혼, 임신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53 -

참고문헌

강이석(2006). 성인 선천성 심장병 환자의 관리. 대한소아과학회, 49

(9), 937-94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2004, 2013 건강보험

통계연보』

권인수(2013). 아동간호학에서의 아버지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경향

과 전망. 아동간호학회, 19(2), 69-75.

권윤희(2002). 만성 질환아와 일반아 아버지의 스트레스와 대처 행

동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김미라(2014). TV매체에 재현된 새로운 남성성(masculinity)과 그

한계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 88-96.

김정연, 윤형준(2013).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 경험

연구. 특수교육, 12(3), 333-356.

박인숙(2008). An Atlas and Text of Congenital Heart Disease

From Images to treatment. 서울: 고려의학.

이선희, 유일영(2007).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동어머니의 개인적

자원과 양육 스트레스. 아동간호학회지, 13(1), 73-80.

임유미, 김은숙 유일영(2012). 선천성 심장병 태아를 임신한 임부

의 모-태아 애착 및 관련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8(3),

150-155.

임유미(2014). 산전 진단을 통해 선천성 심장병을 알게 된 환아 어

머니의 임신유지 경험.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

울.

오상은(2005). 근이영양증(근육병)환자 부모의 돌봄 경험. 한국가족

치료학회지, 13(2), 171-194.

정유성(2003). 한국의 남성성-사람 죽이는 억지 춘향. 문학과 사회,

16(3), 1220-1238.



- 54 -

정희진(2011). 편재(遍在)하는 남성성, 편재(便在)하는 남성성. 권김

현영 엮음. 『남성성과 젠더』서울: 자음과 모음.

조경미(2007). 중증 선천성 심질환 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 아동간

호학회지, 13(4), 454-466.

조윤경(2008). 신자유주의화 이후의 아버지 역할 변화 -시장, 가족

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탁영란, 윤이화, 안지연, 김상화(2004). 선천성 심장 질환 아동 가족

의 복원 요인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34(7),

1298-1306.

한국심장재단 홈페이지, 연도별 심장수술현황.

http://www.heart.or.kr/korean/board/board.php/2015년 7월

23일 인출.

황정해(2006). 아버지됨(Fathering) 경험이 남성이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의미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43-60.

황정해, 이정덕(2000). 남성의 아버지됨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

관계학회지, 5(2), 43-65.

Almesned, S., Al-Akhfash, A., & Mesned, A.A. (2013). Social

impact on families of children with complex congenital

heart disease. Annals of Saudi Medicine, 33(2), 140-143.

Arafa, M.A., Zaher, S.R., El-Dowaty, A.A., & Moneeb, D.E.

(2008). Quality of life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heart diseas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6, 91.

Berant, E., Mikulincer, M., & Florian, V. (2003). Marital

satisfaction among mothers of infants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The contribution of illness severity,

attachment style, and the coping process. Anxiety, Stress

and Coping, 16, 397–415.

Board. R. (2004). Father Stress During a Child’s Critical Care



- 55 -

Hospitalization.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18,

244-249.

Bouchardy, J., Therrien, J., Pilote, L., Ionescu-Ittu, R., Martucci,

G., Bottega, N., & Marelli, A.J. (2009). Atrial

Arrhythmias in Adults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Circulation, 120, 1679-1686.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Bright, M.A., Franich-Ray, C., Anderson, V., Northam, E.,

Cochrane, A., Menahem, S., & Jordan, B. (2013). Infant

cardiac surgery and the father–infant relationship:

Feelings of strength, strain, and caution, Early Human

Development, 89(8), 593–599.

Broger, B., & Zeni, M.B. (2011). Father's coping mechanisms

related to parenting a chronically ill child: implications

for advanced practice nurses.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25(2), 96-104.

Brosig, C.L., Whitstone, B.N., Frommelt, M.A., Frisbee, S.J., &

Leuthner, S.R. (2007). Psychological distress in parents of

children with severe congenital heart disease: the impact

of prenatal versus postnatal diagnosis. Journal of

Perinatology, 27, 687–692.

Cadman, D., Rosebaum, P., Boyle, M., & Offord, D. (1991).

Children with chronic illness: family and par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Pediatrics, 87, 884–889.



- 56 -

Chodorow, N.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lark, S.M., & Miles, M.S. (1999). Conflicting reponses: the

experiences of fathers of infants diagnosed with severe

congenital heart disease. Journal of the society of

Pediatric Nurses, 4(1), 7-14.

Connor, J.A., Kline, N.E., Mott, S., Harris, S.K., & Jenkins, K.J.

(2010). The Meaning of Cost for Families of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24, 318-325.

Connor, J.A., & Thiagarajan, R. (2007).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Orphanet Journal of Rare Diseases, 2, 23.

Dadlani, G.H., Braley, K., Perez-Colon, E., Stapleton, G.,

Crawford, M., Turpin, D., Wilmot, I., Freire, G., Decker,

J., & Martinez, R. (2011). Long-term management of

patients with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the

diagnostic approach at All Children’'s Hospital.

Cardiology in the Young, 21(Suppl. 2), 80–87.

Doherty, N., McCusker, C.G., Molloy, B., Mulholland, C., Rooney,

N., Craig, B., Sands, A., Stewart, M., & Casey, F. (2009).

Predictors of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mothers and

fathers of infants born with severe congenital heart

disease.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7(4), 390–400.

Ellinger, M.K., & Rempel, G.R. (2010). Parental Decision Making

Regarding Treatment of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Advances in Neonatal Care, 10(6), 316-332.

Fernandes, J.R.H. (2005). The experience of a broken heart.

Critical Car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7,



- 57 -

319-327.

Flouri, E. (2005). Fathering and child outcomes. West Sussex,

England: John Wiley and Sons Ltd.

Franich-Ray, C., Bright, M.A., Anderson, V., Northam, E.,

Cochrane, A., Menahem, S., & Jordan, B. (2013). Trauma

Reactions in Mothers and Fathers After Their Infant’s

Cardiac Surgery.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8(5),

494-505.

Gobel, L.A. (2004). The impact of a child's chronic illness on

fathers. Issues in Comprehensive Pedatric Nursing, 27,

153-262.

Goldbeck, L., & Melches, J. (2005). Quality of life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Quality of Life

Research, 14, 1915–1924 .

Harvey, K.A., Kovalesky, A., Woods, R.K., & Loan, L.A. (2013).

Experiences of mothers of infants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before, during, and after complex cardiac surgery.

Heart & Lung, 42, 399-406.

Hobson, B., & Morgan, D. (2002). Introduction (pp. 1-24). In

Babara Hosbon(ed.). Making Men into Fath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ffman, J.I.E., & Kaplan, S. (2002). The incidence of congenital

heart disease,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39(12), 1890-1900.

Hooper, C., & States, M. (2001). Masculinities, Internatinal

Relations, and Gender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Hovey, J.K. (2005). Fathers parenting chronically ill children:

concerns and coping strategies. Issues in Comprehensive



- 58 -

Pediatric Nursing, 28, 83–95.

Huang, Y.P., St John. W., Tsai, S-W., & Chen, H.J. (2011).

Taiwanese Fathers’ Experiences of Having Their Child

Diagnosed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9(4), 239-248.

Jackson, A.C., Frydenberg, E., Liang, R.P.-T., Higgins, R.O., &

Murphy, B.M. (2015). Familial Impact and Coping with

Child Heart Disease: A Systematic Review. Pediatric

Cardiology, 36, 695–712.

Kon, A. (2008). Healthcare providers must offer palliative

treatment to parents of neonates with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62, 844–848.

Koyak, Z., Harris, L., de Groot, J.R., Silversides, C.K., Oechslin,

E.N., Bouma, B.J., Budts, W., Zwinderman, A.H., Van

Gelder, I.C., & Mulder, B.J.M. (2012). Sudden Cardiac

Death in Adult Congenital Heart Disease. Circulation,

126, 1944-1954.

Lamb. M.E. (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ew york: Willey.

Lan, S.F., Mu, P.F., & Hsieh, K.S. (2007). Maternal

experiences making a decision about heart surgery for

their young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6, 2323–2330.

Lawoko, S., & Soares, J.J.F. (2002). Distress and hopelessness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parents of children with other diseases, and parents of

healthy childre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2,

193–208.



- 59 -

Lawoko, S., & Soares, J.J.F. (2006). Psychosocial morbidity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Heart Lung, 35, 301–

314.

Lawoko, S., & Soares, J.J.F. (2007).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and well-being among parents of congenital

heart disease children: development of a conceptual model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21, 106–117.

Lee, A., & Rempel, G.R. (2011). Parenting children with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Finding a balance.

Journal for Specialists in Pediatric Nursing, 16, 179–189.

Majnemer, A., Limperopoulos, C., Shevell, M., Rohlicek, C.,

Rosenblatt, B., & Tchervenkov, C. (2006). Health and

well-being of children with congenital cardiac

malformations, and their families, following open-heart

surgery. Cardiology in the Young, 16, 157-164.

Marelli, A.J., Ionescu-Ittu, R., Mackie, A.S., Guo, L., Dendukuri,

N., & Kaouache, M. (2014). Lifetime Prevalence of

Congenital Heart Disease in the General Population From

2000 to 2010. Circulation, 130, 749-756.

McCusker, C.G., Doherty, N.N., Molloy, B., Casey F., Rooney,

N., Mulholland, C., Sands, A., Craig, B & Stewart, M.

(2007). Determinants of neuropsychological and behavioural

outcomes in early childhood survivors of congenital heart

disease.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92, 137-141.

McCusker, C.G., Doherty, N.N., Molloy, B., Rooney, N.,

Mulholland, C., Sands, A., Craig, B., Stewart, M., &

Casey, F. (2009). A controlled trial of early interventions



- 60 -

to promote maternal adjustment and development

in infants born with severe congenital heart disease.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6(1), 110-117.

Mercer, R.T. (2004). Becoming a Mother Versus Maternal Role

Attainmen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6(3), 226-232.

Mercer, R.T., & Walker, L.O. (2006). A Review of Nursing

Interventions to Foster Becoming a Mother.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35, 568-582.

Palkovitz, R., & Palm, G. (2009). Transitions within Fathering.

Men’s Studies Press, 7(1), 3-22.

Park M. (1996). Pediatric Cardiology for Practitioners (3rd edn.).

St Louis: Mosby.

Paul, S.P., Zaborowski, K., Moakes, L.C.A., & Sanjeevaiah, M.K.

(2013). At a glance: children with heart conditions in the

community. Journal of Family Health Care, 23(7), 18-21.

Paul, S.P., Tukmachi, F., Hicks, T., Blaikley, S., & Peddamuntala,

H. (2012) The infant in the community: the first two

months of life. Community Practioner, 85(12), 40-43.

Paul, S.P., Heaton, P., & Routley, C. (2013) A child with high

fever: Kawasaki disease. British Journal of Nursing, 22(5)

200-203.

Pruett, K. (2000). Father need: Why father care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New York: Free Press.

Rempel, G.R., Ravindran, V., Rogers, L.G., & Magill-Evans, J.

(2013). Parenting under Pressure: a grounded theory of

parenting young children with life-threatening congenital

heart diseas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9(3), 619-

630.

Roopnarine, J.L., & Miller, B.C. (1985). Transitions to fatherhood.



- 61 -

In Dimensions of fatherhood. In S.M.H. Hanson and F.W.

Bozett(eds). (pp. 49–63). CA: Sage Publications.

Ryan, J.L., Ramsey, R.R., Fedele, D.A., Wagner, J.L., Chaney,

J.M., & Mullins, L.L. (2011). The Relationship of Father

Parenting Capacity Variables to Perceived Uncertainty in

Youth With a Chronic Illness, Children’s Health Care,

40, 297–310.

Sandelowski, M. (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d Nursing Science, 8(3), 27-37.

Sarkadi, A., Kristiansson, R., Oberklaid, F., & Bremberg, S.

(2008).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cta

Pædiatrica, 97, 153–158.

Scholler, G., Kasparian, N., & Winlaw, D. (2011). How to treat:

congenital heart disease. Australian Doctor, 21. 27-34.

Spijkerboer, A.W., Helbing, W.A., Ad Bogers, J.J.C., Domburg,

R.T.V., Verhulst, F.C., & Utens, E.M.W.J. (2007). Long-

term psychological distress, and styles of coping,

in paren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underwent

invasive treatment for congenital cardiac disease.

Cardiology in the Young, 17, 638-645.

Sullivan-Bolyai, S., Rosenberg, R., & Bayard, M. (2006). Fathers’

reflections on parenting young children with type 1

diabetes. MCN: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Child

Nursing, 31, 24–31.

Svavarsdottir, E.K., & Rayens, M.K. (2005). Hardiness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asthm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0(4), 381-390.

Swallow, V., Macfadyen, A., Lambert, H., Santacroce, S., Olley,



- 62 -

R. (2009). Fathers and mothers of children with long term

kidney conditions: a qualitative study of their contributions

to their childs healthcare (Nephrology and clinical genetics

joint session).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94, A34

–A37.

Swallow, V., Macfadyen, A., Santacroce, S.J., & Lambert, H.

(2011). Fathers' contributions to the management of their

child's long-term medical condition: a narra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Health Expectations, 15, 157–175.

Tseng, Y-S., & Verklan, M.T. (2008). Fathers in situational

crisis: A comparison of Asian and Western cultures.

Nursing and Health Sciences, 10, 229–240.

Van der Linde, D., Konings, E.E.M., Slager, M.A., Maarten,

W.M., Helbing, W.A., Takkenberg, J.J.M., &

Roos-Hesselink, J.W. (2011). Birth Prevalence of Congenital

Heart Disease Worldwid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58(21), 2241-2247.

Vernon, S., Finch, M., & Lyon, J. (2011). Adult congenital heart

disease: The nurse specialist’s role. British Journal of

Cardiac Nursing, 6(2) 88-91.

Wilson, W., Taubert, K.A., Gewitz, M., Lockhart, P.B., Baddour,

L.M., Levison, M., Bolger, A., Cabell, C.H., Takahashi,

M., Baltimore, R.S., Newburger, J.W., Strom, B.L., Tani,

L.Y., Gerber, M., Bonow, R.O., Pallasch, T., Shulman,

S.T., Rowley, A.H., Burns, J.C., Ferrieri, P., Gardner, T.,

Goff, D., Durack, D.T. (2007). Prevention of Infective

Endocarditis Guidelines From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Circulation, 116, 1736-1754.



- 63 -

부록 1. 심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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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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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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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vere congenital heart disease

1) All those with cyanotic heart disease

(1) D-trans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

(2) Tetralogy of Fallot, including pulmonary atresia and absent

pulmonary valve

(3) Hypoplastic right heart

Tricuspid atresia

Pulmonary atresia with an intact ventricular septum

Ebstein anomaly

(4) Hypoplastic left heart

Aortic atresia

Mitral atresia

(5) Single ventricle

(6) DORV

(7) Truncus arteriosus

(8) Total anomalous pulmonary venous connection

(9) Critical PS

(10) Miscellaneous uncommon lesions like double outlet left

ventricle, certain unusual malpositions and some forms of

L-transposition of the great arteries.

2) Acyanotic lesions

(1) AVSD

(2) Large VSD

(3) Large PDA

(4) Critical or severe AS

(5) Severe PS

부록 5. 선천성 심장병 중등도에 따른 분류기준

         (Hoffman & Kapl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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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ritical Coarctation

2) Moderate CHD

(1) Mild or moderate AS or aortic incompetence

(2) Moderate PS or incompetence

(3) Noncritical Coarc

(4) Large ASD

(5) Complex forms of VSD

3) Mild CHD

(1) Small VSD

(2) Small PDA

(3) Mild PS

(4) Small A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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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s’ role has gained attention with the advent of modern

society because of the increase of dual income family and the

importance of the father's role. But sudden diagnosis of a severe

congenital heart disease of a child gives parents psychological,

physical and economic difficulties and as the child's surgery

accompanies the risk of re-surgery and after-effects, it places

long term burden for the parents, which is serious since it

lowers the role-playing ability of a father.

However, since distress of father is not easily revealed in

reality due to masculinities to maintain sense of control and

influence of confucian conventions of society of Korea. So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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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to overlook the role of a father as our nursing client and

caregiver for a child.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more fully understand the

fathering experience of young children with severe congenital

heart disease in the process of growth from the birth of the child

and on what meaning this experience to the father and what

changes to the father.

After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Subjects Review Board, data were gathered from

February to March 2015. For recruiting the participants, one

online communities related to congenital heart disease were used.

Sampling continued until data saturation was reached and finally

9 subjects were involved. Interviews were audio-recorded

digitally and transcribed verbatim.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9 fathers with children under age 5 who underwent heart surgery

within recent 5 years. Duration of interviews lasted 1 and a half

hour on average.

Using the thematic analysis method of Braun and Clarke, a

total of 72 code statements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by the

author of this study and following 3 themes and 9 sub-themes

were drawn out. The 3 themes were (1) Heart-breaking suffering

from severe congenital heart disease (2) Self-reflection after a

great struggle (3) A changed life of a father.

The core result of this study on fathering experience was that

although paternal responsibility and burden increase with the

birth of the child with severe congenital heart disease and

parents suffer from predicaments during fight against disease and

in course of the child's growth, parents come to accept given life

through the course of coping and experience the valu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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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s existence itself and the joy of growth process of the

child.

In this process, although father's suffering can be overlooked

because a father of a child with severe congenital heart disease

suppresses his own emotions, the father also suffers from

considerable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us needs help as well.

In coping with that situation, a father uses many coping

strategies. Even though the fathering of young child with severe

congenital heart disease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fathers, the father is different in that he suffers from more

psychological distress and uses more coping than general fathers

do.

This study explored fathering experience of young children

with severe congenital heart diseases including paternal distress,

coping strategies, changing role and lives of the fathers from the

birth of children through the process of growth. These findings

will help seek out directions of family centered care which

involves fathers in the process of children's caring and nurturing.

Meanwhil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upport for the mental health of the fathers of

children with severe congenital heart diseases. More than

anything else, the study pointed out that medical staff should

involve fathers in the treatment of the children with positive

attitude. Understanding fathers and preparing conditions in which

fathers can actively participate will help cope with pains fathers

suffer, which in turn help enhance the sense of happiness

growing childre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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