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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만성 신경학적 질환인 뇌전증은 질병에 대한 낙인이 비교적 심한 사
회적 질환으로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
과 함께 심리사회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
심과 배려,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
락 안에서 이들이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
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돌
봄 체험을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연구설계는 하이데거의 실존적 인간론을 철학적 관점으로 하고, 부분
과 전체의 순환을 통해 이해를 넓히는 반 마넨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
을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뇌전증을 진단받고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자
녀를 둔 12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
월까지 개인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하
에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여 진행된 각 면담은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이
루어졌으며, 평균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은 녹음한 후
참여자의 말 그대로 필사하였다. 그 외에도 뇌전증 관련 용어 어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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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구 탐색, 문학 예술 작품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총 여섯 개의 주제와 14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일상과 일생을 뒤흔든 불청객, 경련’으로, 이는 뇌전증 진
단, 발현 양상, 대처와 관련된 내용이다. 두 번째 주제는 뇌전증의 사회
적 낙인과 관련된 주제로 ‘뿌리박힌 낙인으로 인한 상처’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주제는 모성에 관한 것으로 ‘삶의 걸림돌이자 동력인 모성’으로
도출되었다. 네 번째는 ‘자식의 병으로 비중이 높아진 인간관계’로 뇌전
증으로 인해 보다 중요해진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다섯 번째 주제
는 참여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희망에 관한 것으로 ‘놓을 수 없는 염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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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원’으로 도출되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소진 속에서 정련되어가는 자
신’으로 참여자의 신체와 자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낙인과 경련하는 자식을 돌보는 이중의 고통을 통해 정련되어
감’이 최종 진술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여섯 가지 주제로 드러난 뇌전증
자녀 어머니의 돌봄 체험의 본질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돌봄 체험은 사회적 편견과
몰이해로 점철된 뇌전증을 앓는 자식을 돌보는 극한의 힘겨움으로 인해
움츠러들고 소진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존재 의미를 깨닫고, 자신 앞에 놓인 힘겨움을 수용하며 실존적
삶을 살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뇌전증 자녀 어머니들
의 이러한 돌봄 체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한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뇌전증 자녀 어머니들에 대한 의료인과 대중들의 민
감성과 통찰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뇌전증 자녀와 어머니뿐
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녕과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뇌전증, 어머니, 돌봄, 질적 연구
학 번: 2012-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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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뇌전증은 가장 흔한 신경학적 만성질환중 하나로 신경생물학적, 인지
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다(Fisher et al., 2005). 전 세
계적으로 약 오천만에 달하는 인구가 뇌전증을 앓고 있고(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2), 2009년 국내 유병자 추정 수는 인구
1000명당 3.52 명이다(대한뇌전증학회 역학위원회, 2013).
뇌전증은 질병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몰이해, 낙인, 편견이 심
하여 여러 나라에서 뇌전증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im, Kang, Lee, Huh, & Lee, 2014). 우리나라도 뇌전증에 대한 대
중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높은데(Choi-Kwon et al., 2003), 2012년
‘간질’에서 ‘뇌전증’으로 개명은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는 뇌전증에 대한
낙인과 편견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뇌전증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질병의 심리사회
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Guo et al., 2012; Jacoby et al.,
2008; Quintas et al., 2012), 뇌전증 환자에 대한 낙인은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심리를 유발하여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hatla, Sayyah, Azzam, & Elsayed,
2011).
자녀의 뇌전증 진단은 가족 중 특히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급
작스럽게 나타나는 질병 발현 양상과 후유증으로 인한 돌봄 부담뿐만 아
니라 질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어머니들의 힘겨움을 더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뇌전증 자녀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신체, 정서적 안녕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고(임숙진, 2014), 뇌전증 자녀의 건강상태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 제공자가 어머니로 제시 되고 있는 연구 결과(Ferro, Avison,
Campbell, & Speechley, 2011)와 뇌전증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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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연구에서 대상자 대부분이 어머니인 점 또한 뇌전증 자녀 돌봄에
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뇌전증 자녀 어머니에 대한 선행 연구는 양적 연구가 다수를 이루는
데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삶의 질은 대조군에 비해 낮고(김노은,
2009; Lv et al., 2009)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부담은 높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최윤실, 2012; Ramaglia et al., 2007; Wirrell,
Wood, Hamiwka, & Sherman, 2008). 설문지 기반의 양적 연구는 뇌전
증 자녀를 둔 어머니들만이 겪고 있는 독특한 경험 세계에 대한 깊이 있
는 이해와 이들에 대한 간호 요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질적 방법에 의한 풍부하고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뇌전증은 경련 재발뿐만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경련 양상이
바뀌기도 하고, 행동, 학습,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며(Rodenburg,
Wagner, Austin, Kerr, & Dunn, 2011) 만성질환 특성상 소아나 아동
기에 발병하더라도 완치가 어려워 성인기에도 질병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아기, 혹은 아동기에 뇌전증 진단을 받은 자녀가 성인으
로 성장한 경우라도 어머니의 자녀 돌봄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진단 초기 부모나(Ferro et al., 2011) 학령기, 혹은 아동
을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김노은, 2009; 김소희, 2009; 박소
연, 2014; 최윤실, 2012)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이른 자녀
를 여전히 돌보고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이해를 주기에는 부족함이 있
다. 따라서 발달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뇌전증 자녀
를 둔 어머니들의 돌봄 체험에 대한 깊고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의 영향 아
래에서 곁에서 함께 존재하는 타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Heidegger, 1927/1962). 오랜 세월 사회 구성원 간에 뿌리박
힌 부정적 인식이 강한 뇌전증이 자식의 일이 되었을 때 어머니들은 아
픈 자식을 돌봐야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하고 이것은 잠재적으로 이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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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이라 사료되지만 이들이 실제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들의 시각과 견해에서 탐구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이데거의 실존적 인간론의 관점을 철학적 가정으로
하여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돌봄 체험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뇌전증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어머니들에 대한 의료인들
의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가족 전체의 안녕과 적응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중재개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의 본질을 하이데거
의 실존론적 인간론을 철학적 관점으로 하여 반 마넨(Van Manen)에 의
해 제시된 분석법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
구 문제는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의 본질과 구조는 무엇
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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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에 대한 이해를 위
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를 위한 철학적 가정과 방법론에 관해
고찰하였다.

1. 뇌전증 자녀 돌봄
자녀의 뇌전증이 부모 및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국내
외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녀의 뇌전증과
관련한 다수의 문헌에서 어머니가 주 돌봄자로 제시되고 있고(Holmes,
2009)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참여자의 대부분이 어머니였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뇌전증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의 질을 살펴 본
연구(Lv et al., 2009; Terra et al., 2011), 뇌전증 자녀 어머니의 우울
이나 불안 정도를 살펴보거나 이러한 정서가 가족이나 뇌전증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Akay, Kurul, Ozek, Cengizhan, Emiroglu, &
Ellidokuz, 2011; Chapieski et al., 2005; Ferro & Speechley, 2009),
뇌전증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Rodenburg,
Meijer, Dekovic, & Aldenkamp, 2007; Wirrell et al., 2008)가 주로
이루어졌고 이 밖에 뇌전증 자녀 어머니의 피로(Jan, 2006)나 뇌전증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적응에 관한 연구(Shore, Austin, &
Dunn, 2004; Ramaglia et al., 2007) 등이 있었다. 주로 대조군 설정을
통하여 우울, 삶의 질, 불안정도 등을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었다.
국내 연구도 주로 뇌전증 아동 부모의 삶의 질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보거나(김노은, 2009; 최윤실, 2012),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뇌전증
에 대한 지식, 태도, 불안 및 대처에 관한 연구(박소연, 2014) 등이 있었
고 질적 연구로 간질 아동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김소
희, 2009)과 케톤생성 식이요법 시행 소아간질 환아 어머니의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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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박가영, 2006)가 있었다.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질은 일반 성인의 삶의 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대상자 대부분이 어머니였
던 김노은(2009)의 연구에서 이들의 삶의 질은 중년기 성인 삶의 질보
다 낮게 나타났고 종교, 가족 월수입, 고용 여부, 간질 아동 나이와 동반
장애 유무, 지각된 낙인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대조군 설정을 통하여 뇌전증 자녀 부모의 삶의 질을 살펴 본 Lv 등
(2009)의 연구에서도 대상자 70% 이상이 어머니였는데, 대조군에 비해
삶의 질이 상당히 낮았다. 뇌성마비가 있는 자녀 어머니의 삶의 질 또한
자녀가 뇌전증을 동반한 경우 뇌성마비만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들 보다 삶의 질이 훨씬 낮았는데 발작 가능성으로 돌봄 역할을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한시도 혼자 둘 수 없어 어머니 홀
로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지적하
고 있었다(Terra et al., 2011).
한편, 뇌전증 아동 어머니의 삶의 질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최윤실, 2012)에 따르면, 조사 대상 70% 이상의 어머니들이 심
각한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나타내었고 양육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외 선행 연구에서도 자녀의 뇌전증은 어
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소진상태에서 양육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동료, 친척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만을 위한 시
간을 가지지 못하였다(Wirrell et al., 2008).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연구 중 우울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대부분 대조군 설정으로 우울 정도를 비교하거나, 어머니의
우울 관련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erro, Avison, Campbell,
& Speechley, 2011; Ferro & Speechley, 2009). 우울을 가중 시키는
요인으로는 질병불확실성과 그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역할 관계 등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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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모호해짐으로써 발생하는 가족경계 모호성이 제시되었다(Mu, Wong,
Chang, & Kwan, 2001).
한편, 뇌전증 자녀 어머니들이 정상 발달 자녀를 기르는 대조군에 비
해 자녀와 지지적이고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저히
높은 우울과 불안을 나타내었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Akay et al,
2011).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들의 불안이 높음을 보
고하였는데(박소연, 2014) 뇌전증 자녀 어머니들은 뇌전증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고, 질병으로 인한 이차적 신체 손상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
에 대한 염려와 치료 효과에 대해 높은 불안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외에도 자녀의 뇌전증 진단으로 인해 부모의 상당
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고
있으며(Iseri, Ozten, & Aker, 2006) 자녀 상태에 대한 적응문제 또한
겪고 있었는데 자신의 우울증, 자녀의 발작 조절에 대한 자신감 부족,
가족의 일상 활동 유지를 할 수 없는 것 등과 같은 점에서 부적응을 보
였고, 뇌전증 자녀가 나타내는 행동 문제가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Shore et al., 2004).
한편, 다수의 문헌에서 어머니의 정서 상태와 자녀의 신체, 정신적 안
녕의 관련성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대처 자원 부족과 가족 스트레스 증
가로 인해 어머니의 불안 수위가 높아지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과잉보
호와 지시적 행동이 유발되고 이것은 결국 자녀의 행동문제를 악화시키
게 된다(Chapieski et al., 2005). Ramaglia 등(2007)도 자녀의 뇌전증
진단으로 어머니들의 양육 부담이 높아지고 자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고
조되면 어머니들이 자녀를 과잉보호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자녀의 행동
문제 유발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임숙진(2014) 또한 아동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모아 상호작용의 주도자인 어머니의 심신 상태가 안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어머니 정서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어머니
의 부정적 정서가 본인이나 뇌전증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녕과
가족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선행연구도 있었다(Akay et
al, 2011; Iseri, Ozten, & Ak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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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수행된 질적 연구로 케톤생성 식이요법 시행 소아간질 환아
어머니의 경험을 연구한 박가영(2006)은 어머니들이 식이요법에 대한
구체적 교육과 정확한 정보 없이 주로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다른 어머니
나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로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식이요법 시행으로 아동의 심리적 변화가 가시적이었으나 이에 대한 효
과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어머니의 심적 부담이 높아짐을 경험한다
고 보고하였다.
한편, 간질 아동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김소희, 2009)
이 시도되었는데 이 연구는 뇌전증 진단에서 수용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의 적응과 관련된 과정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근거이론 방법에 따
라 실체 이론 개발을 목적으로 어머니들의 경험을 인과적 요소, 상황적
요소, 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결과를 포함하는 패러다
임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뇌전증 진단에서 적응까지 과정
에 대한 설명력은 높을 수 있으나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돌봄에
대해 경험의 맥락적 측면에서 심층적인 이해를 얻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고 생각된다. 즉, 어머니들이 뇌전증 자녀를 돌보는 개별적인 체험을 스
스로가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짓고, 해석하고 있는가에 관한 통찰을 얻
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9세에서 18세까지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
험으로 국한하여 진행된 연구이므로 성인이 되어도 자녀 돌봄이 유지되
고 있는 어머니들의 돌봄 체험을 드러내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 대부분이 뇌전증 자녀 어머니들의 심리, 정서적
힘겨움에 관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연구로 진행되
었다. 양적 연구에 기반을 둔 이해는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연구로 뇌전증 자녀를 직접 돌보는 어머니들의 돌봄 체험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질적 연구로 수행된
연구라 할지라도 과정적 요소에 초점을 둔 근거이론적 접근은 어머니들
의 뇌전증 자녀 돌봄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층적 이해를 얻기에는 부족하
다. 따라서 뇌전증 자녀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들의 직접적인 경험과 다
양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총체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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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학적 가정
1) 간호학과 현상학
르네상스 이후 물리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간
경험도 수량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 간호학도 ‘양적 과학’
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양적 혹은 인과 관계로 해명하고자 하는
양적 분석 방법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인문 사회학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
로 질적 연구가 점차 증가하였고 후설, 하이데거, 퐁티, 사르트르와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현상학은 간호학적 질적 연구의 다양한 철학적
기반이 되고 있다(이남인, 2014).
현상학은 사유의 중요성을 인식한 칸트의 영향으로 후설이 창시하였
다. 개인의 의식에 주어지는 경험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
며 따라서 개인의 고유성과 주관성을 중시하고 경험의 의미 발견에 있어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대상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한다(Giorgi,
2009). 또한 현상의 본질을 봄에 있어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 삶의 경
험을 탐구 하고자 한다(McConnell-Henry, Chapman, & Francis, 2009a).
현상학은 또한 일상 삶에서 얻는 경험의 의미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자와의 관계성과 맥락에 비추어 해석하고자 하는데 이
러한 현상학적 지향은 인간의 실재적, 잠재적 건강문제 및 이에 관한 인
간의 반응을 다루는 예술이자 과학으로서의 간호학 연구를 위한 훌륭한
사고의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Benner, 1985; Lopez & Willis, 2004).
철학으로서의 현상학은 지오르지, 반 캄, 꼴라지 등의 심리학자와 교
육학자 반 마넨에 의해 간호학, 교육학 등의 경험과학 분야를 위한 구체
적 방법론적 지침으로 제시되었다(Rapport, 2001).
다른 여타 학문보다 특히 간호학에서 현상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현상학의 근본이념과 간호가 지향하고 추구하는바
간에 공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우선, 개인의 고유성과 주관성을 중시하고 모든 대상에 대해 열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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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취하는 현상학적 태도(Giorgi, 2009)는 인간을 바라봄에 있어 총체
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대하고자 하는 간호의 이념과 잘 맞닿아 있
다(Edward, 2006). 또, 개인의 내적 경험을 드러내 밝힐 수 있는 현상
학적 분석 방법은 간호에서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고유성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Lopez & Willis, 2004) 보다 사려 깊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 연구자뿐만 아니라 임상 현장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현상학에 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상학의 탐구 주제인 체험의 본질이
간호사에게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간호사들은 간호
현장에서 환자나 그 가족들을 대함에 있어 양적 방법으로는 얻어내기 어
려운 환자와 환자 가족의 질병 체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해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게 된 것이다(Rapport
& Wainwright, 2006).
마지막으로 현상학은 Carper가 제시한 간호지식의 네 가지 패턴 중
미학적 지식(Carper, 1978)에 부합하는 간호지식 창출에 도움이 된다.
미학적 지식은 간호사로 하여금 체험에 관한 독특하고 중요한 점을 꿰뚫
어 볼 수 있도록 섬세함과 통찰력을 주는데, 실증주의적 태도에 의한 대
상자 이해가 아니라 문학, 예술 작품, 언어 등에 함축되어 있는 현상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현상학적 방법(Van
Manen, 1990)은 간호의 미학적 지식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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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데거의 실존적 인간론
인식론에 집중하여 해석이나 성찰을 거치지 않고 의식에 떠오르는 그
대로 기술함으로써 경험의 본질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후설과 달리
하이데거는 존재론에 집중, 어떤 것의 존재를 묻는 것은 그 현상의 본질
이나 의미를 묻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며(McConnell-Henry, Chapman,
& Francis, 2009b) 존재 의미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해석학적 현상학을
전개하였다(Heidegger, 1927/1962).
하이데거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를 ‘현존재(Dasein)’라 하였는데 현존재는 그 자체의
목적으로 존재하며 자기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소광희,
2003).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때 실존
이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인간 특유의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 즉,
현존재는 자신이 처한 현실 세계를 인식,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존재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는 가운데 자신을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던지며 삶을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 존재이다(박
찬국, 2004).
한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계에 던져진 현존재는 주변 다른 존
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이것은 현존재 삶의 필연적 모습이다
(박찬국, 2004). 자신을 둘러싼 세계 안에서, 다른 존재자들 곁에서, 다
른 존재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현존재의 존재 양식을 하이데거는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라 하였다. 이 때 세계(Welt)는 현존재가 이
세상에 던져져 살아가는 동안 그 안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사
회, 문화, 환경적 맥락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현존재의 존재를 위한 전
제조건이며(Leonard, 1989) 따라서 현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전통
과 문화의 지배 아래에 있다(박찬국, 2008).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현존재는 대부분의 경우
일상성에 몰입되어 자신이 던져진 사회의 관습이나 생활방식에 따라 살
아가며 하이데거는 이러한 삶을 ‘비 본래적 삶’이라 하였다. 비 본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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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의 존재자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서로 밀접한 지
시연관을 갖는 하나의 도구로서 의미를 갖는 낯익고 자명한 것으로 나타
나게 된다(소광희, 2003). 일상적 삶에서 낯익고 자명한 도구로서의 존
재자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 도구로서가 아닌 자체적 존재 의미와 충만함
을 가진, 낯설고 경이로운 존재임이 드러난다(박찬국, 2004).
한편, 하이데거는 일상적으로 사람은 언제나 어떤 정서 혹은 기분 상
태에 있다고 하며 이러한 정서 상태를 ‘정상성’으로 표현하고, 현존재의
기본적 실존 범주로 보았다. 정상성의 한 양식인 불안은 현존재에게 자
신의 고유한 존재를 자각하고 실존하게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
자들 또한 다른 존재자들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 인정할 수 있
게 하는 계기가 된다(박찬국, 2004). 불안은 생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일상적 삶을 사는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인간은 불안으로 일상적 세계의 무의미성과,
자신이 탄생과 죽음에 불가항력적인 유한한 시간 속의 존재라는 사실에
직면한다. 이 때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인간 일반의 죽음이 아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며 현존재는 이 자각을
통해 자신의 삶과 존재 전체의 의미를 묻고 실존적 결단을 통해 본래적
실존으로 비약하게 된다(박찬국, 2004).
존재 의미 이해를 위한 다양한 사유에 더하여 하이데거는 인간은 본성
적으로 해석하는 존재이며 어떤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 주관을 완전히 배
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의미의 파악
은 그 현상에 대한 어렴풋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되는데(McConnell‐
Henry et al., 2009) 선이해(pre-understanding)와 이해(understanding)
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을 통하여 현존
재는 현상이나 경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Koch, 1995). 즉 현존
재의 존재 이해는 원래 가지고 있는 어렴풋한 존재이해를 바탕으로 자신
의 존재 의미를 묻고, 여기에서 존재 일반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식으로
진행되는 전체에서 부분, 부분에서 다시 전체로 돌아가는 해석학적 순환
의 과정이다(소광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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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살펴 본 하이데거의 실존적 철학 관점은 간호 실무에 있
어서 대상자에 대한 단순 처치, 검사 시행 등이 간호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대상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진정한 돌봄이 무엇인지에
관해 반성(reflection)하게 하는 중요한 시각적 틀을 제공해준다(공병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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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론적 고찰: 반 마넨의 해석학적 현상학
반 마넨은 현상학 연구를 생활 세계의 일상 체험의 본질과 의미를 깊
이 이해하기 위해 체험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규정하였다. 그는 현상학적
방법의 핵심 요소를 ‘현상학적 기술’(phenomenological description)이라
하였다. 이때의 ‘기술’은 현상학적 핵심 요소인 드러나는 그대로의 ‘기
술’(description)뿐만 아니라 해석학적 핵심 요소인 ‘해석’(interpretation)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Van Manen, 1990).
반 마넨은 체험의 본질 구조 해명을 위한 4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특정 체험으로 시선 돌리기는 연구자가 관심 현상에 지향하는
작업으로 연구자는 현상학적 물음 형성과 현상에 대한 자신의 선이해,
가정 등을 분명히 인식하고 밝힘으로서 가정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 이
점은 판단 중지를 통해 현상의 순수한 본질 그 자체를 파악하고자 했던
후설과 다른 점이다(McConnell-Henry et al., 2009a).
둘째, 체험한 데로 체험 탐구하기는 현상에 관한 연구자 자신의 체험
을 경험적 용어로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현상 관련 용어 어원,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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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를 탐색하고 현상을 경험한 타인을 심층면담, 관찰하며 문학 예술
작품 등을 통해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는 과정이다. 이 과
정은 현상학적 기술은 ‘나’의 체험은 ‘우리’ 혹은 ‘너’에 의해서도 체험될
수 있다는 상호주관성, 보편성을 지닌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셋째,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Hermeneutic Phenomenological Reflection)
으로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체험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얻
을 수 있다. 반 마넨은 다차원적, 다층적 본질의 의미 구조는 주제 분석
을 통해 얻어진다고 하였다. 주제는 어떤 체험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수단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의 본질을 표현하지만 개념을 환원시킨
것으로, 어떤 개념의 경험적 의미의 깊고, 완전한 모습을 다 드러내지는
않는다. 주제 분석은 텍스트 전체의 전반적 의미 파악, 선택적 파악, 세
부적 파악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핵심 연구방법으로 글쓰기와 고쳐 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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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체험을 기술한다. 글쓰기는 연구자가 자신과 체험 간에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높여 체험의 실존
적 구조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생활 세계 체험을 추상화시키는 동
시에 체험의 핵심을 드러냄으로써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한다.
반 마넨은 이러한 체험 연구의 전반적 과정에서 연구자가 체험 현상
과 강하고 지향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체험에 대해 깊고 풍부한 기술을
할 것과 전체와 부분에 대한 고려로 연구 맥락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내외에서 반 마넨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으로 수행된 연구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였고 연구 주제와 대상자도 다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0년대 이후 반 마넨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으
로 이루어진 국내외 간호학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보았다.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는 연구 진행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국내 선행
연구 대부분은 반 마넨이 제시한 체험의 본질 구조 해명을 위한 네 가지
방법적 절차에 충실하여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연구자 가정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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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실존적 탐구를 위한 어원 추적, 속담 및 관용어구 조사, 문학 예
술 작품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참여자로부터 얻은 자료에 대한 주
제 분석도 텍스트 전체의 전반적 의미 파악과 선택적 파악, 세부적 파악
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강현임, 2010; 김주연, 이영휘, 조의영과 강혜
원, 2014; 양진향, 2008; 이영숙과 태영숙, 2012).
주제와 대상자는 다양하여 반 마넨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이 다
양한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주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여성 유방암환자의 성생활 경험 연구(이경남과 이동
숙, 2011)와 같이 다루기 민감한 주제나 한센병 환자 경험 연구(김지혜,
2004)와 같이 접근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대상자의 경험에 관하
여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어원 추적과 영화와 소설, 그림, 조각, 사진 등
의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대상자들의 경험에 대해 양적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총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허용해주었다.
뇌전증 연구로 청소년 간질 환자의 생활세계 경험 연구가 반 마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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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박영숙, 정은남과 양진향, 2011) 뇌전증 청소년
에 대한 심층면담과 관련 문학작품 및 어원 추적 자료를 반 마넨의 네
가지 실존체를 토대로 분석하여 청소년 간질 환자의 경험 세계를 풍부하
게 드러내주었다.
한편 국외에서도 반 마넨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으로 진행된 다수
연구가 있었지만 국내 선행 연구와 달리 국외 선행 연구 대부분은 주제
분석에서 전체론적 접근과 선택적 접근, 세부적 접근을 따르는 것 외에

․

어원, 관용구, 문학 예술 작품 등을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가 없었다
(Burkhard, 2013; Ek et al., 2014; Lauver, 2010). 건강문제를 가진
아이를 돌보는 위탁 부모의 경험을 연구한 Lauver(2010)는 연구자 가정

․

과 선이해 기술은 있었으나 실존적 탐구를 위한 어원, 관용구, 문학 예
술 작품 분석 없이 위탁부모 대상 심층면담 자료를 반 마넨의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 반성(reflection)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 연구에
서는 가다머의 지평의 융합이라는 관점에 바탕을 두고 반 마넨의 해석학
적 분석 방법에 따라 수행된 연구(Lyneham, Parkinson, & Denholm,
2008), 꼴라지와 반 마넨의 분석을 함께 사용하여 주제를 도출한 연구
(Gilmartin, 2004)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방법론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
었다.
한편,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하이데거의 철학적 관점과 반 마넨의 분
석법에 따라 진행된 선행연구도 있었다. Allan(2009)는 하이데거의 ‘세
계-내-존재’, ‘타인과 함께하는 존재’를 철학적 시각으로 하고, 반 마넨
의 방법으로 여성 노인 우울증 환자 경험을 분석하여 우울증이 ‘세계-내
-존재’로서의 삶이 필연인 인간에게 자기혐오, 세계로부터의 도피 등의
힘겨움을 줄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계 맺음’ 또한 박탈함을 드러내었다.
Mackey(2007)는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바탕으로 하고 반 마넨
의 분석방법으로 폐경 전 여성의 안녕에 관한 체험을 연구하였는데, 전
체에서 부분, 부분에서 전체로 이해를 넓혀가는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통하여 폐경 전 여성에 대한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폐경으로 이행하는
여성들의 체험을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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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을 심층적으로 파악
하고 그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인간론을 철학적 기
반으로 하여 반 마넨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
다.

2. 자료수집
1)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연구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에서는 연
구 현상을 생생하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참여자
(information-rich case)를 목적적(purposeful sampling)으로 선택한다
(Patton, 1990). 즉, 질적 연구에서의 관심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연구
현상에 대한 참여자의 경험, 사건이므로(Miles & Huberman, 1994) 연
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경험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는 것이다(Sandelowski,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에 대한 심
층적 이해와 기술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
이 정하였다.
첫째, 뇌전증 진단 받은 지 최소 1년이 경과하고 항경련제를 복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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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녀와 동거하며 주 돌봄 제공자인 어머니다.
둘째, 첫 번째 선정 기준을 충족한 자들 중에서 연구목적과 진행과정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기에 동
의하는 자 중 한글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 및 과정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들 중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일개 대학병원 신경과 뇌전증 전문의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참여자로부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다른 참여자를 소개 받
는 식의 눈덩이식 표출법(snowball sampling)을 함께 사용하여 모집 하
였다(Patton, 1990).
본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선정 방법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일개 대학병원 신경과 뇌전증 전문의를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자 선정 요건과 자료수집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 모집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
까지 총 13명의 적합한 대상자가 모집되었으며, 면담 실시 이전 연구자
가 전화 통화를 통하여 참여자 선정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와 연구 참여
에 대한 자발적 의사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였다. 이 중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1명, 뇌전증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자 1명, 뇌전증 이외 다른
중증 질환을 가진 자녀 어머니 1명, 면대면 심층 인터뷰에 대한 거부 의
사를 밝힌 1명을 제외하고 총 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평소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뇌전증 자녀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다른 어
머니를 소개 받아 총 3명의 연락처를 받았다. 전화 통화 결과, 시간상의
이유로 거부한 1명과 다른 중증 질환과 겹쳐진 대상자 1명을 제외한 1
명의 대상자가 모집되어 연구자 지인 포함 총 2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또 연구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뇌전증 환자를 통해 소개받은 뇌전증 자
녀 어머니 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여 총 12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
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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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방법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은 어떤 현상에 대해 더 이상의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시점, 즉 내용의 포화시점에 이를 때까지 행하게 된다. 다
양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자료는 포화 시점에 다다를 즈
음 어떠한 패턴이나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한다(Morse, 1995).
본 연구 참여자의 뇌전증 자녀 돌봄 체험은 2014년 12월말부터
2015년 2월말까지 2개월 동안 참여자 개별적으로 실시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1) 면담 시간 및 장소
면담 전 참여자 개별적으로 실시된 전화 통화를 통해 참여자가 편안
하고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5명은 참여자의 자
택에서 면담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7명의 경우 참여자의 자택 혹은 직장
부근의 조용한 카페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중 연구자 지인에 대한
면담은 지인의 일상을 참여관찰하기 위하여 3일간 오전부터 오후까지
동행 면담을 진행하였다. 1회 면담 시간은 최소 2시간 30분에서 최대 5
시간 30분, 평균 3시간 30분 정도 소요 되었다.
(2) 개별 면담 방법
1인당 1회 면담을 실시하였고 참여자 1명은 1차 분석 후 추가 질문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면담을 시행하였다. 2명의 참여자와는 지
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
충하였다. 면담 진행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함께
면담 내용을 자료화하기 위하여 면담 내용이 녹음된다는 것과 연구에 자
발적으로 참여, 탈퇴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마친 후 연구 참여 및 녹음
동의에 관한 자필 서명을 받고 시작하였다. 먼저, 준비된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와 면담자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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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질문이 오가게 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개별 심층 면담은 “뇌전증 자녀를 돌보신 경
험에 관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와 같은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
였다. 참여자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경청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
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참여자의 진술이 끊어지는 경우 연구자가 미리 준비해간 개방형 질문들
을 통하여 뇌전증 자녀를 돌보는 경험과 관련하여 자녀, 배우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및 자신에 관해 어떤 느낌을 받고 해석하고 있는지에
등에 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의 전 과정에서 눈 맞
춤, 고개 끄덕임과 같은 공감적 반응을 통하여 이들의 경험을 충분히 이
끌어 내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표정, 태도, 억양, 몸짓 등과 같은 비언어
적 표현들도 메모해 자료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 특성
에 관한 설문지와 면담 질문지는 각각 부록 3, 4에 수록하였다.
(3) 면담 자료 필사
면담 내용의 필사는 면담이 끝난 후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추적 가능한 정보는 기호화하여 참여
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면담 내용을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verbatim)
옮겼고, 면담 도중 작성한 연구자의 메모도 함께 기록하여 자료의 정확
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면담 진행 과정과 필사를 하면서 드는 연구
자의 느낌 등도 함께 메모하였다. 필사 도중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화로 보충 질문을 시행하여 내용을 명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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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분석을 위해 필사된 전체 자료는 A4용지 336쪽이었다. 자료분석은
반 마넨(1990)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먼저 필사된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료에서 전체적인 느낌을 갖고자 하였다. 다시 정독
하여 읽으면서 전체 자료 중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진술을 찾아 메
모를 하면서 텍스트 분리 작업을 시행하였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에 있
어 전반적 의미를 파악하는 전체론적 접근과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나 개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접근하였고 또한 세부적으로 문장 단
위마다 살펴보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를 찾아가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분석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진 가정과 선이해 등을 인식하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전체에서 부분, 부분에서 전체로의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주요 경험들을 코드화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코
드화된 각각의 분석 단위를 개념, 맥락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개념이나
주제끼리 묶어 재분류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섯 개의 본질적 주
제가 도출되었다.
그 외에도 반 마넨(1990)이 제시한 데로 뇌전증 자녀를 돌보는 경험
의 의미를 풍부하고 깊게 하기 위하여 연구자 경험, 뇌전증과 관련된 용

․

어의 어원, 관용어구, 문학 예술 작품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 연
구 참여자의 경험 진술로부터 도출된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
로 두고 비교, 검토하여 전체적인 현상 기술에 참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경험 진술에서 도출된 주제 진술을 해석학적 현상학적 이야기
로 재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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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의 질 확보
본 연구 결과의 질 확보를 위하여 Guba와 Lincoln(1981)에 의해 제
시되고 Sandelowski에 의해 질적 연구의 엄밀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재정리 된 4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다(Sandelowski, 1986).

1) 신빙성(Credibility)
신빙성은 관심 현상에 대한 기술과 해석이 참여자가 살아진 데로, 인
식한 데로 발견되고 기술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술과 해석을 보고 그것을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충실하게 기술된 것이라고 할 만큼 경험과 현상이 사태에 충실하여 기술
되고 해석되었을 때, 혹은 다른 독자나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읽은 후
그러한 현상을 접했을 때 그 현상을 알아차리는 경우에도 신빙성이 확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뇌전증 자녀 돌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이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참여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녹음된 체험 내용에 대한
필사는 연구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접 시행하여 자료의 누락, 왜
곡이 없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대면, 전화 통화, 문자 등을 통
하여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경험 진술뿐
만 아니라 영화, 만화작품 등 뇌전증 자녀 돌봄 체험을 잘 표현하기 위
하여 다양한 자료원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과 해석의 신뢰성을 위하
여 질적 연구자 1인의 동료 피드백을 받았고, 1인의 연구 참여자와 참여
자 검증(member check)을 실시하여 도출된 주제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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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성(Fittingness)
적용성은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말하며 연구결과가 연구 상황 외
의 맥락에도 전이 가능할 때, 혹은 독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연구결과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고 적용 가능하다고 느낄 때 확보된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험 현상을 풍부하게 설명
할 수 있는 참여자 모집을 위해 목적적 표출법에 의하여 참여자를 선정
하였으며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계
속 자료수집과 분석을 시행하여 뇌전증 자녀 돌봄 체험과 관련된 가능한
현상을 최대한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제공하여 연구결과의 적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3) 감사가능성(Auditability)
감사가능성은 연구자가 수행한 자료분석, 결과 도출 과정을 다른 연구
자가 분명하게 따라가 볼 수 있을 때 확보된다. 또한 다른 연구자가 실
행된 연구 자료와 관점, 상황에서 그 현상을 바라보았을 때 완전히 모순
되지 않으면서 공통된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감사가능성이 확보되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반 마넨(1990)에 의해 제시된 자료 분석
방법에 충실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 시작에서 종료 시점까지 연구과정
전반에 대해 자세히 기록 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 도출된 주제에 대한
원자료를 제공하여 독자들이 연구 자료에서부터 결과까지의 의사결정 과
정을 따라가 볼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과정에 대해 동료 연
구자 2인에게 설명하고 충실히 수행되었음을 확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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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가능성(Conformability)
확인가능성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objectivity)에 해당 되는 것으로 연
구과정과 결과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중립성을 유지하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현상에 대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
는 가정과 선이해를 미리 밝혔고, 이를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인식함
으로써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견을 최소화하고 참여자의 경험과 견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 확인가능성은 신빙성, 적용성, 감사가능
성이 확립될 때 달성되었다고 보므로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확립하였
다고 보는 본 연구는 확인가능성 또한 확보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관해 동료 연구자 2인에게 설명하고 충실히 수행되었음을 확인
받았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통한 본격적 연구 진행에 앞서 서울대학교 연
구윤리위원회(IRB)의 심사와 승인(No.1412/001-016)을 받았다. 자료수
집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담 내용 녹음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을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연구 참여를 결
정하고, 언제든 참여 철회가 가능함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참여자로부터 얻은 개인 신원 내용은
이름과 연락처에 국한 되었으며, 추가 면담 필요시 연락을 위한 용도로
만 사용할 것에 관해 설명하였다. 면담 종료 시에 모든 참여자에게 소정
의 답례를 제공하였으며 면담 후 참여자들의 요청이 있을 시 자녀 돌봄
및 치료에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였다.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
해 자료 수집과 필사 과정에서 참여자 개인 정보를 코드화 하였고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필사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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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집된 자료는 암호설정을 통하여 연구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컴
퓨터와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 보안을 유지하였으며 문서 자료는
잠금 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하여 연구자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4 -

Ⅳ. 연구과정

1. 체험으로 시선 돌리기
1) 현상에 대한 지향
어떤 현상이나 체험의 본질을 묻는 현상학적 탐구는 예술가의 노력과
같은 것으로 현상학적 탐구는 총체적이면서 분석적이고 유일하면서도 보
편적이며, 강력하면서도 예민한 언어적 기술로 생활 현상을 포착하려는
창조적 시도이다. 연구자가 어떠한 현상에 지향할 때 연구자는 그 현상
에 대한 특정 관심과 자신의 시점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때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하는 현상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체험 현상 중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즉, 현상학적 연구의 출발점은
연구자의 관심을 강하게 끄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이다(Van
Manen, 1990).
본 연구자는 서울대학병원 신경외과 중환자 간호 업무를 통하여 다수
의 뇌질환 환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다. 중환자실 업무 특성상 환자보다
환자의 보호자, 주로 어머니의 고충을 자주 접하게 되어 뇌질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 세계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평범한 아내,
어머니로서 일상을 살던 지인이 둘째 아들의 뇌전증 진단으로 힘겨운 삶
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 세계에 대
한 관심이 높아져 2012년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면서 구체적 연구 주제
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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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상학적 질문 형성
현상학적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자는 자신이 탐구하고 있는 것에 관
하여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한다. 현상학적 질문은 분명해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연구자에 의해 체험된 것으로서 독자를 그 물음 속
에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한
후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현상학적 질문을 염두에 둠으로써 연구하는 체
험에 지속적으로 지향될 수 있다(Van Manen, 1990).
본 연구자가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형성한 현상학적 질문은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의
본질과 구조는 무엇인가?”이다.

3)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중환자실에서 뇌질환 환자를 간호
하고 가족들을 상담한 경험이 있다. 또, 지인을 통해 뇌전증 자녀를 돌
보는 어머니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오랜 세월 지켜보았다.
본 연구자는 연구 현상에 관한 민감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우선, 박사과정 중 “질적 연구 방법론”과 “질적 자료 분
석론”을 이수하여 질적 연구에 대한 기본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또, “대한 질적 연구학회” 회원으로 학술대회와 워크숍에
수차례 참석하여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질적 연구 수행의 바
탕이 되는 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철학과에서 개설되는 “현상
학 이해” 과목을 수강하였고, 다양한 철학 서적을 탐독하였다. 또, “뇌과
학 세미나” 과목을 두 학기에 걸쳐 수강하여 다양한 뇌질환에 대한 이해
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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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
판단중지 혹은 연구자의 선이해에 대한 괄호치기는 현상에 대한 참여
자의 이해에 연구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참여자가 체험한 현상
그대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Hamill & Sinclair, 2010). 연
구자가 현상에 대해 미리 가지고 있는 이해, 가정, 편견, 추측, 선이해,
이론 등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판단중지 혹은 괄호치기는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를 명시함으로써 그러
한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어 연구 현상의 본질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
으로(Van Manen, 1990), 연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구 현상에 대
한 선이해, 편견, 추측 등에 대한 반성적 글쓰기를 해보면서 가능해진다
(Polit & Beck, 2012). 따라서 본 연구자는 뇌전증 자녀를 돌보는 어머
니들의 돌봄에 대해 연구자가 미리 가지고 있던 경험과 가정, 선이해를
반성(reflection)해 보았다.
본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는 다음과 같다.
나는 간호학 전공자로 인체 및 질환에 대한 생리적, 병리적 상태에 관
한 기본적 지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간호대학 졸업 후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중환자실에서 다양한 뇌질환 환자 간호 경험과 보호자 응대를
통하여 질병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학원에서 “뇌과학 세미나” 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뇌질
환의 병리적, 생리적 기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뇌질환 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뇌전증도 외상, 뇌염과 같은 특정 원인
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는 것을 알고 있다.
지인의 둘째 아이가 뇌전증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뇌전증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간호사로서 근무한 경험과 질병
을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서인 듯하다. 하지만 지인과
자주 교류하면서 뇌전증이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뇌전증은 단기간에 완치가 가능한 병이 아니라 아픈 아이뿐만 아니라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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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삶도 완전히 바꿀 만큼 엄청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의 치
료와 돌봄으로 늘 바쁘게 종종거리고, 경련으로 급히 병원을 오가면서
검사와 투약으로 힘겨워하는 지인의 모습은 옆에서 보기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으로 여겨졌다.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건강문제 없이 정상 발달 하는 아이를 기르는 데에도 힘이 들기 마련이
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또한 아이가 커가면서 하나씩 독립을 이
룰 때마다 엄마의 부담이 덜어지는 것 같고 보람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뇌전증 아이를 돌보는 지인의 모습을 통해 뇌전증 자녀 돌봄은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심적, 신체적 부담을 높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감기로
열이 한번 올라도 자식이 아픈 것은 엄마에게는 큰 아픔인데, 경련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것은 엄마에게 그 어떤 아픔보다도 큰 아픔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 체험 탐구하기
1) 연구자의 경험
현상학적 연구의 출발점은 연구자 개인의 경험 탐구이다. 이것은 자신
의 경험은 타인에 의해서도 가능한 경험이며 타인의 경험 또한 자신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상호주관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연구자 자신의 경
험 구조 파악과 인식은 연구자가 연구 전반에 걸쳐 연구 현상을 어떻게
접근을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Van Manen, 1990).
본 연구자의 뇌질환에 대한 관심은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연구자는 뇌수술을 받은 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급성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으로 의식 소실된 17세 소년
간호를 맡은 적이 있었다. 업무 인계 시 잦은 경련으로 주시해야 한다고
인계를 받았으나 본 연구자는 당시 경련하는 환자를 한 번도 간호한 경
험이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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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종료 무렵 갑자기 환자의 몸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더니 움직임이
격렬해져 전신 근육에 경련이 일었고 손목이 안쪽으로 오그라들 듯한 모
습에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다. 응급 처치로 환자는 곧 진정이 되었지만
경련을 처음 본 연구자가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다음 날 면회 시간에 만난 환자의 어머니는 사오십 대로 보이는 평범
한 여성이었는데 바짝 마른 체구에 얼굴에 화장기 하나 없었다. 면회시
간이 끝나자 환자 어머니는 당시 간호사였던 본 연구자에게 연신 조아리
면서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어제 또 경기를
해가지고, 제발 그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속이 탑니다.”라고 했다.
그리고는 나가는 듯하다가 다시 돌아와 “선생님, 애 얼굴 한 번만 더 닦
아주고 갈게요.”라고 했다. 엄마보다 더 큰 덩치로 의식 없이 누워 있는
아들 몸을 쓰다듬는 모습에 당시 다섯 살 난 딸을 둔 엄마였던 연구자는
그 보호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깊이 공감되었다. 이것이 본 연구자
가 경련을 직접 목격한 첫 경험이었고 경련하는 자녀를 둔 엄마의 속 타
는 모습을 가까이 지켜 본 최초의 경험이었다.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에 관해 본격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뇌전증
아이를 돌보는 지인의 삶을 접하면서부터였다.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
나를 두고 평범한 일상을 살던 지인은 본 연구자의 첫 아이 출산과 같은
해 2005년, 둘째를 출산하였다. 본 연구자가 육아와 직장 병행으로 바쁜
나날을 지내는 동안 지인의 아이가 뇌전증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병원을 사직하고 시간적 여유가 되었던 2010년 어느 날 지인으로부
터 “간호사니까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둘째 아이의 뇌
전증 사실을 들었다. 그간 아이가 아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뇌전증
인 줄은 몰랐다. 오랜 만에 방문한 지인의 집에서 만난 지인의 둘째 아
이 모습에 연구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같이 데리고 갔던 연
구자의 딸과 지인의 둘째 아이는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발달 상태는 너
무나 차이가 있었다. 여섯 살인데 아직 ‘엄마’라는 말도 하지 못했고, 보
행을 위해 지인이 늘 운동을 시키고 있었다.
왕래가 시작되어 자주 드나들면서 평범했던 지인의 삶이 아이의 뇌전
증으로 완전히 바뀌어 감을 목도하였다. 지인의 하루는 온통 아픈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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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매여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첫째 아이에 대해 신경을 쓰며 남편
의 무관심과 비난에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항경련제를 꾸준히 복용
하는데도 경련은 조절되지 않았고 아이가 커 갈수록 지인의 몸은 점점
쇠꼬챙이처럼 말라갔다. 힘들다는 말없이 웃는 얼굴로 “우리 00, 곧 ‘엄
마’ 소리 할 거야.” 라는 말로 희망적이었던 지인에게서 시간이 갈수록
힘겨움과 우울을 호소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 경련이 잦아지고 심
해질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하였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지인은 늘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어떻게 저 상황을 견
딜까?’, ‘저 상황에서도 아이를 애지중지하며 정성을 다하는 지인은 자신
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싶었다. 결혼 전 지인의 모습을 기억
하는 연구자는 푸석 푸석해진 얼굴로 아이의 경련과 씨름하면서 누구의
지지도 없이 홀로 집안일이며, 아이 치료에 매달리는 지인을 보면서 삶
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아이에게 정성을 다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봉사 활동을 하는 지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 힘은
어디서 나올까’ 신기하기도 하였다. 뇌전증을 앓는 것은 아이였지만 경
련하는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더 힘들어 보였는데 아무도 이 엄마의 힘
겨움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미약하나마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2) 어원 추적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는 본래 그 용어가 처음 생길 때부터 지니
고 있는 생활 세계의 생생한 삶의 체험, 삶의 방식을 담고 있을 수 있
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용어의 본래 의미가 퇴색하여 과거 생활 세
계의 삶의 방식과 체험된 의미를 잘 반영하던 말의 힘을 잃는 경우가 있
다. 따라서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의 본질을 되새겨 보는 것은 그
용어와 관련된 삶의 방식을 재구성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용어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녀온 체험과 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삶과의 생
생한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게 한다(Van Mane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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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에 대한 깊이 있
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뇌전증을 지칭해왔던 ‘간질’과
관련된 용어의 어원과 사전적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2015)과 네이버사
전(2015), Wikepedia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어원 1. Epilepsy
고대 그리스어의 ἐπιλαμβάνειν 에서 유래 하였다. ‘위의’, ‘위쪽’을 뜻
하는 epi- 와 ‘가지다’, ‘사로잡다’를 뜻하는 lambaneia가 합쳐진 말로서
위의,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가 잡다(to seize), 가지다(to possess),
괴롭히다(to afflict) 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신과 같은 신비한 힘에 사
로잡혀서 이 병에 걸리는 것으로 여겨왔음을 알 수 있다.
￭ 어원 2. 간질(癎疾)
뇌전증의 전 용어
사전에서 제시된 동의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Ÿ 간증(癎 경풍 간, 症 병 증)
Ÿ 전간(癲 미칠 전, 癎 경풍 간)
Ÿ 간기(癎 경풍 간, 氣 기운 기)
Ÿ 간풍(癎 경풍 간, 風 바람 풍)
Ÿ 전질(癲 미칠 전, 疾 병 질)
간질환자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도 있었다.
Ÿ 간질성격(癎 경풍 간, 疾 병 질, 性 성품 성, 格 격식 격): 간질환자
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성격. 행동은 느리나 사소한 일에 잘 구
애되고 이기적이며, 융통성이 없고 기묘한 수집벽이나 정리벽을 가
지며, 갑자기 폭발적으로 화를 내기도 한다.
간질의 간(癎)은 ‘질병’을 나타내는 병(病)과 ‘사이’, ‘때때로’라는 뜻의
간(間)이 합쳐진 글자이고 질(疾)은 ‘질병’을 뜻하는 글자이다. 글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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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하면 ‘평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때때로 병이 발병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간질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전질’이라는 단어에 ‘미치다’
라는 뜻의 한자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대중들 사이에
서 뇌전증에 관해 ‘미치다,’ 혹은 ‘정신 이상이다’라는 인식이 깊음을 알
수 있다. 간질성격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뇌전증 환자에 대해 가지고 있
는 부정적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 어원 3. 경기(驚氣: 놀랄 경, 기운 기)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로 ‘경기하다’로 쓰인다. 사전에
서 제시된 동의어는 경풍(驚 놀랄 경, 風 바람 풍)이다.
￭ 어원 4. 뇌전증(腦 뇌 뇌, 電전기 전, 症 질병 증)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하여 나타
나는 병으로 유전적인 경우도 있으나 외상(外傷), 뇌종양 따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2012년 뇌전증(腦電症: cerebroelectric disorder)
으로 정식 개명하기 전 뇌전증은 ‘간질’을 비롯하여 다양한 명칭으로 불
리어 오면서 ‘신비한 힘에 의해 걸린 병’, ‘미친병’, ‘정신병’등의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으나 ‘뇌의 전기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병’이라
는 중립적이고 의학적인 용어로 개명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3) 관용어구 추적
관용어구는 인간의 체험과 관련된 원초적 경험에서 형성된 것으로 엄
청나게 다양하고 풍부한 인간 경험이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 현상
과 관련된 관용어구를 추적해봄으로써 현상학적 분석을 위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다(Van Mane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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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뇌전증을 오랜 세월 동안 지칭해왔던 간질과 관련된
관용어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의 입에 흔히 오르내
리는 표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지랄병’이란 말은 ‘간질’과 더불어 오
랜 세월 동안 뇌전증을 지칭해왔다. 이 말은 상대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심한 욕설로 쓰이고 있어 뇌전증에 대한 대중들의 강한 부
정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다.
Ÿ 지랄: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Ÿ 지랄병: 간질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정신병을 속되게 이르는 말
Ÿ 지랄 염병할 놈: 심한 욕설
Ÿ 지랄발작을 하고 있네: 능력 밖의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쓰는 표현
Ÿ 개거품 물고 쓰러진다: 심한 분노를 표현할 때 쓰는 속된 표현

․

4) 문학 예술 작품 분석

․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문학 예술
작품은 연구 현상에 대한 실질적 통찰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기댈
수 있는 훌륭한 원천이다.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이나 영화를 통해서 개
인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들에 대한 대리 체험과

․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 예술 작품 속에 그려진 인간
의 체험을 분석에 포함하는 것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현상의 이해에 있
어 실존적 경관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Van Manen, 1990).
본 연구에서는 뇌전증과 관련된 영화, 만화, 수기와 참여자의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주제에 관한 현상학적 통찰을 깊게 하고자 하였다.

- 33 -

(1) 영화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을 소재로 한 영화『사랑의 기도』를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 『사랑의 기도』
이 영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 된 아들 로비의 뇌전증 치료를 위한
엄마 로리의 사투를 그리고 있다. 남편, 큰 딸, 큰 아들, 막내 로비와 함
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던 로리는 어느 날 학교에서 막내 로비가 쓰러
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이어 찾은 병원에서 ‘간질’ 진단을 받고 항경
련제 치료를 시작한다. 지속적 투약에도 불구하고 약 부작용만 심해질
뿐 경련은 조절되지 않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건소로 옮긴 후 다시
처음부터 검사, 투약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련 조절은 되지 않
은 채 약 부작용만 심해지는 것에 대해 치료에 거부감을 표시하지만 의
사는 단호하게 투약과 수술치료를 강권한다.
아이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음과 치료에 부모를 철저히 배제시키는 의
료진의 고압적 태도에서 로리는 치료 방식과 의료인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된다. 치료비와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은 남편 및 다른 자녀와의 갈
등을 유발하지만 로리는 아이의 치료를 포기할 수 없다. 의료진에 대한
불신으로 로리는 스스로 도서관을 찾아 뇌전증 치료 방법의 하나인 케톤
식이 요법을 진행하게 되고 로비의 발작이 조절되면서 가족도 안정을 되
찾는다. 이 영화는 아들의 뇌전증 치료를 위한 엄마의 사투를 실감나게
그리고 있는 한편, 뇌전증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과 화해, 치료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의료인과의 관계에서 겪는 부모의 심정적 힘
겨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2) 그래픽 노블
뇌전증 형을 둔 동생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그래픽 노블 『발작1.
간질병의 산을 오르다』와 『발작2. 두 세계의 경계에서』를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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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포함하였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뇌전증
을 앓는 형을 둔 동생의 시각에서 가족이 지내온 고단한 여정을 작가 자
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 뇌전증이 가족 구성원에게 미
치는 영향, 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받게 된 상처 등을 잘 볼 수 있고, 우
리나라 외의 다른 문화권에서 뇌전증에 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어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 『발작1. 간질병의 산을 오르다』
형의 뇌전증으로 온 가족이 치료에 매달린다. 항경련제 복용에도 불구
하고 발작 조절이 되지 않고 의료인의 고압적 태도로 비의료적 방법에
기대면서 가족의 삶은 온통 형의 치료법을 찾는 것에 쏟아 부어진다. 형
의 발작으로 동네 친구들에게 놀림, 배척당하고 이웃 주민들의 노골적
거부감 표시로 가족은 이사 한 후 고립된 생활을 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형은 자신의 병에 분노하고, 부모의 생활 제약에 반항한다. 동생이지만
외출 시 형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고 형이 길거리에서 발작을 할 경우 사
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등 동생의 분노도 점차 높아지
지만 이런 속내를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한다.
나. 『발작2. 두 세계의 경계에서』
작가는 언젠가는 자신도 형처럼 간질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
고 인지저하로 점점 기능을 잃어가는 형과의 갈등 상황에서 항상 형의
편을 드는 엄마에 대한 섭섭함을 느끼지만 이 또한 혼자 삭인다. 어느
날 공공장소에서 발작하는 형을 두고 사라진 엄마에 대해 분노하다 문득
여태껏 엄마가 형을 위해 쏟아 부은 노력을 떠올리며 ‘엄마도 사람으로
서 숨 쉴 곳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비관으로 점점 폭력적이 되어가는 형은 가족과의 갈등은 물론 시설
에서의 생활도 거부당한다. 저자는 집에서 독립하여 형의 치료를 위해
매달린 가족의 어두운 과거를 잊고자 노력한다. 발작 조절을 하면서 자
신의 삶을 잘 살고 있는 다른 간질 환자를 만나게 되면서 간질에 대한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억누르고 있던 분노, 불안감이 누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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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세상을 따뜻한 곳으로 다시 보게 된다. 하지만 동거녀의 간질 유전
검사 요청은 다시금 놓여날 수 없는 간질의 잔인성을 체험케 한다. 약
부작용으로 식욕 억제가 불가능해진 형의 거대한 몸집과 발작의 이차 손
상으로 온통 상처투성이인 형의 얼굴이 뇌전증의 아픈 일면을 보여준다.
다음은 만화『발작1. 간질병의 산을 오르다』와『발작2. 두 세계의 경
계에서』중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를 추출한 내용들이다.
『발작1. 간질병의 산을 오르다』

형이랑 같이 다니는 건 고문이었다. 형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 . 나는 형을 곁눈질로 감시했다. 행여 형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발작이라도 일으키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거리 한복판
에서 발작을 일으키면 제일 골치 아프다. 몰려든 구경꾼들은 다들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도 아는 듯했다. (p. 3-19)
시계처럼 정확한 그 발작의 리듬이 우리 삶을 지배했다. 이러고도
살 수가 있나? 하지만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병은 우리 의견
도 묻지 않고 우리 집에 퍼질러 있었다. 병은 우리 형 안에 자리를
깔고 누웠고 깨어날 때마다 우리 삶을 쪼아 먹었다. (p. 2-27)
『발작2. 두 세계의 경계에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가족이 함께 형을 치료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장크리스토프와 굳게 결속해 있었다. 우리 모두 그의 병을
함께 앓는다. (p. 1-28)
우리는 거리에서, 박물관에서, 식당에서 그런 일을 수십 번도 더
겪었다. 끝이란 없었다. 이상하네, 엄마가 없어. 아, 여기 계시네요.
뭐하세요? 바람을 좀 쐬고 싶어서. 나는 그런 순간 우리를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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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엄마를 원망했다. 하지만 나도 얼마나 엄마처럼 하고 싶었나, 얼
마나 다른 데로 가버리고 싶었나, 그런데도 남아야만 했다. 엄마도
남았어야만 했다. 우리는 형에게 의리를 지켜야 했다. 나는 금세 나
의 원망을 자책했다. 엄마도 숨은 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엄마가
형을 고치려고 얼마나 분투했는가를 잘 아니까. (p. 5-20)
(3) 수기
가. 한국뇌전증협회 발간 계간지『정담』에 실린 환우 어머니 이야기
두 편을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하였다.
나. 본 연구 참여자 두 명이 자녀를 돌보면서 남긴 메모를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하였다.

5) 연구 참여자의 경험 묘사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뇌전증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로서 이들의 일반적
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12명으로 연령 분포는 41세에서 70세까
지이고 평균 연령 52세이다. 학력은 중졸 3명, 고졸 5명, 대졸 4명이다.
직업은 전업주부 8명, 비전일제 근무 1명, 전일제 근무자 3명이다.
뇌전증 자녀 연령은 8세에서 45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10세 이하
2명, 11-20세 3명, 21-30세 4명, 31-40세 2명, 41세 이상 1명이다.
평균 연령 23세이다. 자녀수는 1명에서 3명이며 참여자 3은 세 자녀 중
두 자녀가 뇌전증이다. 진단 연령은 1개월에서 20세로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7세에 진단되었다. 자녀 성별은 여자 7명, 남자 5명이다. 지적 장
애가 있는 경우 9명, 틱장애 1명, 장애 진단 받지 않은 경우 3명이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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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56

54

59

46

56

59

45

41

44

51

43

70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Middle school

High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University

University

High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Middle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Education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ried

Marital
Status

Catholic

Buddhist

None

Catholic

Christian

None

Christian

Christian

None

Buddhist

Buddhist

Christian

Religion

Middle

High

Middle

Middle

Middle

Middle

Middle

Middle

Middle

Middle

Middle

Middle

Economic
Status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one

Full time

None

None

None

None

None

Full time

None

None

Full time

Part time

Occupation

2

2

3

2

2

1

2

2

3

3

2

3

Number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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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11

12

45

17

21

9

8

13

34

27

High school graduate

High school student

Job training

34

7

14

9

7

Elementary school
student
Special eds student

8

23

27

2

32
28

10

21

Duration of
Illness(year)

Elementary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Special eds graduate

High school student

None
High school graduate

33
29

17

High school graduate

Support center

Education

29

23

Age (year)

1

3

1

2

1

4

2

2

3

2
2

4

2

Seizure Frequency*

Intellectual disability

None

Intellectual disability

Intellectual disability

Intellectual disability

None

Intellectual disability

Intellectual disability

Tic Disorder

Intellectual disability
Intellectual disability

None

Intellectual disability

Additional Medical Issues

a year

Note.*Seizure Frequency 1=more than once a week, 2=more than once a month, 3=more than once a year, 4=none within

M

10

F

6

M

F

5

9

M

4

F

F/F

3

8

F

2

F

F

1

7

Gender

No.

Table 2. Illness-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ildren

(2) 연구 참여자의 개별 체험
가. 참여자 1
참여자 1은 56세로, 아들 둘 낳아 화목한 생활을 하던 중 늦둥이로
낳은 딸이 만 2세에 경련을 시작하여 현재 23세로 21년간 보살피고 있
다. 딸은 특수학교 졸업하였고 하루 네 시간 주간보호 센터에 다니며 등
하교시 참여자가 늘 함께한다. 지적 장애, 발달 지연으로 일상생활 중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한 달에 1회 이상 심한 대발작을 한다.
아이들을 위해 새 집으로 이사했던 날 딸의 경련이 시작되어 자신에
대한 책망이 크며 이런 마음으로 딸에게 더 정성을 쏟는다. 첫 경련 이
후 굿, 부적, 침술, 민간요법 등 좋다는 것은 다 하였지만 효과가 없었고
병원도 이곳저곳을 찾아다닌 끝에 신뢰 가는 의료인을 만나 안정적 치료
중이다. 가족이 화목하고 남편과 아내가 휴일을 돌아가면서 개인 시간을
갖는 등 가족 내 지지가 공고하며, 시댁 등 확대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
여 참여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장성한 두 아들에 대해 아픈 아이로
인해 잘 챙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크다. 늘 딸 옆에 머물면서
딸의 일상을 챙기는 자신을 딸의 그림자, 혹은 한 몸으로 여긴다. 신체적
으로 성장한 딸이 길거리에서 경련할 때, 혹은 집에서 예고 없이 쓰러지
는 경우 혼자서 딸을 돌보는 것에 점점 신체적 한계를 느낀다.
대인관계에서 딸아이 뇌전증으로 자신을 약자, 죄인 등과 같이 느끼며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동거하고 있는 며느리, 손주와의 관계에서 며느
리에게 위축감이 있고 딸아이 병이 손주의 친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
능성과 손주에게 뇌전증이 대물림 될 것에 관해 염려가 크다. 의료인,
교사 등 뇌전증 딸아이로 인해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전문직 종사자들
과의 관계에서도 위축감과 주눅 든 태도를 보인다. 딸의 진단 이후 자신
의 삶은 오로지 딸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딸을 ‘가족에게 올 수
있는 나쁜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복덩어리’라 여기며 귀하게 대한다.
자신의 사후 남을 딸아이에 대한 걱정과 상태 호전에 대한 기대를 간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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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자 2
참여자 2는 54세로 1남 1녀 중 첫째 딸이 만 20세에 직장에서 쓰러
진 이후 뇌전증 진단 받고 현재 29세로 유병기간 10년이다. 대발작 없
이 의식 소실과 반복적 행동을 하는 양상으로 최근 1년 이내 경련이 없
었다. 첫 경련 이후 방문한 병원에서 두통으로 진단 받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다시 정확한 검진을 위해 다른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딸의
경련을 목격하였다. 평소 학업에 뒤쳐지는 등 약간의 인지저하 있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증세 없이 건강하게 자라온 딸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크
게 안타까워한다. 발병 초기 진단을 빨리 받았고 신뢰 가는 의료인도 빨
리 만나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았다.
항경련제 복용에 관해 양가감정을 보이며 딸의 식이 조절과 일상 활
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약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크다. 경련 이
후 외부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는 딸과 하루 종일 함께 지
내는데 성장한 딸과 늘 함께 있으면서 갈등을 경험하지만 자신의 부재
시 딸이 경련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딸을 떼어놓지 못한다. 갑자
기 쓰러지는 딸의 질병 발현 양상으로 전화벨 소리, 쿵 소리 등 소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노심초사한다.
대인관계에서 아주 가까운 친구, 친인척 등에게도 자신의 속내를 털어
놓지 않고, ‘간질’, ‘경기’, ‘경련’ 등에 관해서는 전혀 입에 담지 않고 살
고 있으며 ‘두통’, ‘신경과 진료’, ‘딸이 아프다’ 등으로 딸의 상태를 표현
한다. 남편과의 관계 양호하나 딸 돌봄은 전적으로 참여자가 맡고 있다.
건강한 아들과 아픈 딸의 갈등으로 안타까워하며 아픈 누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아들에게 섭섭함과 동시에 측은함을 느끼면서도 병으로 위축감
을 느낄 딸의 입장을 늘 더 살핀다.
뇌전증에 대한 자신의 강한 거부감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편
견이 심한 병에 걸린 자식을 통하여 자신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
게 되었고 스스로 겸손해졌다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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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자 3
참여자 3은 59세로 정 없는 결혼과 불임으로 마음고생 끝에 가진 첫
째 딸이 생후 8개월에 뇌전증 진단을 받고 현재 33세이다. 첫째 딸에
이어 셋째 딸도 생후 3개월에 뇌전증 진단 받았고 현재 29세이다. 첫째
딸은 인지저하 심하고 경련 및 경련 외부 노출에 대한 불안으로 거의 외
출을 하지 않고 집안에만 머물고 있으며 참여자가 늘 일상생활을 챙긴
다. 셋째 딸은 고교 졸업 후 직장 생활 중이다. 둘째 딸은 건강하게 자
라 결혼으로 분가하였다.
남편과의 심각한 불화 속에서 첫째 딸 뇌전증 진단과, 연이어 셋째의
발병으로 ‘지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심적 고통을 겪었다. 현재도 이
혼을 원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참여자의 도움을 늘 필요로 하는 첫째
딸로 인해 이혼을 실행하지 못해 첫째가 자신의 삶에 발목을 잡았다고
느낀다. 첫째 딸과는 처음부터 애착 형성이 되지 않았고 셋째 딸의 뇌전
증 진단 이후 하나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첫째를 삼 년 간 시설에
맡겨 길렀다. 셋째를 살리려는 절실한 마음에 불교에 의지하기 시작하여
종교에 많이 기대고 있으며 자녀들의 질병으로 구겨진 자존심, 체면을
종교 활동을 통해 충족시키고 있다. 둘째가 결혼을 하고 손주를 보면서
마음을 주지 않았던 첫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첫째에게 정성을
쏟는다.
‘경기’, ‘간질’, ‘경련’이란 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외부
인이나 친정, 시댁 식구는 물론 가족 내에서도 ‘간질’, ‘경기’를 절대 입
에 담지 않고 살아왔으며 원만한 관계인 사위조차도 뇌전증에 관해 모르
고 있다. 셋째의 교우관계, 담임과의 관계에서 약자라는 생각으로 다양
한 물질적 지원을 했다. 뇌전증인 두 딸 중 직업학교에서 바리스타 과정
을 마치고 직장에 다니는 셋째에 관해서는 마음을 놓았고 서른셋의 나이
에도 참여자 없이는 식사, 잠자리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첫
째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유명을 달리하기를 바라고 있다. 불교 교리 영
향으로 자녀 둘의 뇌전증, 자신의 유방암, 당뇨 등과 같은 고난을 전생
의 업보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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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여자 4
참여자 4는 46세로 남편과의 연애결혼으로 자녀 셋을 두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둘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뇌전증 진단
받았다. 둘째 아들 뇌전증 진단 전 막내아들의 다운증후군 진단과, 심장
수술을 겪었다. 막내의 다운증후군에 대해서는 외부 오픈에 적극적이었
던 남편이 둘째의 뇌전증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외부 오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참여자 또한 자식의 뇌전증 진단 시 어렴풋한
선입견 인식에 비해 너무나도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둘째 아들은 뇌전증 진단 이전 틱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경련 양상과
틱 감별이 정확치 않아 뇌전증이 아닌 틱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중
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대발작이 학교에서 일어났으나 일회성이기를 바
래왔고 친구들에게 발작 모습을 보여 교우관계에서 위축감이 있을 것에
관한 염려와 인지가 정상인 아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상태와 사회적 시선
에 관해 자각하고 헤쳐 나가야 할 것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다.
시댁과는 관계 단절 상태이고 친정 식구 중에도 언니만이 둘째의 뇌
전증을 알고 있다. 가족 내에서 뇌전증 언급은 금기시 되어 환자 본인인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큰 딸에게도 정확한 병명이나 질병에 관해 터놓지
않았다. 셋째 아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학부모들과 교류하며 심리적 위
안을 받고 있다.
인터뷰 당시 외부, 공공장소에서의 경련에 대한 불안감을 강하게 표시
하였고 더 이상 학교에서 발작 없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인터뷰 진행 후 한 달여 만에 새벽에 연구자에게로 온 문자를
통하여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을 마친 개학식 첫날 등교하자마자 대
발작을 한 아들을 보며 느낀 심경을 고백하였다. 외부 노출 없이 무사히
고등학교 졸업하기를 바라던 희망은 날아가고, 아이 스스로도 자전거 타
기를 알아서 포기하는 등 더 이상 어떻게 거부할 수 없이 뇌전증을 받아
들여야 하는 상황에 대한 극도의 슬픔과 혼란의 심경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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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참여자 5
참여자 5는 56세로, 스물다섯에 연애결혼을 하고 세 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얻은 딸이 만 1세 경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 27세이다. 뇌
전증 진단 이전, 생후 4개월 무렵 날카로운 물건에 눈을 찔리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별 증상 없이 지내다가 같은 연령대 조카와 발달에 차이가
있음을 눈치 채고 동네 소아과를 찾았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후 방문한 종합병원에서 뇌전증 진단 받았다. 눈에 띄는 경련 목격 후
진단 받은 것이 아니어서 약 복용으로 완치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갑자
기 쓰러지거나 대발작을 하는 등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련을 하면서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의식하고 있으나 딸의 학교생활에 있어
서 엄마가 아이의 뒤에 버티고 있다는 당당함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도움
을 요청하면서 교우, 교사 등 대인 관계 상처는 많지 않았다. 첫 진단
후 6개월 동안 남편 몰래 굿, 부적 등 주술적인 것을 시도하였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에 의지하며 지내왔다. 기숙형태의 특수학교 진학 문제로
이를 반대하는 남편과 큰 갈등을 겪었으나 딸의 치료를 위해 중요한 과
정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였다. 고등학교 보내기 전 오로지 딸에게 시간
과 노력을 다 투자했으나 딸의 고등학교 입학 이후 직장생활 등 자신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딸은 고교 졸업 후 약 십 년간 집에서만 지내고 있고 참여자가 바깥
출입을 자제시켜왔는데 인지저하가 있는 딸이 길거리에서 경련을 할 경
우 성추행, 납치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 높다. 현재 딸과 완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고 딸의 외
출 시 항상 동행한다. 남편은 딸의 장애와 뇌전증을 수용하지 않고 외부
노출을 하지 않으며 아들 또한 누나의 상태를 수치스러워하며 외부 노출
을 하지 않는다. 딸의 안위에 대한 불안이 높고 사회적 관계 맺음 없이
계속 집에만 두는 것에 대한 양가감정과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딸
에 대한 안타까움, 자신의 사후 딸의 삶에 대한 걱정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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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여자 6
참여자 6은 59세로 경제적 안정 상태에서 슬하에 딸, 아들을 두고 행
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딸이 11살이었던 어느 날, 잦은 감기 끝의 새벽
무렵 거품을 물고 사지 경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딸은 현재 34세로 지
적 장애, 인지저하 상태이다.
발병 초기 경련 조절 안 되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에 혼란
을 겪었고 다급한 마음과 절박함으로 한방, 굿, 점, 수지침, 금침, 최면술
등 비의료적 시도를 하면서 자의적 약 중단을 하였다.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았던 딸은 의식은 돌아왔으나 보행, 언어 장애와 같은 이차 손
상을 입었고 항경련제 복용으로도 경련이 조절되지 않았다. 의식회복과
함께 퇴원 당시 경련이 완치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퇴원 일주일 후 다시
조절 안 되는 경련을 시작하면서 심각성을 인지하였다.
딸의 뇌전증 이전, 경련을 목격한 적이 있었고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본인의 선입견에 비추어 세상 사람들도 뇌전증
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
면 절대 딸의 병을 노출하지 않는다. 뇌전증에 대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강한 거부감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격지심, 위축감을 느끼며
친구, 이웃에게 딸의 병에 관해 노출하지 않는다.
딸은 일반 고교를 졸업하였으나 잦은 경련으로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
지 못했고, 등하교시 늘 참여자가 동행했다. 남편과의 관계 양호하지만
딸의 병과 관련해서는 같은 입장인 엄마와 소통하며 의지하고 있다. 아
픈 딸로 인해 아들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크
다.
딸의 결혼을 포기 하면서 자신의 사후 혼자 남을 딸에 대한 걱정이
크며 국가적 시설 마련에 대한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경련 발생을
예측할 수 없고 양상도 바뀌며, 오 년 전부터 발작 시 난폭해지는 딸의
모습에 평생 항경련제를 복용해도 조절되지 않는 경련에 대한 불안감과
답답함을 안고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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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참여자 7
참여자 7은 45세로 연애결혼 후 임신과 함께 육아 전념을 위해 직장
을 사직하였다. 5세에 진단 받은 딸은 현재 13세로 초등학교 재학 중이
다. 딸아이 4세경 방을 분리해서 따로 재우는 가운데 새벽에 부부 침실
로 건너온 아이가 눈을 깜박거리면서 거품을 무는 것을 보고 뇌전증을
바로 알아차렸다. 자신은 경련을 확신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은 남편
으로 인해 다음 날 동네 소아과를 거쳐 종합병원 내원하였다. 초기 발병
에서 정확한 진단까지 일 년 정도 다양한 항경련제 사용과 용량 조절에
도 경련 조절이 되지 않고 양상 변화, 약 부작용 등이 심해 마음고생 하
였다. 현재 약으로 조절되어 안정적 치료를 하고 있다. 방 분리를 너무
일찍 해서 발견이 늦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있다.
참여자 성장 시에 친정 언니가 뇌전증을 앓았으나 가족 간에 누구도
구체적 병명, 혹은 병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언니를 지극 정성으로
대하는 엄마를 보며 자랐고 언니 또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딸의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적이다.
경련이 조절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경련 불안으로 모든 일상을 아이
위주로 정비하고 늘 대기 상태로 지냈다. 신뢰 가는 의료인을 만나고 경
련이 조절된 이후로는 육 개월 간 해외 연수를 딸 혼자 보낼 정도로 뇌
전증으로 인해 아이 활동을 제약하지 않으려는 과감한 시도를 하면서도
뇌전증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으며 특히 결혼, 운전, 직장 등 사
회생활 제약에 대한 두려움으로 질병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직계 가족
외에는 교사, 교우 등 누구에게도 병에 관해 노출하지 않고 딸에게도 외
부노출을 자제시켰다.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힘들어 하고 있지만 딸아이의 병으로 인해 남
편과의 관계에서 늘 자신이 한 발 물러나 문제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지
낸다. 학교생활을 훌륭히 잘 해주고 있는 딸이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
겪게 될 심리적 부담과 장래에 딸이 출산하게 될 경우 뇌전증이 대물림
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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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여자 8
참여자 8은 41세로 불임과 출산과정의 힘겨움을 겪고 출산한 쌍둥이
중 둘째가 생 후 11개월에 뇌전증 진단 받았고 현재 8세로 초등 1학년
이다. 11개월 무렵 어린이 집에서 머리를 세게 부딪치는 사고를 겪었고
비슷한 시기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몸을 과도하게 떤다는 연락을 받고 병
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영아 연축이라고 들었지만 진단 이전 뇌전증
발현 양상에 관해 고정적 이미지가 각인된 상태여서 ‘간질’이라고 생각
하지 못하였다.
아이의 질병 수용을 거부하는 남편에 의해 여러 병원과 시술소, 양방
과 한방 가릴 것 없이 전국을 헤매 다녔고, 그 이후 의학적, 비의학적
시술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새로운 시도, 시술에 대한 희망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 의료인에 대한 반감, 불신이 높아져 갔고 그 사이 아이의
경련은 점점 빈번해지고 심해졌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육아
와 간호를 병행하는 육 년의 시간을 보낸 후 친정엄마의 병환으로 사직
하였다. 사직 후 경련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딸의 재활
치료에 매달리고 신뢰 가는 주치를 만나게 되면서 참여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고 경련도 초등학교 입학 무렵 조절되었다.
초등학교 입학 후 도우미반 입급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표시하는
남편과의 갈등을 겪었고 참여자 스스로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 도우미반
입급에 거부감을 느꼈다. 담임교사로부터 관심과 배려를 받았으나 학부
모들과의 관계 맺음은 회피하였다. 치료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고 여러
곳을 다니기는 하지만 집안일이나 육아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않고
말로 상처를 주는 남편으로 인해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육 도중
친정엄마도, 본인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다. 쌍둥이지만 신경을 써주
지 못한 건강한 딸에 대해서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잘 커주는데 대한 고
마움과 함께 측은함을 느끼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아픈 동생을 잘 돌보
아 주는 것에 대해 위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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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참여자 9
참여자 9는 44세로 둘째 아들이 생후 21일 시작된 경련과 후유증으
로 지적 장애, 발달 장애 진단받았다. 현재 만 9세이지만 인지발달 30개
월, 언어발달 12개월 전 후 상태이며 특수학교 재학 중이다. 항경련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경련 조절이 되지 않아 경련과 장애의 두 가지 힘겨
움을 겪고 있다.
18개월부터 언어 발달, 근육 발달 등을 위한 재활 치료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시키고 있는데 육아, 가사 어느 것에도 도움은커녕 자
녀 발달 문제뿐만 아니라 매사에 참여자를 비난하며, 재활치료에 부정적
인 남편과의 갈등으로 뇌전증 자녀 돌봄 못지않은 힘겨움을 겪고 있다.
초등 5학년인 건강한 큰 아들에게는 아픈 둘째에게만 마음을 쏟는 것에
관해 미안함과 측은함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잘 알아서 자라주는 것에 대
한 고마움과 함께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염두에 두
고 장래에 성공했으면 하는 기대를 한다. 큰 아들 교우 관계에 둘째 아
들의 병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해 염려하고 있다.
정상 발달 아이들과의 소통을 기대하면서 통합유치원을 보냈으나 교
사,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특수학교에 보내면서 엄마들
사이의 교류가 활발하여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힘을 얻고 있다. 경련 초
기부터 신뢰 가는 의료인을 만나 안정적인 치료 중이다.
아픈 아이 돌봄과 큰 아이 돌봄, 가사 등을 혼자 도맡아 식사를 잘 못
챙기는 경우가 많고, 경련 불안으로 늘 쫓기는 느낌을 받고 있다. 경련
초기 자신의 신체적 힘겨움은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고 거의 십 년
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재활 치료를 데리고 다녔으나 최근 어린
아이 때와는 달리 투약 거부하는 아이 제어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신체적
소진을 겪고 있으며 우울감을 자주 느낀다. 경련 양상이 바뀌고 시간대
를 예측할 수 없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경련을 하는 경우가 잦아 외
부 출입 시 긴장과 두려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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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참여자 10
참여자 10은 51세로 딸 둘 아래로 건강했던 막내아들이 9세 때 두통
호소하던 중 거품 물고 대발작을 하였다.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일주일 의식 소실 후 회복되었으나 언어, 보행 장애가 남아 삼 년간 재
활치료에 매달렸다. 현재 21세인 아들은 간질장애 2급으로 인지저하, 지
적 장애가 있고 직업 훈련소에 다닌다. 수차례의 경련 양상 변화 후 대
발작을 하였고, 항경련제 복용, 뇌심부 자극술 등에도 불구하고 경련 횟
수는 줄었으나 경련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목욕, 대소변, 보
행 등 일상생활을 아들 혼자서 함에도 불구하고 경련 불안은 떨치지 못
한다.
아들의 발작 이전 남편의 대발작을 목격하여 아들의 진단 시 큰 충격
이 없었다. 아들 발병 후 인지저하로 학습적인 면을 보충하기 위한 다양
한 노력을 쏟아 붓던 중에 아들 스스로 한계를 느끼는 것을 보고 마음을
내려놓았다. 일 년간 일반중학교를 보내면서 학교 측의 배려 없음과 친
구의 놀림으로 아들도, 참여자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후 특수학교에
보내면서 마음 부담을 덜었다.
남편과 관계 원만하고 지지도 좋아 아들의 질병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참여자가 결정하고 행한다. 두 딸과도 관계 좋으며 특히 큰 딸이 위안과
의지가 되고 있다. 또래 친구가 없는 아들이 소외감, 외로움을 표현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 마음 아파한다.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무렵까지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심하였던 반면 현재는 많이 편해졌다고 느낀다.
경제적 여유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아들의 병으로 위
축감을 느끼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으며 이웃에도 아들의 병에 대해 터놓
고 지낸다. 하지만 남편의 뇌전증에 대해서는 절대 외부 노출하지 않는
다. 의식 소실 후 인지저하와 보행 기능 상실 상태에서부터 기능 회복까
지 호전되는 모습을 희망으로 지내왔는데 회복이 한계점에 이른 듯하여
안타까워한다. 다른 그 무엇보다 불현듯 쓰러지는 발작으로 인해 직장,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아들이 사회적 관계 맺음 없이 홀로 지내
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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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참여자 11
참여자 11은 43세로 남편의 수술대기 중인 상황에서 당시 11살이던
아들의 경련 소식을 학교로부터 받았다. 아들은 현재 17세로 고교 재학
중이다. 첫 방문한 병원에서 바로 진단을 받았으나 수용하지 못하고 인
터넷 검색을 통해 한방 치료를 시도하였다. 경련 조절이 안되어 종합병
원 내원하여 항경련제 치료 시작하였다. 발병 초기 경련 조절 안된 다급
한 마음에서 만난 의료진의 고압적 태도에 크게 상처를 받았다. 현재는
주치의와 신뢰가 형성되어 안정적인 치료 중이다.
어린 시절 발작을 목격한 적 있었고 뇌전증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선
입견 있었다. 이 년 동안 경련 소실로 완치되었다 여기며 안심하였다가
다시 경련을 하여 첫 진단 시 보다 더 큰 절망을 경험하였다. 외부 공공
장소에서 경련을 할 경우, 교우 관계 등에서 위축감 느낄 것을 염려하여
경련을 하더라도 집에서 하기를 바란다. 경련 불안으로 신체적, 정신적
으로 독립적인 아들의 생활에 일일이 제약을 가하여 아들과 갈등을 겪었
다. 인지저하 없고 독립적 생활을 하는 아들로 인해 참여자의 신체적 부
담이 높지는 않지만 아들 경련 대처 시에는 역부족을 절감하며, 경련 불
안으로 늘 긴장상태로 지낸다.
남편과의 관계 양호하고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지만 아픈 아들이 있음
에도 집안 대소사에서 배려해주지 않는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섭섭함을
느낀다. 아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딸에게
측은함과 섭섭함을 동시에 느낀다. 아들이 밝고 씩씩하고 자신의 병으로
위축되지 않는 것을 큰 위안으로 삼고 있다. 경련 불안으로 약에 대해서
는 아들이 잘 챙겨먹어도 이중 확인을 한다. 매 학기 초 담임교사에게
질병에 대해 알리는 과정에서 배려해주는 교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
면서도 정확한 병명을 밝힐 때는 죄인이 된 듯한 위축감을 경험한다. 군
대문제, 결혼문제, 운전 등과 같이 앞으로 아이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
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아들의 질병으로 부모로서 경제적 기반을
더 탄탄히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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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참여자 12
참여자 12는 70세이며 현재 45세 된 아들이 11살 무렵 잠결에 온몸
이 경직되고 안구가 고정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한방치료 시도했으나 경
련 조절이 되지 않았고, 종합병원에서도 간질이 아니라고 들었다. 간간
히 계속된 경련으로 민간요법 행하여 이 년 정도 경련 소실되었다가 중
학교 진학 무렵 대발작을 시작하였다. 이어 방문한 병원에서도 간질 아
니라고 듣고, 참여자가 기존에 가진 간질 발작 이미지와는 다른 양상이
라 뇌전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종합병원에서 간질진단 받았다. 항
경련제 복용에도 경련 조절이 되지 않아 약 자의적 중단 후 한방 치료하
였고 다시 항경련제 복용하는 등 양, 한방은 물론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하였다. 수술로 완치 가능하다는 지방 모 병원의 권유로 뇌수술을
감행했으나 수술 후 아무런 호전 없이 경련 지속되어 다시 서울 소재 종
합병원에서 약물치료 중이다.
오랜 세월, 여러 시도에도 경련 조절이 되지 않아 뇌전증에 대한 모든
치료적 행위에 대해 회의적 입장이고 현재 복용 중인 약 유지로 대발작
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란다.
초, 중, 고 모두 일반 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간질장애 3급으로 약간의
인지저하가 있고 무직이며, 성당 가는 것을 제외하고 늘 집에 머문다.
아들은 자신의 질병 상태에 대한 비관으로 우울감 심해 자해소동을 벌이
기도 했으며 엄마를 가장 믿고 의지하면서도 자신의 뇌수술 시행에 관해
엄마를 책망한다. 주사가 심한 남편은 발병 전부터 참여자에게 폭력, 구
타를 일삼았고 발병 전 아들을 귀하게 여기다 발병 이후 아들에게 차갑
게 대했다. 아들 치료로 인해 딸은 거의 관심을 주지 못하고 키워 미안
함과 측은함을 느끼고 있으며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을 대신해 외손주 양
육을 맡아하고 있다. 대인관계 없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들의 모
습에 마음 아파한다. 독실한 천주교인으로 신앙에 기대어 견뎌왔다. 남
편과 이혼을 몇 번이고 결심하였으나 아픈 아들로 인해 하지 못하였고
아들의 병을 ‘불화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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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반 마넨에 의해 제시된 데로 연구자의 경험, 뇌전증과 관련된 어원 및
관용어구 탐색, 뇌전증 관련 영화와 만화 작품,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
니의 메모와 수기, 12명의 참여자로부터 얻어진 면담 자료들을 분석하였
다. 분석에 있어 하이데거의 ‘현존재’, ‘세계-내-존재’의 실존론적 인간관
을 철학적 가정으로 하였다. 그 결과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은 ‘사회적 낙인과 경련하는 자식을 돌보는 이중의 고통을 통해 정
련되어감’ 으로 표현될 수 있었고 경련 진단과 발현 양상 관련 주제, 사
회적 낙인에 관한 주제, 모성에 관한 주제, 대인관계 주제, 어머니의 심
리 관련 주제, 어머니의 신체 및 자아 관련 주제로 총 여섯 개의 주제가
표 3과 같이 도출되었다(Table 3).
첫 번째 주제는 뇌전증 진단, 발현 양상, 대처와 관련된 것으로 ‘일상
과 일생을 뒤흔든 불청객, 경련’으로 도출되었다. 하위 주제로는 ‘불현듯
시작된 경련’, ‘예측불가로 언제나 좌불안석’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경련을 당황스러움, 섬뜩함으로 맞게 되고 경련
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무력감을 느꼈다. 경련 예측 불가함으로 참여
자들은 늘 긴장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편안한 수면도, 마음 놓을 시간도
없이 항상 자녀의 경련에 대기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
두 번째 주제는 뇌전증의 사회적 낙인 관련 주제로 ‘뿌리박힌 낙인으
로 인한 상처’ 로 도출되었다. 하위 주제는 ‘편견과 몰이해로 점철된 병’,
‘움츠러든 세상살이’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오
면서 세상 혹은 자신의 내부에 있던 뇌전증에 관한 고정적인 이미지와
언어적 낙인으로 힘겨움을 겪었고, 이러한 낙인에 대한 인식으로 늘 사
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집 밖을 나설 때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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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이란 말의 오명에 대한 인식으로 참여자들은 세상을 경계하며 살
아가게 되며 이웃, 친척에게도 자식의 병을 알리지 않고 선을 그어놓고
위축되어 지내고 있었다.
세 번째 주제는 모성에 관한 것으로 ‘삶의 걸림돌이자 동력인 모성’으
로 도출되었다. 하위 주제는 ‘경련에 꽁꽁 묶여버린 아픈 자식’, ‘홀로 자
란 나무같은 안 아픈 자식’으로 구성되었다. 오랜 세월 참여자들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아픈 자녀는 경련 후유증으로 늘 어린 아이에 머물거나
퇴행하였고, 사회적 관계 맺음 없이 홀로 지내 참여자들에게 마치 시지
프스가 끊임없이 들어 올려야 하는 바윗돌과 같았다. 하지만, 뇌전증을
앓는 자식은 참여자들 삶에 기쁨과 보람을 주고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뇌전증 자녀 돌봄에 급급해 아프지 않은 자식
은 관심도 정성도 주지 못한 채 훌쩍 자라버렸다. 안 아픈 자식은 참여
자들에게 홀로 자란 나무처럼 측은하고 대견한 아이로, 그러면서도 건강
한 자식이 아픈 자식을 창피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서운함과 야속함
을 느끼게 하는, 마치 깨물어 덜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졌다.
네 번째 주제는 ‘자식의 병으로 비중이 높아진 인간관계’로 뇌전증으
로 인해 중요해진 인간관계에 관한 것으로 하위 주제는 ‘한 걸음 물러선
배우자’, ‘양날의 검과 같은 의료인과 교사’, ‘동병상련으로 얻은 지기지
우’로 구성되었다. 뇌전증 자녀 돌봄에 있어 배우자는 참여자들에게 늘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조력자로 인식되었다. 일부는 배우자 지지를 통해
뇌전증 자녀 돌봄의 힘겨움을 버텨낼 힘을 얻고 있었고 일부는 배우자의
비난과 비협조적 태도로 뇌전증 자녀 돌봄 보다 더 큰 힘겨움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의료인이나 교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치료
나 학교생활의 실질적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 기대도 하게 되는데 이들
의 무성의하고 배려 없는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는 한편, 배려 깊고 세
심한 태도에 큰 위안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자식의 병을 가까운 사람에게도 털어놓지 못해 외로움과 답답함을 느끼
던 참여자들은 같은 병을 앓는 자식을 둔 엄마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
과 위로를 받으며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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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주제는 참여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희망에 관한 것으로 ‘놓
을 수 없는 염려와 염원’으로 도출되었다. 하위 주제로는 ‘돌봄의 유한성
과 대물림 불안’, ‘평범함과 완치에 대한 갈망’으로 구성되었다. 뇌전증
자식 돌봄이라는 힘겨운 삶을 평생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사후 남을 아픈 자식 걱정과 후손에게 뇌전증이 대물림 될 것에 대한 걱
정으로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또,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
들이 이들에게는 치열하게 갈망하게 되는 것들로 참여자들은 뇌전증 호
전에 대한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
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뇌전증 자녀 돌봄과 관련된 참여자의 신체, 자아에
관한 내용으로 ‘소진 속에서 정련되어가는 자신’으로 도출되었다. 하위
주제는 ‘방전되어가는 몸’, ‘망각된 자아’, ‘극한의 고통을 통한 깨달음’으
로 구성되었다. 뇌전증 자녀 돌봄과 치료에 매달리는 일상으로 참여자들
은 자신의 신체적 피로를 방치한 채 오랜 세월을 견뎌왔고 인지적 성장
의 느림과 달리 신체적 성장을 거듭하는 자식은 참여자의 신체적 힘겨움
을 가중시켰으며 세월로 인한 노쇠 또한 참여자들의 신체적 부담에 무게
를 더했다. 한편, 아픈 자녀 치료와 돌봄에 매달린 채 살아오느라 오로
지 아픈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온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망각한 채 살아오
고 있었다. 하지만, 천형과도 같은 힘겨운 고통 속에서 참여자들은 평범
함 속에서는 얻기 힘든 자신의 성장, 타인에 대한 공감 등 스스로를 실
존적으로 확장시키고 정련해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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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Meaning of Mother’s Caring Experience of Child with
Epilepsy
주제
일상과 일생을
뒤흔든 불청객, 경련

뿌리박힌 낙인으로
인한 상처

삶의 걸림돌이자
동력인 모성

자식의 병으로
비중이 높아진
인간관계

하위주제

예시

불현듯 시작된 경련

Ÿ 마른하늘에 날벼락
Ÿ 손 놓고 바라보는 무력감

예측불가로 언제나
좌불안석

Ÿ 안심도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 무자비한 병
Ÿ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일상
Ÿ 눈 뜨고 자는 물고기
Ÿ 경련이 다녀간 흔적

편견과 몰이해로
점철된 병

Ÿ 고정적 이미지와 가슴에
박히는 날카로운 비수
Ÿ 드러내 말 할 수 없는 병

움츠러든 세상살이

Ÿ 늘 남의 이목을 의식해야
하는 삶
Ÿ 초라하고 위축되어 마음에
그은 선 안에 머묾

경련에 꽁꽁 묶여버린
아픈 자식

Ÿ 언제나 어린 아이
Ÿ 고립과 외로움을 남긴 병
Ÿ 늘 버티고 서있어야 하는
기둥
Ÿ 삶을 지속하고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자식

홀로 자란 나무 같은
안 아픈 자식

Ÿ 마음 한 켠의 측은함
Ÿ 든든하고 대견하여 의지가
되는 자식
Ÿ 깨물어 덜 아픈 손가락

한걸음 물러 선
배우자

Ÿ 근원적 한계를 지닌 조력자
Ÿ 벗어나고 싶은 굴레 vs.
힘의 원천

양날의 검(劍)과 같은
의료인과 교사

Ÿ 싸늘한
태도에
Ÿ 따뜻한
훌륭한

동병상련으로 얻은
지기지우

Ÿ 위로와 공감
Ÿ 끈끈한 유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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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과 고압적
다리가 후들거림
태도 그 자체가
치료제

Table 3. The Meaning of Mother’s Caring Experience of Child with
Epilepsy(continues)
주제

하위주제

놓을 수 없는
염려와 염원

돌봄의 유한성과
대물림 불안

Ÿ 두고 갈 자식 걱정
Ÿ 경련하는 자식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평범함과 완치에 대한
갈망

Ÿ 자식 키우며 누릴 평범한
낙(樂)도 너무 큰 욕심
Ÿ 쉬이 놓아지지 않는 기대

방전되어가는 몸

Ÿ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Ÿ 물오른 나무를 지탱하는
말라가는 고목

망각된 자아

Ÿ 오로지 아픈 자식을 위한
존재
Ÿ 아이한테 온통 가 있는
마음

극한의 고통을 통한
깨달음

Ÿ 단단하고 큰 그릇으로 성장
Ÿ 타인의 아픔에 눈 뜬 자신

소진 속에서
정련되어가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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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일상과 일생을 뒤흔든 불청객, 경련
이 주제는 불현듯 시작되는 뇌전증과의 첫 조우, 진단 시의 느낌과 주
요 질병 발현 양상인 경련의 예측할 수 없음과 관련되어 참여자들이 겪
어야 하는 생활에서의 변화와 생활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하위 주제로는
‘불현듯 시작된 경련’과 ‘예측 불가로 언제나 좌불안석’이 도출되었다.

(1) 불현듯 시작된 경련
이 하위 주제는 어느 날 불현듯 자식에게 발생한 경련을 당황스럽게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과 진단 시 느낌, 경련 시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참여자들의 무력감에 관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 된 경련은 참여자들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고,
자신이 살아갈 세상을 선택해서 오지 않듯 뇌전증도 그렇게 예고 없이
자식과 참여자의 삶에 들이닥쳤다. 감기 한번 앓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
라던 아들의 몸이 뻣뻣하게 굳고, 동공 움직임 없이 고정된 시선에 섬뜩
함이 느껴지고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랐지만 이것이 평생 아들과 자신의
삶을 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의사의 입에서 ‘간
질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참여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말
그대로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하였다. 그렇게 그 병은 어리둥절함, 당
황, 섬뜩함, 두려움을 안기며, 단 한번 참여자와 자식에게 선택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삶으로 들이닥쳐 참여자들의 하루를 흔들었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 하루 이후 참여자들의 남은 일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삶에
서 맞닥뜨린 가장 끔찍한 불청객과의 당황스러운 조우였다.

열한 살, 정월 초하룻날 자다가 아이가 으, 으 그래요. 그래서 일
어나서 보는데 애가 이불을 차고 자더라고요. 이불을 덮어주고 누워
있는데 으, 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애가 눈알이 똑바로 박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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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고요. 아빠를 막 깨워서 얘가 왜 이러냐고? 그래서 어머니도 오
시더니 얘가 왜 이러냐고. 열한 살 되도록 예방접종만 다녔지 감기
로 병원에 다닌 적도 없어요. (참여자 12)
근데, 의사선생님이 ‘간질’이라고 하는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내
가 잘못 들어나 싶었다. 그 간질이란 말에 내가 넘어갔지. 설마 싶어
다시 물어봤더니 그거라는 거야. 머릿속이 휑해지더니 다리에 힘이
쫙 빠졌다. 애는 소아중환자실 들어갔지. 날은 춥지(눈물). 병원에서
집까지 오는데 왜 그렇게 그 길이 멀겠냐? 그 때 생각나면 아직 마
음이, 진짜 그때 되게 춥더라고. (참여자 9)
부지불식간에 들이닥친 불행 앞에 참여자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
다. 자식이 경련하는 동안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다는 사실은
참여자들의 무력감과 절망의 깊이를 더하였다. 건강하던 자식이 눈앞에
쓰러져 있었다. 평소 보기 힘든 일그러진 표정에 몸은 점점 뻣뻣하게 굳
어 갔다. 아프다 소리 내어 말하진 못해도 자식은 일그러진 표정과 울부
짖음으로, 혹은 전신의 떨림으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만 같
았다. 저러다 숨이 막힐까, 이러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불안과 당황,
애처로움과 다급함이 거세게 몰려왔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자식을 위해
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바짝 바짝 타들어가는 속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고통스러운 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 밖에 없었다. 항경
련제를 복용하고도 경련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참여자는 죽고 싶은 끝
모를 절망을 느꼈다. 다친 곳도, 부러진 곳도 없고 평소 지극히 정상적
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자식이 한 번씩 갑자기 쓰러져 경련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 엄마이면서도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음은 참여자들을 깊
은 무력감, 절망으로 몰고 갔다.

눈에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전혀 평소에는 볼 수가
없는, 심하게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 보는 과정이, 아무것도 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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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고, 애는 쓰러져 그러고 있고, 지극히 정상이에요, 경련만 안
하면. 그러고 있을 때는 애 잘못될까 봐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내
몸이 진짜 바짝 바짝 마르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한 번씩이 아니고 약을 먹는데도 했죠. 심할 때는 하루에 열 번씩
도 하고. 막 환장하는 거죠. 그럴 때 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해
줄 수 있는 거는 없고, 주물러줄 수도 없고 그냥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열 번씩 할 때는 죽는구나 싶죠. (참
여자 5)

(2) 예측 불가로 언제나 좌불안석
이 하위 주제는 예측 할 수 없는 경련으로 안심도 방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늘 비상 대기 상태로, 편안한 잠조차 박탈 당한채 지내면서도
불시에 시작되는 경련에 속수무책으로 이차 손상을 입는 자식을 봐야 하
는 참여자들의 힘겨운 일상에 관한 것이다.
한 번 시작된 경련은 참여자들에게 안심도,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 무
자비한 것으로 체험되었다. 놀람, 당황, 헤맴 속에 입원 치료를 마치고
‘완치되었다’고 마음을 놓고 있는 사이 경련은 다시 휘몰아쳤다. 경련 재
발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처음 경련을 접했을 때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
지게 하였다. 끝이 어디인지, 끝이 있기나 한지 알 수 없는 뇌전증의 잔
인함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느슨하게 풀어놓았던 긴장의 끈을 다시 팽팽
하게 조아 두게 하였다. 언제고 다시 경련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과 긴장은 그렇게 참여자의 삶에 달라붙어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절
대 마음을 놓을 수 없도록 하는 경련의 잔인함은『발작1. 간질병의 산을
오르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엄마는 여섯 달 만에 폭발한 이 발

작을 보고는 무너졌다. 엄마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구나
생각했다. 아들이 머리를 박박 깎고 병원에 입원한 모습이 눈에 아른거
렸다. 뒤로 홱 끌려간 기분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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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고 한 일주일 됐나 막 경련을 하는 거예요. 아우, 미쳐 미
처. 나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나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만 먹으면 된다고. (참여자 6)
이 년 동안 아무런 경기가 없었어요. 안심하고 약만 잘 먹으면 되
겠다싶고, 약도 줄여가고. 근데 오학년 말쯤 새벽에 갑자기 자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응급실로 뛰어갔죠. 처음 할 때보다 더 절망이 되
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는데 한 이 년 조
용해서 안심 했는데 갑자기 또 그러니까. 더 막 절망스러운 거예요.
(참여자 11)
불현듯 들이닥친 경련은 시와 때, 장소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참
여자와 자식의 삶을 잠식해갔다. 예측할 수 없는 경련으로 참여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 아슬아슬함과 팽팽하
게 조여 놓은 현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긴장을 견뎌야했다. 잦은
경련으로 병원을 집 드나들 듯 했던 시기, 참여자들은 아예 병원용 짐을
풀지 않은 채 생활했고 밤사이 경련을 할 경우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잠자리에서조차 편안한 옷을 입지 못했다. 자식이 눈앞에
없으면 불안은 고조되어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였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엔 학교에
서, 혹은 집 전화기 옆에서 비상 대기했다. 휴대전화 보급이 일반화된
요즘, 아이가 학교에 있거나 외부 활동을 나가면 참여자들은 손에서 휴
대전화를 놓지 못한다. 학교 번호가 전화기에 뜨면 심장은 쿵 떨어지고
‘여보세요?’ 가 아니라 ‘00, 경기했어요?’라는 다급한 말로 전화를 받는
다. 경련이 아닌 다른 일로 전화를 한 교사에게 화가 솟구쳐 오른다. 아
이의 경련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전화 한 통에도 심장이 오그라들고 머리
털이 곤두서게 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을 안고 살아가는 일상은 늘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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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전화벨소리만 들려도, 집안에 있을 때도 00이 유치원, 학
교 있으면, 가슴이 그냥 훅 떨어져요. 전화소리 못 들을까 봐 라디오
를 크게 튼다거나 그러지 못해요. 집에서 샤워도 못하고, 나가지 않고
딱 대기죠. 애가 밖에 있는 동안. 그니까 학교 바로 옆에. 지금도 학교
바로 옆이잖아요. 옷도 항상 입고 있는 거죠. 잠옷 입고 있다거나 그
러지 않아요. 처음 초기 때는 잠옷도 못 입고 잤어요. 이상하게 입고
뛰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프면 금방 나가야 하니까. 가방이랑 이런
것도 항상 앞에 놓고. 딱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참여자 7)
그러니까 엄마들이 팁을 주는 거야. 짐 풀지 말고 병원용으로 챙
겨놓았다가 경기하면 무조건 구급차 타고 그냥 바로 병원 가라고.
그 때부터 짐을 안 풀었고 그게 한 이삼 년 갔다. 얘는 경기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언제 할지 모르니까. 휴화산일 뿐이야, 안 할 때
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 시한폭탄 같기도 하고. (참여자 9)
자식의 첫 경련이후 참여자들의 삶에서 ‘숙면’이란 단어는 사라졌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자식이 경련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는 불안으로 수시로 깨어 자식의 상태를 살피고 확인하였다. 아이 몸에
손을 올려놓고 자면서 아이의 조그만 뒤척임에도 화들짝 놀라 깼다. 잠
속에서도 아이가 무사히 잘 있는지 더듬어 확인하였다.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긴장은 커피를 밥 먹듯 달고 살게 하였고 밤 수면 질 저하로 낮
시간에 쏟아지는 졸음으로 깜빡 잠이 들었다가는 화들짝 놀라 깨곤 했
다. 팽팽한 긴장으로 지내는 일상에서 편안한 잠조차 잘 수 없는 참여자
들의 모습은 마치 육식 동물의 공격에 대비해 선채로 꾸벅꾸벅 조는 기
린의 경계태세를 연상케 한다. 너무 긴 목으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 목
을 눕혀 자지 않는 기린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경련 불안으로 마음
놓고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하는 참여자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자식의 경
련 목격 이후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자 본적이 없다는 한 참여자는 자신
의 잠자는 모습을 ‘눈 뜨고 자는 물고기’에 비유하며 ‘아무 걱정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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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푹 잠을 자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였다.

제가 첫 시작을 보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잠을 거
의 못 잤어요. 눈을 거의 뜨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들면 자다
가 확 깨요. 갑자기. 그러면 아, 내가 잠이 들었구나. 밤에도 잠을 못
자고.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잠을 못 자는 거가. 계속 믹스 커피를
굉장히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7)
거의 못 자요. 요즘도. 중간 중간 몸 뒤척거리면 경련하나 싶어
저도 깨니까. 숨 쉬나 확인하고 토닥토닥해야 하니까. 항상 손이나
발이나 잡고, 손을 얹어 놓고 자요. (참여자 8)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불시에 덮치는 경련을 막을 수 없었고, 경
련은 늘 다녀간 흔적을 남겼다. 불현듯 쓰러져 버리는 아이는 안전한 장
소를 가려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었다. 경련은 아이의 신체에 위해를 가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쳐 늘 아이 몸에 상
처와 멍을 남기는 경련은 시퍼런 멍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아이를
덮쳤다. 얼굴이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고 다리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도,
머리를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안도하는 자신을 보며 참여자는 뇌
전증의 잔인함을 다시금 느꼈다. 경련은 매 순간 촉을 세우고 아이 돌볼
것을 주문이라도 하듯 신체적 이차 손상 위험으로 참여자들을 긴장시켰
다.

얘는 그냥 예고 없이 쓰러져요. 예고 없이 바로 픽. 그래서 뭐 머
리 찢어지는 거는 다반사고. 뭐 하여튼 얼굴 이런데 다 찢어지고 귀
도 여기가 다 찢어져가지고. 현관 앞에서 오다가 그냥 팍 쓰러져가
지고 그냥 꽃나무 거기 내놨는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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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뿌리박힌 낙인으로 인한 상처
이 주제는 오랜 세월 뇌전증과 결부되어 있는 사회적 낙인에 관한 것
으로 하위 주제는 ‘편견과 몰이해로 점철된 병’, ‘움츠러든 세상살이’가
도출되었다.

(1) 편견과 몰이해로 점철된 병
이 하위 주제는 뇌전증 발현 양상과 뇌전증을 지칭해온 용어에 관해
참여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은연중에 가지게
된 뇌전증에 관한 참여자의 인식에 관한 내용이다.
자식의 뇌전증 진단으로 참여자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오면서 자
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 안에 뿌리내리고 있던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이 살아남을 체험하였다. ‘간질’에 대한 거부감은 참여자들 내부에 뚜
렷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다. 자식의 첫 경련이나 뇌전증 진단 이전
에 참여자들이 경련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참여자 전원의
뇌리에 떠오르는 경련 발현 양상은 한결 같았다. 그 고정적 이미지와 눈
앞에서 보는 자식의 경련 모습이 상이함으로 인해 참여자 대부분은 자식
의 경련 첫 목격 시 ‘간질’, 즉 뇌전증을 바로 알아채지 못했고 따라서
진단 시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다.

젖 먹다가 갑자기 움찔하고 우니까 느낌이 되게 안 좋았지. 움찔
하고 팔을 퍼뜩 하더니 막 울고는 늘어져 자고. 조카도 봤고 큰 애
도 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고,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소설에서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간질은 사지 뒤틀고, 거품 물고 그런 거라고 생각
했으니까 전혀 그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참여자 9)
옛날 우리 저기 때만해도 ‘간질’하면 인식이 그랬잖아요. 갑자기
있다가 툭 쓰러져서 거품 물고 심하게 발작하고, 친구가 그러는 걸

- 63 -

초등학교 때 저도 봤었거든요. 어른들 얼핏 하는 소리로 하늘이 내
린 병이니 어쩌니, 그래서 굉장히 절망스럽고 사실은 막 그랬어요.
그런 게 떠올라서. (참여자 11)
오랜 세월 뇌전증을 지칭해 온 ‘간질’이란 말은 참여자들의 가슴에 날
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다. ‘간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거부감
과 사회 전체의 시선을 인식하고 있는 참여자 대부분은 ‘경기’, ‘경련’,
‘간질’이라는 말은 외부적으로 절대 입에 담지 않았다. 경련 후유증으로
가시적 장애가 드러나는 경우 ‘장애아’, ‘좀 떨어지는 아이’, ‘아픈 아이’
정도로 자식의 상태를 표현하였고 ‘아이가 좀 아프다’까지가 노출의 마
지노선이었다. ‘장애’나 ‘지체’라는 말 또한 그 나름의 편견과 차별을 품
고 있건만, 참여자들에겐 차라리 ‘장애’라는 말이 덜 아픈 말이었다.

‘우리 애가 좀 떨어져요’라고 하지 ‘우리 애가 간질이다’는 말은
절대 안 해요. 그건 정말 누구한테도 말하기 싫어요. 옛날부터 ‘간질’
하면 다들 몹쓸병, 지랄병, 염병,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하잖아요. 막
거품 물고 사지 틀고. 그니까 그냥 아픈 애라고 하죠. (참여자 3)
‘병은 숨기지 말고 소문내고 다니라’는 말도 있지만 뇌전증은 떳떳하
게 드러내 놓을 수가 없었다. ‘간질’이란 병은 아픈 것에 대한 안쓰러움
보다 거부와 혐오의 시선이 쏟아지는 것임을 참여자들은 은연중에 명확
히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아픈 자식이 걸려버린 그 병에 대한 사
회의 거부감 인식으로 수치심, 온전치 못함, 굴욕감 등으로 위축되었고
사회의 거부감에 대한 인식은 자식의 병이 드러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
안을 안고 살아가게 하였다. 인지가 정상인 자식을 둔 경우, 뇌전증에
대한 사회의 시각을 의식하며 평생을 살아갈 자식의 마음고생에 대한 걱
정 또한 참여자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심리적으로 뭐랄까 다른 병하고 뇌전증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
아요. 다른 데가 아프면 좀 사람들한테 그럴 텐데 갑자기 쓰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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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도 그러니까 그 병을 남들한테 떳떳하게 일부러 알릴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말이, 암은 그냥 살다가 암 걸렸으니까 아프겠다, 안
쓰럽다고 생각하는데 간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여자 2)
외부적인 시선. 본인이 감당해야 될 세월이랑 그런 게 너무 크죠.
우리 뭐 하나만 이렇게 해도 얼마나 신경 쓰이고 그러는데, 사람들
한테 인식이 안 좋은 병이니까 본인이 너무 자괴감이 클까봐. 늘 그
게 마음을 무겁게 하죠. 뭔가 얹힌 느낌. (참여자 7)

(2) 움츠러든 세상살이
이 하위 주제는 참여자들이 경련 노출에 대한 불안으로 집 밖을 나설
때 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늘 긴장하는 경험과 자식의 뇌전증
으로 인해 이웃이나 친구, 친척을 대할 때 일정 선을 그어놓고 움츠러들
어 경계하며 지내는 것에 관한 것이다.
외부 경련 불안은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집을
나설 때의 불안 정도는 경련 횟수, 양상, 인지 상태와 무관하지 않았으
나 집밖으로 나설 때의 긴장은 단 한 번의 경련을 겪은 참여자라 할지라
도 마찬가지였다. 자식의 뇌전증 이후 자식과 동행하여 집밖을 나설 때
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의 뇌전증 이전에 누
리던 행동의 자유로움은 사라졌다. 자식의 뇌전증 이전,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동은 자유로웠고 거리의 사람들은 그저 무대 배
경처럼 뿌옇고 희미하게, 도드라지지 않는 존재였다. 그러나 자식의 뇌
전증 이후 거리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나와 내 자식을 향해 있는 것만
같았다. 참여자들은 모나고, 두드러지고, 튀지 않아야 했다. 늘 남의 이
목을 의식해야 하는 삶, 뇌전증 자녀로 인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고통이었다. 불현듯 시작된 경련으로 자식을 안고 길
바닥에 주저앉아 온 몸으로 낯선 타인들의 시선을 받아내야 했었던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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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자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인격이 상실되는 것 같은 뼈아픈 기
억으로 남아 있었다.

어떤 애기는 가다가 보고 막 울더라고요. ‘아가야 괜찮아. 누나 힘
들어서 그래, 조금 있으면 괜찮아. 엄마 손잡고 가’하고 웃어요, 속은
검댕이가 들어앉았지만 웃어야지 어떡해요. 같이 울고불고 하면 넘
보기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쁜 표정 짓고, 자꾸 쳐다보고
가죠. 뭐라도 가릴 것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그냥 앉아서 애 얼굴 가리고 있는데 자꾸 쳐다보고 그러면 진짜 쥐
구멍이라도 쏙 들어가고 싶죠. 왜 쳐다보냐고 따질 수도 없고. 죽고
싶죠. 그럴 땐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저쪽에 갔으면 편하겠다’ 싶죠.
물구덕도 없이 어디서 퍼질고 누워 있으면 사람들 보기도 그렇고
‘아이고, 너하고 내하고 그만 저 세상 가자’ 싶죠.(눈물) (참여자 1)
집 밖을 나설 땐 늘 긴장되죠. 00이는 전혀 표시가 안 나요. 한
번씩 경련하는 것 말고는, 그래도 외부에 나가면 늘 긴장하고, 언제
또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보게 될까 봐. 보이고 싶지 않죠. 예전
엔 뭘 해도 눈에 띄게, 튀는 것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남의 눈
에 띄지 않고. 튀지 않고 남의 이목을 받지 않으려고. 외모적으로도
옷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 아픈 이후로. (참여자 7)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의 병은 대부분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감, 당당함을 빼앗고 참여자 스스로를 작고 초라
하게 느끼도록 하였다. 참여자 대부분은 친한 친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였다. 참여자들은 노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
지어놓고 마음 안에 그어 놓은 선 안에 머물면서 아이가 아프기 전에 쌓
았던 우정에 간극을 만들며 위축된 채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했다. 참
여자들의 위축된 마음은 노출 불안을 높게 하여 매일 오가며 만나게 되
는 이웃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도 접게 되었다. 외로운 마음에 터놓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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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까 용기를 가져보기도 하지만 아이의 병이 입 소문을 타고 온 동네로
퍼져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될까 두려운 마음은 차라리 혼자라는 고
독을 견디는 쪽을 택하게 했다.

친구들한테도 심하게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 전에 아픈걸 봐
서 간질이라는 걸 알기는 하지만 굳이 발작 한다는 얘기는 안하고
친구들도 안 물어요. 먼저 살던 아파트도 18년 살았는데 옆집이랑
왕래를 안 해요. 혹시라도 ‘우리 차 한 잔 마셔요’ 하고 집에 왔다가
얘가 하는 거 보면 놀랠 거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는데
그럼 동네 소문이 나잖아. 그래서 왕래하고 싶어도 그냥, 인사 정도
만 하는 거지. (참여자 6)
다수의 참여자들이 가까운 친척에게도 자식의 병을 알리지 않았고 일
부는 친정식구에게조차 자식의 병을 은폐한 채 지내고 있었다. 참여자들
은 가까운 친척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
다. 지속적으로 봐야만 하는 친척들에게 자식의 병이 알려지는 것은 관
계 맺음에 있어 참여자들이 계속 주눅 들고 위축될지 모른다는 염려로
이어져 참여자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는 듯 보였다. 한편, 자식의
병을 알면서도 배려와 이해,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준 적 없는 시댁 식
구와 열외 없이 집안 대소사 챙기며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몇몇 참여자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인 사람들이 남보다 못하다는
원망과 섭섭함을 느꼈다. 또, 아픈 자식을 돌보며 겪는 고부갈등, 아픈
자식을 천시하고 홀대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참여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건 정말 누구한테도 말하기 싫어요. 집안 식구한테는 더 안 해
요. 아무도 몰라요. 친정, 시댁 다. 그 자체를 경기, 간질이라는 말,
내가 먼저 거부를 일으켜. 망신살이지. 내 자존심이 다 꺾이는데 그
걸 왜 얘기해요. 안하지 절대. 안 볼 사람이면 몰라도 계속 봐야 되
는 사람인데 괜히 얘기해서 계속 기죽을 필요가 있나.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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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은 관심, 배려 없어요. 애 아픈데도 열외가 없어요. 갖다 오면
경련 하니까 저는 신랑이라도 얘기 해주면 좋겠는데 당연히 가는 거
예요. 그래서 명절 때는 가도 제사는 못 간다 했어요. 애 아픈데 주변
에서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싶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참여자 11)
이렇게 친한 친구나 친척에게 자신의 속을 터놓지 못하고 가까이 사
는 이웃과의 교류도 제한된 채 자식의 병이 알려질까 위축된 마음은 참
여자들을 늘 자신이 그어 놓은 선 안에 머무르도록 하여 사회적 관계 축
소로 이어졌다. 반면, 일부 참여자의 경우는 당당한 모습으로 관계적인
위축감을 극복하며 지내고 있었다. 자식의 병은 죄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주위의 시
선보다 자신과 자신의 아이에 집중하고자 애쓰며 당당하게 지내고자 했
다. 또, 이웃에 자식의 병을 노출하여 이해 받고 배려 받고 있다고 느끼
기도 하였다.

차갑다는 느낌 왜 없어요. 다 쳐다보는데, 저는 그래도 별 생각
안 해요. 나는 나, 너는 너, 내 생활이고 구태여 내가 빌릴 것 없고,
달랠 것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돈 주고 타는
거고 얻어 타는 것도 아니고. (참여자 5)
우리 라인은 전부 다 알아서 잘 해주세요. 아빠가 간질인 건 모르
고 애가 간질이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부부 동반 모임도 있고. 어제도
저희 집 와서 놀다 갔어요. 사람들은 다 이해해주세요.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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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걸림돌이자 동력인 모성
이 주제는 참여자들의 뇌전증 자식 돌봄과 정상 발달하는 다른 자녀
돌봄에 대한 내용으로 하위 주제로는 ‘경련에 꽁꽁 묶여버린 아픈 자식’
과 ‘홀로 자란 나무 같은 안 아픈 자식’으로 도출 되었다.

(1) 경련에 꽁꽁 묶여버린 아픈 자식
이 하위 주제는 뇌전증 자녀에 관한 참여자의 인식에 관한 것이다. 뇌
전증을 앓는 자식은 경련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힘
겨움을 안겨주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삶의 보람과 기쁨이 되고 참여자들
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게 하였다.
뇌전증은 자식을 ‘언제나 어린아이’로 만들어 버렸다. 인지 상태에 따
라 돌봄 정도에 차이가 컸지만 경련 불안으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경
련하는 자식은 끊임없이 보살펴 주어야 하는 어린아이였다. 아이의 발달
시계는 경련을 기점으로 멈추어 버린 것 같았다. 경련하는 아이는 처음
경련했던 당시의 나이에 머물러 있거나 그것도 모자라 한 번씩 심한 경
련을 할 때마다 뒷걸음질 쳤다. 특히, 어릴 때 경련을 시작하였거나, 반
복되는 경련 후유증으로 인지저하가 심한 경우 참여자들은 세월이 흘러
도 늘 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를 십 수 년째 돌보고 있었다.
나이는 스물, 서른이 넘은 자식이지만 밥 먹고, 손 씻고, 화장실 용변 뒤
처리 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 활동 중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
다. 참여자들의 이런 돌봄 일상은 온 힘을 다해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밀
어 올리는 순간 제 무게만큼의 속도로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는 영겁의 세월을 살아내는 시지프스의 모습과 흡사하다. 한 참여자
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자라지 앉는 자식을 보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같은 심정도 느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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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 살도 안 된다고 하지요. 옛날에는 구구단 다 외우고 동시도
외우고 집 주소, 엄마, 아빠 이름 다 외웠어요, 근데 크다가 경기 심하
게 하더니 다 잊어버리더라고. 크면서 완전히 많이 줄어들더니 아직
덩치만 컸지, 우리는 전부 세 살 그거로밖에 안보니까. (참여자 1)
대소변을 아직 못 가려요. 뒤처리를 해줘야 해요. 움직이는 건 자
기가 가는데 손 씻는 것도, 세수도 못하니까 내가 계속 해줘야 되죠.
그러니깐 얘한테는 항상 내가 있고. 밥도 숟가락에 올려주면 먹고,
잠도 내가 품어서 이렇게 누워있어야 돼. 말이 서른 세 살이지 애기
야. (참여자 3)
속 모르고 던지는 남들의 말은 참여자들의 가슴을 또 한 번 쳤다. 덩
치는 어른이지만 경련 불안으로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아기 같은 아
이’인데 남들은 다 큰 애를 과잉보호한다고 타박하였다. 누가 봐도 다
큰 자식, 아프지 않았으면 결혼해서 아이 엄마가 되고도 남았을 터이지
만 조절되지 않는 경련은 스무 살 넘은 딸을 ‘영원히 어린아이’로 만들
어 버렸다. 인지도 인지이거니와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른다. 마음에
얹힌 돌덩이처럼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이다.

얘가 서른네 살이지만 서른네 살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유치원생
같기도 하고. 누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엄마가 따라 다녀요’해요. 근
데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지. 시도 때도 없이 별안간 넘어가는데 어
떻게 혼자 보내요. 얘는 아기예요, 아기. 아기 보듯 눈을 떼지를 못
해요. (참여자 6)
약으로 경련 조절이 되고 인지저하 없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자식을 둔 몇몇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뇌전증 자식은 ‘늘 어린아
이’로 인식되었다. 학교생활도 잘 하고 경련은 심하지 않고 짧게 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에게 뇌전증 앓는 자식은 평생 업고 가야 할
무게, 평생 면제 받을 수 없고, 벗어 날 수 없는 책임으로 느껴졌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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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은 자식을 늘 돌봐주고 보살펴야 하는 ‘언제나 어린아이’로 만들어버
렸다.

전혀 제가 손댈게 없죠. 스스로 잘 하니까. 학교생활도 잘 해요,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죠. 전에는 함께 손잡고 가는 친구라고 생
각했는데 경련 이후론 손잡고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업고 가는 것 같
아요. 평생 그럴 것 같아요. 늘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그 무게를
벗어 놓지를 못하니까요. 늘 아기 보듯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참여
자 7)
한편, 뇌전증은 세상의 일원으로 타인과의 관계 맺음 속에 살아가는
삶을 자식으로부터 빼앗아 버렸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자녀를 둔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 참여자들은 경련 이후 친구 없이 홀로 지내는 아픈
자식을 바라보아야 했다. 인지저하가 심한 경우 엄마는 말 그대로 아픈
아이의 유일한 말동무이자 친구이며 소통자였다. 한 참여자는 인지저하
로 학교에 갔다 오면 친구 없이 늘 집에 머물며 자신과만 소통하는 아픈
자식을 ‘이 세상에 태어나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경련에 꽁꽁
묶여버린 아기 새’에 비유하였다. 인지저하가 심하지 않은 경우, 경련 불
안과 함께 자신이 남과 다름을 알고 위축되어 고립된 아이를 봐야하는
것, 소외감과 외로움에 고통 받는 자식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참여자들
에게 그 어떤 무거운 형벌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경련은 아이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했다.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자식, 대부분
참여자들에게 뇌전증은 자식에게 친구를 빼앗는 대신 깊은 고립과 외로
움을 남긴 잔인한 병으로 체험되었다.

친구들이 ‘바보야’ 하고 놀리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똑똑
하던 애가 경련하고서부터 그렇게 되니까 늘 혼자. 자기는 친구 없
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늘 같이 뭐라도 하려고 해요. 고
등학교 때 엄청 힘들었죠. 어느 날 ‘엄마랑 죽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서 엄청 울었어요. 김치 버무리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심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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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갔더니 우울증으로 나와서 일 년 동안 치료 다녔죠. (참여자 10)
경련하는 아이는 아무에게도 믿고 맡길 수 없었고 흔쾌히 맡아줄 사
람도 없었다. 아무리 자상하고 든든한 남편이라도 엄마를 대신 할 순 없
었다. 남편은 아이의 경련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이가 무얼 원하고 싫
어하는지 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했다. 속 터놓는 친정 언니도 엄마인 참
여자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에게 들러붙
어 버린 경련은 아이의 언어 능력도 훼손시켜 열 살이 되어도 아직 ‘엄
마’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해보게 하였다. 이 아이는 오로지 엄마를 통해
서 세상과 소통하였다.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는 언제 돌
발 행동을 하게 될지 몰라 눈도, 손도 못 떼고 옆에 늘 참여자가 있어야
했다. 자신을 대신해 아픈 아이를 돌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인식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어떤 상황에서도 ‘늘 아픈 아이 옆에 버티
고 서 있어야 하는 기둥’처럼 느끼게 하였다.

경기하는 애를 누구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내가 데리고 있어도 불
안한데, 얘 경기 양상을 본 적 없는 사람이 데리고 있다가 경기하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을까 봐. 응급실 간호사도 경기하는지도
모르고 ‘어머니, 얘가 많이 떨어요.’ 이러고 있었잖아. 아무한테도 의
지를 할 수가 없다. 한 번씩 언니 와주면 좋지만 언니가 와도 얘가
원하는 걸 나처럼 알아듣질 못하니까 맡길 수가 없지. 나 밖에 없지.
그니까 내가 얘 옆에 계속 버티고 있어야 하는 거지. (참여자 9)
경련하는 아픈 자식은 참여자들에게 쓰디쓴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
다. 타인의 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이의 병과 그 뒤치다꺼리로 참
여자의 삶이 온통 저당 잡힌 것 같고 아이는 참여자에게 기생하며 삶을
갉아먹는 존재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픈 자식은 참여자들이 삶을
지속하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 주었다. 참여자들은 자식이
겪는 경련의 고통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울부짖는 아이 모습에서, 쓰러져 버리는 아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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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저 표현도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일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
었다. 그런 힘든 경련의 고통을 견디고 현재의 상태로 잘 자라준 자식,
한 번씩 쓰러지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생활을 잘 해나가는 자식은 참여
자들에게 힘을 내고 살아가야한다는 의지를 다지게 하는 존재였다.

말은 못해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잖아. 얼마나
힘들면 의식이 없겠냐고. 그래도 잘 견디고 이 만큼 잘 커주니까 고
맙지. 얘를 보면서 힘을 내는 거지. (참여자 9)
애 자체가 워낙 잘 지내고 그래서 많이 위안이 되요. 불안감도 주
는 반면 아이가 위안이 많이 되요. 경련해서 쓰러지면 힘들 텐데 그
래도 잘 적응해주고 잘 지내주고 있으니까. (참여자 11)
아픈 아이는 참여자들 일상의 희비를 가르는 존재로 참여자들은 아이
로 인해 울고 웃었다. 강산이 두 번 바뀌고도 남을 세월동안 여전히 어
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덩치 큰 아이는 덩치에 맞지 않는 애교로 온 식구
들을 웃게 만들었다. 마냥 어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 비록 인
지적으로 부족하지만 엄마 고생 알아주며 따뜻한 감성만큼은 제대로 잘
자라준 딸은 삶의 보람과 기쁨이었다. 자신을 우주이자 전부로 느끼며
자신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아픈 자식은 참여자들의 삶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살아 있어야만 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일깨움을 주는 공생자였다. 아픈 자식은 그렇게 참여자들로 하여금 살아
갈 의지를 다지고, 더 건강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낼 이유를 일깨워 주었
다.

오빠 보고 ‘아들! 일어나 밥 먹어.’ 내가 오빠들한테 ‘아들 밥 먹
자’ 하니까 보는 것 마다 따라 해요. 걔가 우리 울리고 웃기고 지가
다 해요. 자고 나오면서 ‘엄마’하고, 어떤 때는 ‘아들’하고 나오면 얼
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다 밥 안 먹고 쓰러지고 하면 또 힘들죠.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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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한테 엄마 사흘 동안 여행 가는데 집에 있을 수 있냐 하니까
걱정 말고 갔다 오래요. 학습 능력은 안 되도 느낌, 감성 이런 거는
다 아는 애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힘들었으니 갔다 오라고, 자기
걱정 말라고(눈물), 보람이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만큼
커서 그런 말 하니, 내가 힘들어도 힘을 낼 수밖에 없죠. 힘이 나죠.
(참여자 5)

(2) 홀로 자란 나무 같은 안 아픈 자식
이 하위 주제는 아픈 자식 돌봄으로 인해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한
아프지 않은 자식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에 관한 것이다. 안 아픈 자식
은 홀로 자란 나무처럼 측은하고 대견하면서도 아픈 자식과 갈등을 보여
서운함과 야속함을 느끼게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보고 있으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눈물 솟구쳐
오르는 것은 아픈 자식만이 아니었다. 밀어두고, 제쳐둔 사이 훌쩍 커버
린 아프지 않은 자식을 바라보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온다.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경련에 안 아픈 아이는 챙길 여력이 없었다. 돈, 시간, 사랑,
정성 모두 아픈 자식에게 쏟아 부었다. 빨리 낫게 해야 한다는 다급함
도, 자신 때문에 아이가 아픈 것 같은 자책의 마음도 컸다. 아픈 아이에
게 다 쏟아 붓다 보니 안 아픈 아이는 건강하게만 잘 크면 된다는 마음
으로 늘 뒤로 미루었다. 미루어 둔 사이 훌쩍 자라 버린 자식들은 마치
물도 제대로 못 주고 내버려 둔 사이 홀로 자라 버린 나무를 보는 것 같
았다. 대견하면서도 측은함으로, 마음만큼 못 준 사랑으로 남겨진 자식
이다.
오래 전 작성된 한 참여자의 육아 일기에는 안 아픈 아이에 대한 참여
자의 미안한 마음이 절절하게 배어 있다. “딸 아이 아프면 온 식구가 비

상이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오빠들은 00먹을 것 사다 나르느라 공부도
못하고, 하루에 몇 번씩 마트에 갔다 와야 한다. 큰 아이들한테는 참 미
안하다. 맛있는 것은 00만 주고 안 먹으면 오빠 준다. 너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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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발작』에서도 형의 뇌전증으로 소외감, 고립감, 엄마의 편애를
느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꾹꾹 누르며 거의 ‘홀로’ 자라다시피한 동생
의 심정이 잘 그려지고 있다. “형의 안전 때문에 형을 따라가 보라고 하
는 엄마. 형이랑 같이 다니는 건 고문이었다.”, “부모님은 이런 상황을
최대한 오래 피하려고 형을 애지중지 보살펴왔다.”, “나는 내 안의 분노
를 다스리기 위해 쉴 새 없이 그림을 그렸다. 알아, 난 혼자라는 거. 무
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의 병을 고치려는 엄마의 노력은 그치지 않았
고......”

오직 00만, 얘는 내 잘못이니까 얘만 챙기고 데리고 다니고. 그러
니까 다른 애들은 학원도 못 보냈어요. 오직 이거한테만 돈이 다 들
어가고. 그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처지지, 애 아프다고 뭘 못 가리켜
주지. 저거한테는 맨날 뭐라 하고, 먹는 것도. 한번은 ‘엄마는 00밖
에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00반 애들한테 햄버거고 뭐
고 사다 주고 그러죠. 우리 00하고 잘 지내라고. 돈이 그런데 들어
가다 보니까 큰 애들한테 갈게 없지. 신경을 못 썼어요. (참여자 1)
홀로 잘 자라 준 안 아픈 자식은 참여자들에게 고맙고 든든하고 대견
하며 의지가 되는 존재이기도 했다. 한날 고작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
둥이 자매인데 경련으로 발달이 지연된 동생을 챙기는 첫째 딸, 엄마가
없을 때 동생이 친구들한테 채일까, 놀림 받을까 늘 챙기는 딸로 참여자
는 그나마 아픈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의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아픈 자식 치료에 매달리면서 자주 집을 비우게 되어도 불평 없이 알아
서 잘 커준 딸들은 고맙기 그지없다. 엄마 마음 잘 헤아려주듯 아픈 동
생을 극진하게 대하는 딸은 참여자에게 고맙고 든든한 의지의 대상이다.

첫째가 둘째를 너무 잘 챙겨요. ‘엄마 얘 어디 아파, 왜 내가 챙겨
야 되는데?’ 하면서도 손은 가는 거예요. 담임도 ‘00이가 너무 잘 챙
긴다’고, ‘너무 신경 써서 떨어뜨려 놨다’고. 2학년 때 같은 반 할지
물으니 ‘4,5학년 땐 다른 반하고 싶은데 지금은 같은 반 한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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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요. (참여자 8)
둘이 많이 의지 하면서, 학교 다닐 때, 집을 많이 비웠잖아요. 치
료 다니느라. 딸들이라 지네가 밥도 해먹고. 중학교 삼학년 때, 사춘
기였는데 둘째는 ‘엄마, 나는 스스로 혼자 컸어’. 그래요. 큰 애가 엄
청 막내를 챙겨요. 생각도 많이 하고. 큰딸이라 그런지 몰라도, 많이
고맙고 의지가 되죠. (참여자 10)
한편, 일부 참여자들은 남의 손가락질과 차가운 시선보다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픈 누나를, 오빠를, 동생을 부끄러워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면
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듯한 아픔을 겪었다. 똑같이 자신이 낳은 자식
인데 안 아픈 자식이 아픈 자식을 창피해 하면 마음 안에 이는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었고 자신만큼 절절하지 않은 것이 섭섭했다. 경련으로 스
스로 위축되어있는 아픈 누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아들을 보면 섭섭한
마음을 넘어 미운 마음까지 들었다. 어린 초등학생이었지만 쓰러진 누나
가 창피해 도망갔던 아들, 자라서도 누나가 창피하다는 아들 마음이 전
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여자의 가슴은 무너졌다. 세상
의 시선이 차가운 병, 남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피를 나눈 남매지간에 어
떻게 이럴 수 있냐 싶은 야속함이 물밀 듯 밀려왔다. 아픈 누나에게 엄
마 사랑 다 뺏기고 혼자 크는 외로움이 응어리져 누나에 대한 미움으로
자랐나 싶은 측은함도 들었다. 그럼에도 참여자는 아픈 자식한테 마음이
더 기우는 자신을 보았다. 안 아픈 자식은 참여자들에게 마치 ‘깨물어
덜 아픈 손가락’과 같았다.

얘 동생도 그 마음을 몰라요. 집에서도 몇 번 쓰러지고 그래서 얘를
업고 병원까지 갔다가 왔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나
는 걔한테 맨날 그래요, ‘너 엄마 생각하면 누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고. 누나가 지병이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받아주고 그래야지.’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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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워해요. 학교 다닐 때도 멀리 피해 다니고 쓰러진 거 보고
도 안 일으켰어요. 형제가 둘이 지지고 볶고 그래도 위기에서는 나
서주는 게 형제인데 얘는 안 그런 거예요. 아들을 미워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면서도 섭섭하고. 불만이 많죠. 누나를 돌봐야 하니까 혜택
을 못 받고 지는 혼자 커야 해서 외로움이 있잖아요. 측은하기도 하
고. (참여자 5)

4) 자식의 병으로 비중이 높아진 인간관계
이 주제는 사회적 존재인 참여자들이 뇌전증 자녀 돌봄에서 중요하게
체험되는 대인관계에 관한 것이다. 하위 주제로는 ‘한 걸음 물러 선 배
우자’, ‘양날의 검(劍)과 같은 의료인과 교사’, ‘동병상련으로 얻은 지기지
우(知己之友)’로 도출되었다.

(1) 한 걸음 물러 선 배우자
이 주제는 뇌전증 자녀 돌봄과 관련한 남편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참여자에게 남편은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존재로 체험되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남편을 벗어나고 싶은 굴레로 인식하였고, 또 다른 일
부는 남편의 강한 지지와 배려로 힘든 일상을 버티는 힘을 얻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남편은 뇌전증 자식 돌봄에 있어 참여자들만
큼 절실할 수 없는 근원적 한계를 지닌 조력자로 인식되었다. 아이 돌봄
에 있어 남편은 ‘책임자’ 혹은 ‘당사자’가 아닌 ‘관계자’였다. 아이 경련
대처를 혼자 할 수 있는 남편은 없었고 뇌전증으로 언어 장애가 있는 경
우 자식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뇌전증 자녀를 돌보
는 주된 양육자, 보호자, 대변인의 역할은 당연히 참여자들 몫이었다. 대
부분의 참여자들은 남편이 가림 막은 되어주고 있으나 실질적 피부로 와
닿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는 부족함으로, 의지하고 싶으나 완전히 기
대기에는 한계가 있고, 힘겨운 속내를 드러내도 내 속을 다 알아주지 않

- 77 -

을 것 같은 한 발 떨어진 사람으로 체험하였다.

원을 그어 놓고 원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은 상태로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 크게 도움은 주지 않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래
도 함께 부담스러운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저만큼 절실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참여자 7)
아픈 자식에 대한 남편의 마음이 엄마인 참여자와 똑같지 않음은 본
연구 참여자의 체험에서 잘 드러난다. 호전되지 않는 아이의 상태에도
절대로 아이를 포기할 수 없던 참여자는 어느 날 아이에 대해 절망하며
던진 남편의 말에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 같은 아픔과 배신감을 맛보았
다. 영화『사랑의 기도』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던
중 남편이 던진 “희망이 없다면 차라리 로비가 죽는 것이 낫다.”는 말에
주인공 로리가 절망한다. 이렇듯 참여자들에게 남편은 ‘한계를 지닌 조
력자’였다.

얼마 전에 아빠가 술을 한번 많이 먹었어요. 자기도 속상했겠죠.
그냥 이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좀 충격을 받았어
요. ‘차라리 중환자실 있을 때, 그 때 그냥 죽게 내버려둘걸. 그럼 한
번만 울었을 걸’하는 거예요. 그 때 삼십 프로밖에 안 된다고 했었거
든요. 얘가 살 가망이. 아우, 그래도 그렇지, 난, 그 얘기를 나한테,
아우, 그 때 너무 막 신랑도 밉고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
는 순간. (참여자 10)
몇몇 참여자들에게 남편은 경련하는 아이 돌봄으로 겪는 힘겨움 이상
의 힘겨움을 주는, 벗어나고 싶은 대상이었다. 자식의 뇌전증으로 일상
에 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남
편, 자식의 병을 수용도, 인정도 하지 않고 치료와 재활 과정 등에 간섭
과 비난만을 일삼는 남편은 참여자들 삶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무엇보다 자식의 병에 대해 참여자를 탓하는 남편의 비난은 참여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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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자기의 절망으로 밀어 넣기에 충분하였다. 함께 자식 낳은 남편에게
서 쏟아지는 비난의 말은 세상 그 누구의 말보다 더 시리고 아팠다. 이
밖에도 치료와 관련한 남편과의 의견 충돌, 아이에 대한 쌀쌀함과 무심
한 태도,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은 채 한마디 위로나 격려에 인색한 남
편의 태도는 참여자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하였다.

애 아픈 거보다 ‘너 책임이다. 네가 문제다’ 하는 남편이 적이지.
애 아빠가 무심해도 첫째가 건강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썼지. 근
데 아니잖아. 애가 시도 때도 없이 경련하고 챙겨야 될게 한둘이 아
닌데 자기는 그대론 거야. 인터넷 같은 거 뒤져서 이거 좋다 소리만
해대고 몸으로는 안 한다니까. 애 데리고 나가라고 하면 방에 들어
가서 TV보고. 산 시체지. 살아있는 송장. 집안일에도, 애들 보는 것
도. (참여자 9)
어릴 때부터 아프고 나서부터 아빠한테 너무 천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게 더 속상했었어요. 아기 때는 참 예뻐했어요. 무릎에다 앉
혀놓고, 막 ‘손가락도 나 닮고 이것도 나 닮고’ 막 이래가면서 예뻐
했어요. 그랬는데 딱 병 걸렸다니까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참여자
12)
한편, 남편의 실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따뜻한 위로, 인정과 격려의 말
은 아픈 자식 돌보는 힘겨운 일상을 참여자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되었다. 배우자로부터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가정 내
의 상호 지지가 견고하고 탄탄한 참여자들은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뇌전
증 자녀에게 말 그대로 ‘올인’ 할 수 있었다. 참여자의 노고를 알아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남편의 배려는 자식의 병에 대한 참여자들의 자책감
과 현실의 힘겨움을 딛고 아픈 자식 돌봄의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내하게
하는 힘이 나게 하였다. 참여자가 소진되지 않도록 재충전 시간을 갖도
록 하는 남편의 세심한 배려는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이 소중하고 사랑
받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여 아픈 자식에게 좋은 에너지를 쏟아 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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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영양제이자 힘의 원천이 되었다.

남편이 위로 많이 해줬지. ‘신이 다 주지는 않는다. 좋은걸 줬으면
어려움도 고통도 있다.’면서 오히려 날 위로하더라고요.(눈물)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해주고, 또 담담하게 해주고, 오히려 아빠가 나 같이
그렇게 안 하니까 오히려 내가 안정이 되더라고요. (참여자 2)
저희 신랑도 어머니한테 얘기 할 때도 그래요. ‘어미가 빨리 대처
를 해서 00이가 저 만큼 됐다’고 가끔 얘기하거든요. 신랑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래도 많이 위안이 되요. (참여자 11)

(2) 양날의 검(劍)과 같은 의료인과 교사
이 하위 주제는 의료인, 교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자식의 병으로 기댈 수밖에 없고 중요성이 커지는 이들과의 관
계에서 큰 상처도, 위로도 받는 참여자의 체험에 관한 것이다.
자식의 뇌전증으로 참여자들에게 의료인과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삶
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경련 불안과 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인식하
고 있는 참여자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죽고 움츠러들었
다. 경련하는 아이와 다급하게 찾은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 하얀 가운의
의사와 분주히 오가며 아이를 직접 보살피는 간호사들이 부모 마음만큼
다급하고 절박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눈앞에서 경련을 하고 있었
다. 속 타는 다급함으로 기대게 되는 의료인에게서 오는 차갑고 고압적
태도에 참여자들은 지은 죄 없이 죄인 된 듯 바짝 움츠러들었다. 쌀쌀맞
지 않아도 주눅이 들건만 싸늘한 표정과 고압적 태도는 경련하는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참여자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의료인의
무성의, 불친절, 고압적 태도에 크게 항변도 못하고 고개 숙인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픈 아이 둔 것이 서럽기만 하여 병실 한쪽에
숨어 앉아 울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 서러움은 지워지지 않는 깊
은 멍이 되어 참여자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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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그렇게 뭐라 하니까, ‘경기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거든. 거기서 마침 경기를 하니
까 내가 글로 들어갔죠. 근데, 어찌나 매섭게 그러던지.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만 보면 말을 못해요. 앞에 가면 겁나서 딱 얼어버려. 항
상, 아이, 눈물 나서 못하겠네.(눈물) 죄송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눈물
은 눈물 데로 흐르지, 발은 안 떨어지지. 애는 안고 내려가 버렸지.
한 십 년간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 . 그러고 나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그냥 우리 애가 부르듯이 ‘언니’라고 했는데
그걸로 복도에 사람 다 있는데 어찌나 호통을 치는지, 간호사들만
보면 주눅이 들고 그래서 ‘언니’라는 소리만 들어도 놀래요. (참여자
1)
한편, 일부 참여자들은 병만 볼뿐 아이의 발육, 인지에 관해 전혀 관
심 없는 듯한 의료인의 태도에 무력감과 절망을 느꼈다. 경련 조절이 시
급하긴 했지만 병보다 아이가 먼저였다. 조잘조잘 옹알이 하던 아이가
입을 닫고 하루 종일 축 늘어져 잠만 잤다. 시선은 점점 흐리멍덩해졌
다. 항경련제 복용 후 아이는 하루하루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았다. 경련
을 멈추게 하자고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
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같아 약을 먹일 때 마다 복잡
한 심경이었다. 아이의 안위를 쥐고 있는 것 같은 주치의 선생님에게 아
이 발달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지만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저
약 용량만 올리거나 내렸다. 병만 보고 아이는 보지 않는 것 같은 의사
의 태도에 일부 참여자들의 서운함과 불신은 커져갔다.
영화『사랑의 기도』에도 치료과정에서 의료인의 권위적이고 부모 입
장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태도에 어머니가 느끼는 소외감과 무력감이 생
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약 먹이고 그 약 때문에 더 독한 약 먹이고, 부

작용 없애려고 또 약 먹이고. 변비, 치질, 잇몸병, 사이코처럼 되어 가는
데, 왜 다른 치료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해주고 숨기는 거지?” 부모
의 시도는 모두 효과가 없다고 일축하며 과학적 근거만을 내세워 수술을
강권하는 의사에게 주인공 로리는 단호히 대처한다. “내 아들이고 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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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예요. 난 옳다고 믿는 걸 할 뿐이에요. 만약 당신 아이라면 계속 남
아 있었을까요?”
약 쓰면서 지켜보자고, 어느 병원이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약을
먹이니까 옹알이하던 아이였는데 말이 딱 멈춰버리고 멍해지는 거예
요.(눈물) 이건 아닌데 아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약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자고, 뭘 쳐다보라고 해도 그냥 멍하게 이러고 있고. 한
번씩 갈 때 마다 일지 보이고 약 먹이면 이런 증상이 나온다고 말씀
드리면,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 올릴게요.’ 그게 끝인 거예요. 상담
은 없고 약 줄이고 올리고 이런 것 밖에. 애가 어떤지는 생각도 안
하고. (참여자 8)
한편, 경련 불안에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참여자들은 학교에 보내면서 아픈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 늘 교사 앞
에서 작아지고 위축됨을 경험하였다. 언제 경련을 할지도 모르니 조금이
라도 자세히 살펴 주기를 바라는 기대의 마음과 혹시 아이를 괄호 밖으
로 제쳐 놓고 등한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늘 조아렸다. 학교생활
을 잘 하던 아이가 경련으로 인지저하와 함께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경
우, 아이의 상태를 알면서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로서의 무리한 욕심도 부려보았다. 하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자신의 아이를 교사는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아픈 아이가 갈 곳이 없어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덩그러니 앉아
있어야 하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그만 학교를 나가 주시오.’라는 거부의
말을 듣는 것 같았다. 참여자에게 아픈 자식이 ‘배려 받지 못하는 상황’
은 차가운 거부의 말보다 더 서럽게 느껴졌다.

좋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해요. 내 욕심에 잘못 보냈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가니까. 아파도 양호실에서 쉴 수도,
교실에 있을 수도 없어요. 문을 다 잠가 버려요. 도난 사고 때문에
안 된다고. 그니까 아파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장에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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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고 그랬는데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
은 마음고생이 엄청 났어요. 배려가 전혀 안된 거죠. (참여자 10)
다수의 참여자들은 아이를 학교에 그냥 보내지 않았다고 술회하였다.
조금이나마 신경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 혹시 아이가 소외되고 내쳐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사들에게 물질적 인사를 챙겼다. 언제 갑자기
쓰러져 간담을 서늘하게 할지도 모르는 아이를 맡기는 심정은 그저 죄송
할 따름이었다. 교사의 말 한마디는 아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아이를 ‘왕
따’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큰 힘이었던 것이다. 교사로부터 마음의 상
처를 입었다는 같은 입장 지인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닌 것으
로 받아들여져 교사에 대해 늘 신경을 쓰게 되었다.

항상 담임한테 신경을 썼죠. 애가 그러니까 늘 미안하고 부탁한다
는 거, 예상치 못하게 쓰러질 수 있고 또 애들이 얘를 무시하고 따
돌리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생님이 좋게 얘기해주면 좀 나
으니까. 근데 다행히 나는 신경을 써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까 그
엄마는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무시를 당했더
라고. (참여자 6)
한편, 자상하고 배려있는 의료인은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위안과 의지
가 되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발병 초기, 신뢰할 수
있는 의료인을 만나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원인도 모른 채 조절
되지 않는 경련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던 참여자들의 모습은 마치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애처롭다. 하지만, 경련하는 자식 둔 엄마의 속 타
는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상한 의료인과의 만남은 표류하던 배가 항
구를 찾아 안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의료인의 세심한 배려와
자상한 태도는 병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주눅 들고, 조절되지 않
는 경련에 무력감으로 고통 받던 참여자들의 지치고 황량한 마음을 녹여
주는 힘이자, 위안이었다. 참여자들은 흰 가운의 차가움에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조절되었다 싶으면 비웃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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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다시 시작되는 경련으로 혹독한 우울과 절망 속에 빠져있을
때, 어떻게든 장애아로 만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신의 노력을 남
편조차 비웃었을 때, ‘수고한다’라는 말로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준 의료
인의 한 마디에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한 참여자에게 아직도 생생하다.
오랜 세월 아이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의료인의 따뜻한 태도와 말은
경련하는 자식을 지탱하는 참여자들에게 그 자체가 훌륭한 치료제이다.

선생님이 들어오면 내가 병이 다 낫는 기분이에요. 항상 웃으면서
들어오시니까. 저쪽에서 오면 웃고 들어오는 거, 선생님 얼굴 보면
스트레스 확 풀리듯이 그래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참여자 1)
믿고 의지하지. 남편보다 더 의지해 솔직히.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거든. 몇 달 만에 보면 ‘많이 컸다’고, ‘저만큼 키운다고 고생
하셨다’고, 그 말을 듣는데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야. 내 수고를 알
아주니까. 그리고 애를 진짜 예뻐해 주셔. 그니까 가서 어렵지가 않
아. 들어가면 ‘잘 지내셨어요?’하고 반겨주셔. 짜증내는 것도 없고 질
문에 성의껏, 기죽지 않게, ‘내가 의산데’ 이런 권위적인 태도가 없
어. (참여자 9)
경련 불안이 있다고 해도 매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학교의 교사 또
한 참여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참여자들에게 뇌전증은 너무나 서러
운 병이었다. 자신의 아이가 갑자기 많은 아이들 앞에서 쓰러졌는데 자
신의 아이 걱정뿐만 아니라 놀랬을지 모를 다른 아이 걱정도 하게 되었
다. 친구들 앞에서 쓰러졌으니 아이가 주눅 들지도 모르고, 다른 아이들
이 놀려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참여자들의 마음에 또 하나의 큰 짐을
올려놓았다. 갑자기 쓰러져 수업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든 아이를 담임
도 달가워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학교에서 대발작을 한 후,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기엔 아득한 상태에서 잔뜩 움츠린 마음으로 학교
를 찾은 참여자에게 ‘학교에서 일은 걱정 말라’며 엄마를 위로하는 담임
교사는 무겁고 힘든 마음에 큰 걱정 하나를 덜어내 주는 고맙고 또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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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분으로 체험되었다.

어제는 학교에 담임을 뵈러 갔었어요. 아이들도, 선생님도 많이
놀랐을 텐데.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얘기 잘
했으니 다른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계속 쉬게 되면 진단서 끊어
야 하고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니 이틀만 쉬고 등교하라고 하
더라고요. ‘학교에서 걱정은 마시라’고 하면서. 마음이 놓이고 많이
고맙죠. (참여자 4)

(3) 동병상련으로 얻은 지기지우(知己之友)
이 하위 주제는 같은 입장인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참여자들이 느끼는
소통과 공감, 유대감에 관한 내용이다.
자식의 뇌전증 진단 이후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동
떨어진 존재로 느끼게 되었다. 남편도, 친정 부모도, 오랜 세월 정을 쌓
아온 친구도 자신의 심경을 알아줄 것 같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같은 입
장인 엄마들을 만나면서 동병상련의 위로와 공감을 얻고 오랜 세월 서로
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지기지우(知己之友)의 정을 쌓게 되었다. 같은 입
장의 엄마들 앞에서는 자식의 병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되고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위축되고 초라한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도 비웃을
까, 꺼려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경련하는 자식을 길러 보지
도 못했으면서 섣불리 위로하는 것 같은, 위로의 말에도 괜히 기분 나빠
지는 그런 느낌도 없었다.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노심초사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힘겨움에 관해 열 내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다 알고 있었다.
아이 상태가 나빠져 마음이 절망으로 떨어질 때, 멀쩡한 자식 둔 사람들
앞에서 괜스레 기분 상하고 한없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 같은 입장의 엄
마들은 참여자가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는 진통제였다. 자신보다 더 나
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참여자들에게 같은 입장의 엄마들은 자신
만이 이 세상에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큰 위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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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을 먹고 있는 엄마하고만, 병원에서 만났는데 이 엄마는
지금 일흔네 살인가 그래요. 그 집 딸이 서른일곱인가, 벌써 몇 십
년이야, 세월이. 오로지 얘기는 그 엄마하고만, 그 엄마도 얘기를 하
고 서로 아니까(눈물). 누가 이해를 하겠어, 우리 친정엄마한테 얘기
를 하겠어,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 마음을. 그 엄마하고는 다 털어놓
죠. 같은 입장이니까 서로 마음을 잘 알고. (참여자 6)
공감뿐 아니라 몇몇 참여자들은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아 스스로 찾아
야 하는 재활치료 등과 관련된 귀한 정보들을 같은 병을 앓는 엄마들을
통해 얻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경련하는 아이의 엄마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멀쩡히 잘 자라던 자식이 경련과 함께 뇌전증이란 진단을 받
고 아득한 때, 어찌해야 좋을 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 먼저
겪은 엄마들에게서 얻는 정보는 실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는 끈끈한 유대감마저 느끼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같은 입장의 엄마들을
통해서 혼자라고 생각했던 절망을 조금씩 벗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
는 위로를 얻었다.

병원에선 그런 거 얘기 전혀 안 해주지. 엄마들 통해서 치료실도
알아보고, 대기도 빨리 하고. 뇌전증이 병원에서 약 먹고 컨트롤되고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 애는 재활치료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정보는
가만히 앉아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닌 거야. 엄마들한테 들어서 인터
넷 들어가서 정보 구하고. 그게 다 엄마들한테서 나오는 거지. (참여
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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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놓을 수 없는 염려와 염원
이 주제는 자신의 사후 홀로 남을 뇌전증 자녀의 미래에 대한 참여자
들의 염려와 뇌전증 대물림 불안 및 일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갈망하
는 평범함과 완치 희망에 관한 것으로 하위주제는 ‘돌봄의 유한성과 대
물림 불안’, ‘평범함과 완치에 대한 갈망’으로 도출되었다.

(1) 돌봄의 유한성과 대물림 불안
이 하위 주제는 참여자들이 자식의 미래와 자신의 사후 홀로 남을 뇌
전증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힘겨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자 대부분에게 아픈 자식 돌봄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신의 사후 남
겨질 뇌전증 자식에 대한 걱정이었다. 인지저하가 심할수록, 참여자 연
령이 높을수록 사후 남을 자식 걱정이 컸다. 반평생을 늘 함께, 경련 불
안으로 다른 누구에게 맡겨보지도 못하고 내가 너고, 네가 나인채로 엉
켜 살아온 자식이었다. 하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아지고
있음을, 자신이 영원히 아이 곁에 머물 수 없음을 참여자들은 깨달았다.
아픈 형제자매에 밀려 홀로 자라다시피 한 건강한 자식에게 이 짐을 떠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자신처럼 그렇게 동생을, 누나를 보살피라
하고 싶지도 않았다. 엄마 아니고서는 못 견딜 일상이었음을 새삼 깨달
았다. 영겁의 세월을 살 수 있다면 끝까지 자신이 지고 가겠지만 언제인
지 몰라도 ‘죽을 날 받아놓은 유한한 시간 속의 존재’로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앞세우고 나면 피 눈물이 날 것이지만 자신 없는 세상에서 천덕
꾸러기로 남을 아픈 자식 생각에 참여자들은 자기 가슴에 자식 묻을 생
각마저 하게 되었다.

어떤 때는, 그냥 먼저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면 한번 살다 죽는다.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 차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막(눈물) 후회를 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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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가 있지만, 내가 사는 동안은 내가 보살피지만 나 죽고 나서
쟤를 진짜 어디에 맡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참여자 6)
한편, 인지저하 없고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 사후 걱정 못지않게 성인
이 되어 부모 그늘을 벗어나 일상 속에서 자식이 혼자 겪어 내야할 힘겨
움에 대한 염려가 컸다. 무엇보다 경련하는 자식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
을 경우 또 다시 경련하는 자식을 낳아 참여자들이 겪은 것처럼 경련하
는 아픈 자식 돌보는 뼈아픔과 힘겨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컸
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찾아오는 경련을 제외하곤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자식, 항경련제 복용으로 경련 조절도 잘 되고 학교생활도 잘 해나
가고 있다.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싶지만 대물림 불안이 스물
스물 올라와 마음 한 켠이 묵직해졌다.

지금은 우리 보호 아래 있지만 대학이나 직장 가서 만약 발작을
하면 그때 가서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또 결혼해야 하잖아요. 알
고 하건 나중에 얘기하건 여자애가 그걸 감싸줄 수 있을까, 걔가 그
걸 죽을 때까지 겪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보고 끌고 안고 병원 데리고 가서 약 먹이고 그것 보다 미래에, 우리
없을 때 어른 돼서 혼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두렵
죠. (참여자 4)
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낳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 때 사실 아, 그 때까지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만약 초
기 때 안정이 될 때까지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불안하죠. 애가 또 아프게 나올까 봐 그런 불안감. 아기를
안 낳고 살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 (참여자 7)
대물림에 대한 염려는 뇌전증 없이 건강하게 자란 자식에 대해서도
놓을 수 없었다. 아픈 동생, 누나에 밀려 엄마 관심과 사랑을 뺏기고 홀
로 자라다시피 한 자식이었다. 평생 그렇게 외롭게 자란 자식인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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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자라 경련하는 자식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참여자들의 마음
을 무겁게 했다. 경련하는 자식 돌봄은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은 아픔이
었다. 대물림 걱정은 마음에 앉은 돌덩이처럼 참여자들을 짓눌렀다.

작은아버지랑 누나 딸이 그랬다니까. 대를 끊지 않고 내려온 거니
까 얘네 대에서 끊어진다는 법이 없잖아. 00가 결혼해서 자식한테
이런 일이 온다면 내가 어떻게 00를 보냐? 안 그래도 지 동생 그래
서 관심도 못 받고 혼자 큰 앤데. 그래서 나는 00가 사제가 됐으면
좋겠다니까. 기도도 이번 대에서 끊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참여자 9)

(2) 평범함과 완치에 대한 갈망
이 주제는 뇌전증 자식을 돌보며 어머니들이 가지는 간절한 염원에
관한 것으로 평범한 일상을 애타게 바라고 미세하나마 발전을 고대하며
완치의 꿈 또한 접지 못함에 관한 내용이다.
경련 후유증으로 인지저하, 보행기능 저하 등의 장애가 있는 자식을
둔 경우 평범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움직임 또한 하늘의
별처럼 특별한 것이었다. 아기 때 시작된 잦고 심한 경련은 자신의 일상
을 스스로 챙기는 평범함조차 허락지 않았다. 자식이 스스로 신변 처리
를 하는 것은 인지, 근육 기능 저하가 심한 엄마들에게 가장 속 타는 바
램이었다. 남들 다 하는 당연한 손놀림도 어눌한 자식, 조금이라도 좋아
지게 하려고 십여 년을 하루 같이 바삐 움직였다. 인지저하가 심하지 않
은 경우 또한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무탈하게, 쓰러졌다는 전화연락만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참여자들의 최대 바램이었다. 삶에서 자식 농
사가 제일 어렵고도 중요하다는데 죽을 힘 다해 반평생을 바쳐왔건만 자
식 자랑 한번 못하는 삶이 되어 버렸다. 지금 옆에 살아있는 것에 애써
감사하고 마음을 접어 보지만 억울하고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 남의 자식 시집 장가가는 모습을 마음껏 축하해 주지 못하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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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게만 느껴졌다. 뇌전증 후유증은 참여자들에게
자식 키우며 누릴 평범한 낙(樂)도 너무 큰 욕심으로 만들어버렸다.

결혼식장을 못 가요. 보면 부럽고 눈물 나요. 그 애들 보면 내 딸
이 저렇게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왜 그게 없겠어요. 여자나 남자나
세상에 태어나서 한 가정 이루고 아기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순리거든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거를 못하잖아요. 그런 게 부모
낙인데 그거를 내 마음에서 접었을 때는 얼마나 큰 각오를 했겠어
요. (참여자 5)
경련 완치에 대한 기대는 놓으려 해도 쉬이 놓아지지 않았다. 일정 기
간을 선고 받은 것도 아니었다. 차라리 포기가 되면 마음은 편하련만,
드문드문 잊을만하면 한 번씩 자식을 후려치는 경련은 참여자들로 하여
금 희망과 절망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세월을 견디
게 하고 있었다. 경련이 뜸해지면 이제는 다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의 마음이 뭉글뭉글 솟아올랐다가 또 다시 불현듯 몰아치는 경련에 품었
던 기대와 희망의 몇 갑절로 마음이 무너졌다. 초기 경련 시 찾은 병원
에서 들었던 말, ‘언젠가 이 아이는 경련을 멈출 것’이라는 말에, 정성을
다 하면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십 년을 기대어 정성을 들였다. 약
으로도 조절 안 되는 경련은 시시때때로 아이를 덮쳐 십 년을 ‘속았지
만’, 그래도 그 희망의 말만은 절대 놓을 수 없었다. 참여자들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쉽게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코 놓
을 수 없고 놓아지지 않는 자식의 완치에 대한, 미세하나마 발전에 대한
희망의 마음 때문이었다.

다 빚으로 남았어도 딸램이 좋아지기만 하면. 좋아지겠지 뭐. 인
제 좀 날씨 좀 풀리면 끌고 다니면 좋아지겠지. 지 밥 떠먹고, 혼자
용변 처리하고 그것만 하면. 내가 맨날 그래. 끌고 다니면 좋아지겠
지, 좋아지겠지. 포기하다가도 또 그러고 포기하다가도 또 그러고.
영원히 접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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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기는 커가면서 안 한다고, 나는 그 말에 빛 한줄기를 봤
다. 조금만 버티자 그랬는데 웬걸 십 년이나 이러고 있다. 그 교수
말이 진리가 아니지. 그 사람도 사람인데. 계속 경기를 하지만 ‘얘는
크면서 안 할 겁니다.’ 그 한마디를 나는 못 버려. 그 말을 끝까지
잡고 가고 싶은 거지. 이 상태로 오기까지 십 년 걸렸는데 십 년 더
걸려서 볼펜 쥐고 이름이라도 쓰게 되면 뭘 해도 할 거 아냐. 그런
희망으로. (참여자 9)

6) 소진 속에서 정련되어가는 자신
이 주제는 뇌전증 자녀 돌봄과 관련된 참여자들의 신체적 체험과 자
아에 관한 것이다. 하위 주제로는 ‘방전되어가는 몸’, ‘망각된 자아’, ‘극
한의 고통을 통한 깨달음’으로 도출되었다.

(1) 방전되어가는 몸
이 하위 주제는 뇌전증 자녀 돌봄으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돌보
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노쇠와 건강악화를 경험하고 또 자식
의 신체적 성장으로 역부족을 겪는 것에 관한 것이다.
참여자 대부분은 자식의 안위에 대한 불안과 경련 소실을 기대하며 치
료에 매달리느라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아
이의 병을 낫게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과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으
로 전력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아픈 아이 돌봄 외에도 주부, 아
내, 며느리의 역할도 있었다. 참여자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 일들은 늘 쌓
여 있었다. 여기에, 예고도 주기도 없이 발생하는 경련 대처와 아픈 아이
를 데리고 치료를 오가는 일상으로 참여자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늘 빡빡하게 짜인 하루들을 살아오고 있었다.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대
신 해줄 수 없는 일상의 책임들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 힘겨
움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 된 힘겨움에 대해서도 어찌하지 못하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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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다. 생후 한 달도 안 돼 시작된 경련은 십 년 세월이 흐르도록 여
전히 아이 몸에 달라붙어 있다. 출산 후 몸조리는 엄두도 못낸 채 십 년
동안 강행군해온 한 참여자의 몸은 가족의 일상을 챙기고 아이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처럼 늘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하루 일과가 그냥 뭐 집, 병원, 치료, 학교. 중간 중간에 쓸고 닦
고 애들 간식 챙기고 맨날 똑 같은 일이 밀려 여유가 없었죠. 치료
를 계속 다니니까 쉴 수가 없죠.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해야
하니까 몸 무거워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자 10)
일상의 피로를 방치한 채 돌보지 못한 참여자들 중 일부는 신체 건강
악화로 암 진단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 자식의 경련으로 시작
된 뇌전증과의 사투로 참여자들은 일상의 피로를 풀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견뎌왔지만 몸이 가장 정직한 것이었다. 초긴장 속에 누적된 피로를
방치하며 보낸 세월 후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누르고 참고, 깡으로
버텨온 세월 동안, 침묵했던 몸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육 년간 잠은 하루에 한 두 시간, 집에선 거의 눈을 못 붙이죠.
출퇴근 하면서 졸고, 학교 보내면서 마음을 놨는데 그 때부터 제 몸
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상선 암이에요. 가슴에 멍울 생겨 가슴 수
술하고 자궁도 암 진단 받고 수술하고. 그 육 년이란 세월이 힘들긴
힘들었나 봐. 지칠 데로 지친 몸이 그 때 싹 풀리니까 암 덩어리들
이 여기저기서 쑥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참여자 8)
잦은 경련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 치는 아이의 인지에 비
해 아이의 신체는 무럭무럭 자랐다. 물 오른 나무 쑥쑥 자라듯 하루가
다르게 힘도 세지고 체구도 더 커지는 자식에 비해 자신의 몸은 점점 무
거워지고 야위고 있음을 참여자들은 깨닫게 되었다. 신체적으로 성장해
가는 아이가 경련을 할 때 혼자 대처하기가 점점 버거워졌다. 인지적으
로 여전히 어린 아이인 자식, 하루 종일 뒤따라 다니며 일상을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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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더 이상 자그마한 아이가 아닌 다 큰 자식의 일상을 챙기는 것은
참여자들로부터 더 많은 힘을 요구했다. 경련해대는 아이, 안쓰럽고 측
은해도 엉덩이 살 오르는 것 보고 흐뭇했건만, 참여자는 이제 아이 살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한 참여자는 아이의 신체
적 성장과 자신의 신체적 소진을 ‘물오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말라가
는 고목’에 비유하면서 바짝 바짝 말라가는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얼마
나 지탱해낼 수 있을까 막막한 심경을 표현하였다.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얘가 크니까 목욕 시키고 그럴 때도 혼자
때 밀고 그런 거는 못하죠. 목욕탕 가서는 내가 해 줘야 하고 그럴
때가 힘들어요. 조그말 때는 괜찮았는데 그땐 힘든 줄 몰랐는데 지
금 덩치가 크니까. 그리고 물속 같은데 들어가서 이제 걔가 물에서
경기한 적 있어요. 그래서 기절하고, 그걸 남들이 보고 못 건지니까.
(참여자 5)
참여자들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약자였다. 좋아질 거라는 희망과 해도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쉴 줄 모르고 몸을 움직였건만 경련은 쉽게 조
절 되지 않았다. 오로지 아이만 생각하고 십 수 년의 세월을 몸 힘든 줄
모르고 지내왔는데 돌아보니 힘든 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마음 무게에
짓눌려 몸을 버려둔 것이었다. 자신의 몸은 아이를 위한 것이었고 언제
든 그렇게 힘이 있을 줄 알았지만 세월의 무게와 아이 돌보는 무게를 견
뎌 내느라 자신의 몸이 노쇠할 데로 노쇠해져 있음을 늦게야 깨달았다.
인지저하가 심하고 어릴 때 진단 받은 경우일수록 참여자의 연령도 높고
유병기간도 길어 신체적 역부족을 절감했다. 경련 후 늘어진 아이의 몸
은 물 먹은 스펀지처럼 축 처지고 무거웠다. 아이 부축이 힘든 건 아이
몸이 커진 때문만은 아니었다. 참여자의 몸도 세월의 흐름으로 근력을
잃고 둔해져 있었다. 노쇠한 몸으로 아이를 부축하고 가는 참여자의 걸
음은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의 고난을 연상케 한다. 누구 하나 잠시 들
어줄 사람 없고 내어 맡길 수 없는 십자가를 참여자는 강산이 몇 번 바
뀔 세월 동안 지고 가고 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지만 그 말이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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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픈 말일지 몰랐다.

어디 가서 퍼져가 앉아 있다가 막 처져가 업고 가다시피, 할 수
없어요. 부축이지, 손 이래가지고. 끌어안고, 애는 완전 쳐지지. 아이
고, 마 이 생각 저 생각도 없고 온 몸이, 내 팔이 저리고 아프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이젠 나이가 들어서인지 감당이 안 돼요. 아이고,
이러다가 얘하고 같이 쓰러지겠다 싶어서 늘. (참여자 1)
(2) 망각된 자아
이 하위 주제는 자식의 치료에 매달리면서 참여자들이 오로지 자식을
위해 살게 되어 스스로를 망각한 채 살아온 것에 관한 내용이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식의 경련과 뇌전증 진단으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겨를을 갖지 못했다. 딱히 정해둔 건 아니었지만 아픈 아이는 늘
우선 순위였고 일상의 기준이었다.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
온 오랜 세월 속에서 ‘나’는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찾을 겨를도 없었다.
인지저하가 심하고 경련 조절이 잘 안되어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
를 둔 경우 참여자의 일상은 모든 것이 아이에게 맞추어져 마치 암수한
몸, 자웅 동체를 연상케 할 정도로 아이와 참여자가 하나로 움직였다.
오로지 아이밖에 모르고 살아온 세월 속에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필요는
참여자의 인식 어디에도 없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아이와 강하게 밀착되어 아이는 곧 자신이고 자신은 곧 아이였다. 삶은
자신의 것이었건만 삶에 차지하는 아이의 비중을 따지면 자신의 삶에 자
신은 없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살아보지 못한 나로 대부분의 참여자
들이 자신은 ‘오로지 아픈 자식을 위한 존재’라고 느끼고 있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애가 퍽퍽 쓰러지는데,
진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
네요. 그저 애가 어떻게 될까 봐, 발발발 한 거죠. 제 생각은 할 수
가 없죠, 못해봤네요. 하루하루 애만 보고 늘 쫓기듯 사느라. 제 삶

- 94 -

은 뭐 포기죠. 제 삶이 어디 있어요, 오로지 애만 보고 살아왔지.
(참여자 5)
한편, 아이가 인지저하가 없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 참여
자들은 아이와 한 몸이라는 생각도, 자신이 아이와 하나라는 생각도 없
었다. 하지만 ‘아이한테 온통 가 있는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려놓지는 못
하였다. 약으로 조절되고 있지만 언제 그 모습과 강도를 바꾸어 들이닥
칠지 모르는 경련 불안은 참여자의 독립성에 마침표를 찍도록 했다. 하
루 일과 중 물리적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이는지, 신체적으로 얼마나 가
깝게 밀착 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아이의 경련은 참여자들의 마음을 늘 아
이에게로 가 있도록 하였다.

한 몸이라는 생각은 없어요. 스스로 잘 하니까. 그래도 늘 마음은
애한테 가있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애 괜찮을라나. 혹시 또’ 하는
생각에 마음은 늘 애한테 있어요. 단 한번, 한 순간 크게 확 해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잖아요. 그러니 제 삶에 대해 따로 생각을 못하죠.
어떻게 해요, 끝났죠. 저로서의 삶은 얘 아프면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7)
(3) 극한의 고통을 통한 깨달음
이 하위 주제는 경련하는 자식을 돌보는 극한의 힘겨움을 통해 평범
한 일상 속에서는 얻지 못했을지도 모를 깨달음을 얻고 참여자 스스로
자신이 단단해지고 성장하였음과, 그간 보지 못한 타인의 아픔에도 눈을
뜨게 되었음에 관한 내용이다.
참여자들은 자식의 병을 통해 자신이 더 단단하고 큰 그릇으로 성장
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회적 편견뿐만 아니라 눈앞에 쓰러진 자식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천형 중의 천형을 겪으며 두렵고, 당황스럽고, 거
부감과 위축감도 느꼈지만 그런 뼈아픔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연마
되고 정련되어 감을 깨달았다. 참여자들은 고통과 시련의 의미를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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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위치에서 수용하고 깨닫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현실의 힘겨움을 버
티고 견뎌가고 있었다. 거만하고, 세상에 무서울 것 없던 자신이 아이의
병을 통해 보다 겸손함으로 다듬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한 참여자는 자
식의 병을 통해 ‘엄마’라는 이름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한 성찰과
함께 엄마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을
체험하였음에 감사하였다. 참여자들은 부족한 자식, 힘겨움을 주는 자식
을 통해 온전치 못한 존재도 그 자체가 귀함을 깨닫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때는 앞이 아찔했지. 뭐라도 해야 된다 싶어 눈이 뒤집어져서.
애 경기해대는데 암 걸려 항암치료 받고, 죽을 것 같았지. 그렇게 힘
든 고비를 많이 넘기고 오니까 이제 큰 그릇이 되어버린 거야. 모든
게 다 단련되어가지고. 첫째가 나를 사람으로 만든 거지. 그 때는 몰
랐지만 조물주가 첫째를 나에게 줌으로 해서 천방지축으로 진짜 지
잘난 맛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닐 여자를 다소곳하게 숙이고 살
게 한 거지.(참여자 3)
한편, 참여자들은 자식의 부족하고 아픈 모습을 통해 그간 외면해왔거
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타인의 아픔에 눈 뜬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자
식의 뇌전증 진단 전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장애를 가진 아이, 아픈 사
람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존재자들이었다. 마치 눈뜬장님과
같았다. 그러나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경련이 자식의 일이 되면서
참여자들은 타인의 아픔이 눈에 보이고 고통의 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었
음을 고백하였다. 장애에 대해 가졌던 편견에 대한 반성과 겪어보지 않
은 아픔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삶의 깨달음도 얻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비참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세월을 지나고 보니 자
신 보다 더 힘들고 더 큰 아픔과 부족함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함께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아픈 자식 돌봄을 통하
여 참여자들은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타인을 위한 이타심 또한 자
신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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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들 보면 예사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장애자가 되어봐야 그
장애자 마음을 안다, 내가 그 일을 당해봐야 그걸 이해한다듯이. 나
는 굉장히 그랬었거든. 진짜 굉장히 무시했었어요. 좀 약간 뭐랄까
좀 거리감 두고 그랬어요. 혐오스러우면. 그랬는데, 내 딸이 이러고
부터는 그런 얘기들이 그냥 들리지 않아요. 측은지심, 이해심도 좀
생기고, 남의 일 같지 않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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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하고 뇌전증 자녀 돌봄 관련 영화, 만화, 수기 등의 자료
를 참고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드러난 결과를 중심으로 뇌전
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을 이야기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범한 삶이 흐르고 있었다. 혼기 차 부모님의 등 떠밂도 있었고 몇
년 연애 한 남편도 ‘이만하면 괜찮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달콤하기
도 하고 서로 맞추느라 신경전도 벌인 신혼을 보내고 첫 아이가 태어났
다. 남편 챙기고, 아이 돌보고, 알뜰살뜰 살림하며 남들 사는 것처럼 그
렇게 보편적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둘째 아이
가 들어섰다. 뜻하지 않았으나 내 몸으로 온 아이, 열 달을 고이 품었다
세상에 내어 놓았는데 생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을 바르르 떨며 경련
을 시작했다.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서 ‘간질선고’를 받았다. 내 귀를 의
심하게 한 그 단어가 의사의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득하게 삶이 뿌리
째 흔들리는 소름끼침이 몰려왔다. 학창시절 언젠가 읽은 소설에서 묘사
된 간질 환자의 모습과 내 아이 경련 모습은 전혀 닮은 구석이 없었다.
설마, ‘지랄병’이라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그 병이 내 아이에게 왔을까
싶었다. 그러나 삶의 시작이 그렇듯 그 병은 나와 내 자식에게 단 한번
선택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그렇게 삶으로 들이닥쳤다.
아이의 계속 되는 경련으로 몸조리는 꿈도 못 꾸었다. 병실 간이침대
에 누워 맞는 새벽 찬 공기에 등짝은 칼로 베인 듯 시렸고 온몸은 자동
적으로 잔뜩 웅크려졌지만 아이 생각에 내 몸 추스를 겨를은 없었다. 내
집 드나들 듯 응급실 오가던 생활을 삼 년여 하고 정신을 차려 보니 첫
아이 입에서 예쁘게 들렸던 그 옹알이를 둘째 녀석에게선 들은 기억이
없었다. 둘째 녀석은 세 돌이 지나도록 걸음마 조차도 하지 못했다. 경
련은 조절되었다 싶으면 다시 시작되어 마치 똬리 틀고 앉아 있는 뱀이
한 번씩 혀를 날름거리며 위협하듯 내 아이와 내 삶을 위협했다.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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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여도 경련은 조절되지 않았고 약 때문에 발달과 인지가 떨어지나 싶은
불안이 솟구쳐 올랐지만 안 먹일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약 먹고 나면 한
없이 늘어지는 아이를 보다 못해 도대체 어떤가 싶어 약을 먹어 봤던
날, 나는 졸리고 축축 처지는 몸으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잠든 둘째를
안고 목 놓아 울었다. 커 갈수록 약을 안 먹겠다고 버티는 아이를 제어
하기도 점점 힘들어져 더 크면 어쩌나 싶고, 이 약이 독인지 약인지 구
분이 안가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병원 처방에 따라 꾸준히
약을 먹이는 것 밖에 없다.
육 개월 남짓 경련이 조용한 적도 있었다. 이러다 또 시작되는 건 아
닌가 싶은 마음에 살얼음판 걷듯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만 했
다. 늘 측은하던 아이가 예뻐 보이고 이 정도라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
며 지내던 어느 날, 나의 이런 마음을 비웃듯 경련은 다시 아이를 덮쳤
다. 빨간 단풍 흐드러진 아름다운 가을 호숫가에서 아이는 다시 쓰러졌
다. 사람들 오가는 길에서 갑자기 경련하는 아이를 안고 나도 같이 쓰러
졌다. 그렇게 아이와 나는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 같이 맞물려 있었
다. 내 자식 일그러진 모습을 남들이 볼까 얼른 감추면서 내 모습은 가
릴 것 하나 없이 날 몸으로 남들의 시선을 받았다. 말은 못해도 괴로운
듯 울부짖으며 경련하는 아이를 안고 그저 빨리 경련이 끝나기만 바라는
그 시간은 차라리 너와 내가 같이 죽자 싶은 절망감을 느끼게 하였고 아
름다웠던 그 곳은 이제 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되었다.
온 식구가 잠든 밤, 피곤한 하루에도 잠 못 드는 날은 역시나 또 지난
십 년간 끊임없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생각에 잡혀있는 나를 보게 된다.
도대체 어쩌다 아이에게 이런 병이 생긴 건지, 답 없는 것을 뻔히 알면
서도 원인이 무얼까 곱씹으며 긴 밤을 지새운다. 답 없는 번민의 끝은
늘 그렇듯 전생에 내가 큰 죄를 지어 이런 천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내 가슴을 치게 된다. 점점 커가는 아이 감당이 힘들어지면서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저 아이가 나 죽고 나면 어떡할까 싶은 걱정까지 더해
져 결국 한밤의 정적을 깨울까 소리도 못 내고 흐느낀다.
문득, 코골며 잠들어 있는 남편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아이를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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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할 수 없는 내 노력에 찬물 끼얹는 말을 서슴지 않고, 아이 발달 지
연에 대한 책망을 나에게로 돌려 한여름 뙤약볕에 아이 걸음마 시키느라
내 몸에 범벅이 되었던 땀만큼이나 많은 눈물을 쏟게 한 야속한 남편이
다. 그러나 문득, 이 사람도 가장으로 느끼는 부담과 책임에 허덕이느라
미처 가족에게 신경 못쓰고, 자기 힘겨움 표현도 못한 채 외로워하고 있
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측은함이 든다.
둘째 재우려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내 몸 끌어당기며 ‘엄마, 나도 안아
줘요’했던 첫째를 나는 ‘넌 멀쩡하잖아, 저리 가서 자!’라는 거친 말로 야
속하게 내쳤었다. 나도 모르게 불쑥 퉁명스럽고 쌀쌀맞게 내뱉어버렸다.
늘 그렇게 첫째는 아픈 둘째에 밀렸다. 평온하게 잠든 얼굴 바라보면 마
음 한 켠이 너무 아프지만 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 위로해본다. 마음 없어 그런 것이 아님을, 자라서 부모가 되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력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나를 이해하겠지
싶은 마음으로 자는 얼굴 비비면서 내 눈엔 또 눈물이 흐른다.
어떻게든 아이 병을 낫게 해야 한다는 생각과 절대 장애아로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치료에 매달려 9년의 세월을 보냈다. 운동치료, 인지
치료 등 같은 병을 앓는 엄마들을 통해 얻은 귀한 정보로 치료실을 찾아
다녔다. 나의 시선은 온통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나와 내 아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아이의
경련은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완
전히 바꾸어 놓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내 자식의 병 이전엔 내 삶에서
마치 무대 배경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두려워
지고 나를 주눅 들게 했다. 어차피 눈에 보기에도 모자람이 드러나는 자
식, ‘장애아’인 것만으로도 세상의 시선은 충분히 차가웠다. 굳이 ‘간질’
이란 말은 할 필요도 없고 알게 되면 모를까 내 입에 먼저 올리지 않았
다. 남들도 남들이지만 나도 ‘간질’이란 말이 ‘경련이 일만큼’ 치가 떨리
고 소름 끼치도록 싫었다.
그래도, 세상 한 켠엔 따스한 구석도 있다. 벌써 십 년째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주치의 선생님은 내 노고를 알아주며 위로해주시는 큰 위안

- 100 -

이며 의지의 대상이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또한
세상이 차갑고 내 삶이 서러울 때 같이 눈시울 적셔주며 위로해주는 고
마운 존재들이다.
십 년을 꼬박,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노력 모두를 쏟아 붓고 있는 둘
째 녀석은 아직 한 번도 나를 ‘엄마’라 불러주지 않고 있다. 눈 감기 전
에 그 소리 한번 듣고 눈 감을 수 있으려나, 아니, 나를 ‘엄마’라 부르지
않아도 좋다. 그저 펜 잡고 자기 이름 석 자 쓰고, 용변처리하고 밥 혼
자 떠먹을 수 있기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몹쓸 경련이 제발,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아이를 괴롭혔으면 좋겠다.
나 없이도 자기 앞가림만 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내 삶이 끝나도 여한
이 없겠다. 너무 큰 바램인가?......
둘째를 태중에 품고 첫 아이 손잡고 나간 놀이공원 봄나들이 사진이
거실 한 켠에 놓여있다. 그 시절,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그 평범한 일
상에 나는 많이 행복했었나 보다. 사진 속의 내가 활짝 웃고 있다. 평범
함이 이렇게 애타게 소중한 것인 줄을 그 때는 몰랐다. 하지만 지금, 온
힘을 다해 밀어 올려도 계속 떨어져 내려오는 바윗돌을 다시 들어 올리
는 시지프스처럼, 경련하는 아이를 받쳐 들고 있는 나는 평범한 것이 정
말 소중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비록 경련에 묶여 사람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자식이지만 이 아이를 통하여 온전한 것만을 수
용하는 작은 그릇이었던 내가 온전치 못한 것도 존재 그 자체로 수용하
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연마되고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가라고 하면 죽어도 다시 가기 싫은, 더는 못 갈 길이다. 하지만
혹 누군가 다시 이 아이의 엄마이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대답할 것이다. 다시 태어나도 이 아이의 엄마이고 싶다고. 세상의 차가
운 시선 속에서 수시로 경련 해대는 자식을 돌봐야 하는 천형 같은 나의
삶, 내 앞에 닥치기 전엔 상상조차 못한 힘겨움이지만 나는 지금껏 그래
왔듯 내 앞에 놓일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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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에 대한 논의와 본 연
구의 간호학적 의의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 본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은
사회적 낙인과 경련하는 자식을 돌보는 이중의 고통을 통해 정련되어감
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뇌전증은 참여자들의 ‘일상과 일생을 뒤흔든 불청객’으
로 체험되었고, 자식의 뇌전증 진단 이후 참여자들은 늘 경련에 대비하
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경련으로 인하여 자식의 안위에 대해 참여
자들이 느끼는 불안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넘어설 만큼 강력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에의 선구’를 자신의 죽음이
아닌 자식의 죽음으로 인지하게 되었다(Heidegger, 1927/1962). 본 연
구를 통해서 본 경련 불안은 시간이 약이 될 수 없고, 익숙해 질 수 없
는 것이었다. 만성 신경성 퇴행성 질환 자녀 부모들도 불안, 두려움 같
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시간 경과와 함께 부모가 느끼는 불안 강도
가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어(Steele & Davies, 2006), 시간이 가도 경
련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측 불가한 경련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 장
애를 동반하고 있는 뇌전증 자녀 어머니들도 한시도 경련 불안을 놓을
수 없다고 하여(Buelow et al., 2006)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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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참여자들은 뇌전증에 관한 ‘뿌리박힌 낙인으로 인한 상처’를
받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본 뇌전증은 선명한 이미지와 부정적 언
어의 이중적 낙인에 견고하게 묶여있는 병이었다. 뇌전증은 갑자기 쓰러
져 의식을 잃고 전신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것에서부터 짧은 순간 멍하
게 의식이 소실되는 정도의 발작, 저린 느낌, 두통 등과 같이 발현 양상
이 다양하지만(Solomon & McHale, 2012) ‘세계-내-존재’로서 은연중
에 구성원간의 공유를 통해 가지게 된 뇌전증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는
참여자들 마음 안에 견고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들
의 의식 속에 뇌전증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전신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대발작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제시한 선행 연구 결과(Jacoby, Snape, &
Baker, 2005)와 일치하는 것으로 다양한 뇌전증 발현 양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참여자 전원이 뇌전증을 지칭해온 용어들에 대한 강한 거부
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 시 참여자들이 개명된 명칭을 사
용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간질’, ‘경련’, ‘경기’, ‘발작’ 등의 다양한 용어
로 뇌전증을 지칭하였다. 일상에서 대중들 사이에서 비하적이고 강한 욕
설로 통용되는 ‘지랄병’이라는 말과 병을 지칭하는 용어가 동일함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자식의 병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며 움츠리고 살아가
고 있었다.
뇌전증에 대한 낙인과 오명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2012년 간질에
서 뇌전증(腦電症)으로 개명한 것과 같은 사회적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 고정된 이미지와 용어 등 뇌전증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뿌리박힌 과거에 지배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개명 하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선행 연구(Kim
et al., 201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방송 매체, 대중 및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경기’, ‘경련’, ‘간질’, ‘발작’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
가 혼재되어 사용됨이 본 연구에서 나타났으므로 전문 의료인들의 협의
를 통하여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한 노력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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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언어와 더불어 질병 발현 양상 또한 참여자들을 위축되게 하
였다. 많은 참여자들이 자식의 경련 목도 시 섬뜩함을 느꼈고 참여자 다
수가 오랜 세월을 겪고도 경련에는 익숙함보다 매번 새로이 ‘리셋’되는
섬뜩함, 당황, 놀라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런 참여자들의 경험을 보건
데 뇌전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경련 발현 양상과 무관하지 않
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즉, 통상적 질병의 고통, 아픔으로 표현되기보다
평소 보기 힘든 표정과 근육 경련 등이 갑작스럽게 나타남으로 인해 뇌
전증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픈 이에 대한 안쓰러움, 애처로움, 돌봄의 감
정보다 거부, 배척,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련에 대한 느낌은 설득과 계몽을 통해 쉽게 변하지 않는 감정이라
할지라도 경련이 뇌의 전기적 이상으로 인한 하나의 증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병에 대해 가지는 수치심과 위축감
을 줄일 수 있고 더불어 이들에 대한 대중의 차가운 시선 또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환자들이 뇌전증을 사회 심리적 현상으로
받아들였을 때와 달리 의학적 질병상태로 받아들일 때 자신감, 행복, 희
망 같은 긍정적 정서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Räty & Wilde-Larsson,
2011).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환자나 보호
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뇌전증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식의 뇌전증으로 참여자들은 이웃, 친척과의 관계에서 위축됨을 나
타내었는데 이것은 뇌전증 자녀 어머니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국외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Wirrell et al., 2008). 모계 유전이 확실한 만
성 질환 자녀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어머니들 스스로
가 자식의 병에 대한 원인 제공자라는 자책과 가족의 비난으로 가족 관
계에서 위축됨을 보였지만(강성례, 2012; 박혜숙과 김귀분, 2011; 오상
은, 2001) 본 연구의 경우 뇌전증이 모계 유전 질환으로 밝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친척, 특히 시댁 친척들에게 병을 은폐하
며 지내왔다. 이것은 뇌전증에 대한 사회의 강한 거부감 인식에 기인한
것인 한편, 자식을 낳고 기르는 주체로서 아픈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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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잘못되면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 사회의 뿌리박힌 가부장적 문화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참여자들은 자식의 병을 당당하게 밝혀 이웃의 배려와 이
해를 얻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뇌전증 환자에 대한 낙인을 ‘실행된
낙인’과 ‘지각된 낙인’으로 구분 짓고, ‘실행된 낙인’ 못지않게 뇌전증 환
자 스스로 가지는 ‘지각된 낙인’ 또한 환자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Scambler와 Hopkins(198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실제 대중의 차별적 태도 못지않게 뇌전증 환자 및 가족 스스로가 가지
는 ‘지각된 낙인’이 이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유
리되게 한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뇌전증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병 교육, 자존감 향상 및 대인 관계 기술 등과 같
은 중재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삶의 걸림돌이자 동력인 모성’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
다. ‘현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주위 다른 존재자들과의 밀접한 관계는 삶
의 필연적 모습이지만(박찬국, 2004) 뇌전증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없이
홀로 지내는 자식의 모습은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식의 존재를 불안정하
게 느끼게 하여 심적 부담이 되었다. 뇌전증 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보고한 선행연구(Mcewan, Espie, Metcalfe, Brodie, & Wilson,
2004)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뇌전증 자녀가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교육에 뇌전증에 관한 교육을 포함함
으로써 학령기, 청소년기 자녀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도모하도록 하여 환
자 본인은 물론 어머니들의 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
을 제시한다.
한편, 뇌전증 자식은 참여자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일깨우며 살아갈 힘
을 주기도 하였는데 본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자녀와의 공고한 밀착관계
와 끈끈한 유대를 느끼고 있었다. 또, 참여자 대부분이 아프지 않은 자
식보다 아픈 자식에 대해 마음이 더 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헌터증후군 환아 어머니 연구(강성례, 2012)에서 ‘부족한 자식에
대한 모성애’로 표현되면서 아픈 자식을 부족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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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을 매우기 위해 어머니들이 더 마음을 쏟는 것과 유사한 결과였
다. 하지만 뇌전증 자녀 어머니들이 아픈 자녀와 지지적이고 친밀한 관
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국외 선행 연구 결과(Akay et
al., 2011)와는 상반되었다.
본 연구 결과 참여자 대부분에게 남편은 아픈 자식 돌봄과 관련하여
‘한걸음 물러 선 배우자’ 이었다. 남편은 생활 유지, 질병 치료를 위한 실
질적 재원을 제공해주는 존재였지만 아픈 자녀 돌봄과 관련해서는 부성
과 모성의 차이를 절감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뇌전증 자녀 어머니
와 아버지의 자녀 인식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자녀를 대하는 태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Harber, Austin, Huster, Lane, &
Perkins, 2003)와 유사하다. 하지만, 부부관계보다 더 강한 결속으로 나
타난 부모-자녀 관계가 가족 전체의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
다고 제시한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자식과 깊은 유
대를 보이면서도 남편 또한 자신들이 돌보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며
가장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남편에 대한 측은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에게 남편은 아픈 자식 돌봄에 무게감을 더하는 힘겨운
존재인 반면 배우자의 탄탄한 지지는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실질적 위안
이 되었다. 본 연구 결과 뇌전증 자녀 돌봄과 사회, 경제생활 등에 있어
부부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의 노고를 인정, 격려하면서 화목한 가정 분
위기를 이룬 몇몇 참여자들의 경우 아픈 자녀 돌봄으로 인한 소진이 반
감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부 역할 조정과 분담, 이
에 대한 대화 등으로 서로에 대한 지지 표현의 기회를 만드는 것은 뇌전
증 자녀 돌봄의 힘겨움을 감소시키며 효과적 가족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의료인 및 교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뇌전증 자녀
어머니들에게 ‘양날의 검’과 같이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누구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 다수 참여자들의 경우와 유사하
게 다른 만성 질환 자녀 어머니들 또한 의료인들의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에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성례, 2012). 반면, 자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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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배려를 하는 의료인은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치유의 효과를 주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의료인 교육에 있어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존중
과 보호, 배려의식 고취와 같은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함으
로써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행해지는 의료 환경
을 조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 교사의 질병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학생
들을 상대로 뇌전증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경련 대처와 관계 맺음에 있어
환자와 보호자의 심적 부담이 높지 않은 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선행연구(Hayes, 2004)에서 뇌전증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상
담, 교육, 환자 지지 및 촉진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몇몇 참여자들이 간호사의 무례한 태도에 상처받은 것 외
에 간호사의 역할과 인식에 관한 두드러진 언급이 없었다. 이것은 참여
자 전원이 일정 주기로 외래 통원치료를 다니는 경우이기 때문이라 사료
된다. 국외 선행 연구를 통해서 뇌전증 전문 간호사들이 뇌전증 환자 및
돌봄 제공자에게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의사소통, 정보
전달, 지지를 제공하면서(Higgins, 2008) 숙련되고 전문적인 간호를 제
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Hopkins & Irvine, 2012). 이에 반하여 본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서처럼 응급실 간호사조차도 경련을 알아차리지 못
하는 상황은 경련 양상의 다양함에 관해 간호사조차도 인식이 미흡함을
나타내며, 국내에서도 경련에 전문적 대처가 가능한 뇌전증 전문 간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뇌전증 전문 간호 인력
양성은 간호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환자나 보호자들의 요구에 즉각
적이고 세심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참여자들은 항경련제 복용과 인지저하 관련 가능성에
대한 높은 불안을 느끼며 자녀의 항경련제 복용과 관련한 심적 고충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뇌전
증 아동 어머니들이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선행
연구(박소연, 2014)와 일치하였으나 뇌전증 아동 부모들이 의료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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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은 부분이 약 복용법으로 나타난 결과(김명애
등, 2003)와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약 부작용 불안은 자의적 약 중단과
비치료적 행위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게 된다. 문헌을 통해서도 항경련
제 부작용에 관한 위험성이 제시되고 있고(Lee et al., 2013), 식이 요
법 같은 비약물적 치료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므로(Joshi, Singh,
& Shellhaas, 2013) 의료 환경 내에서 주치료제와 대안적 치료법에 대
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같은 질환을 앓는 엄마들과의 소통을 통하
여 힘과 위로를 얻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만성 질환 자녀 어머
니들이 같은 입장 엄마들과의 교류 혹은 환우회 참여를 통해 심적 지지
와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강성례, 2012; 오상은,
2001). 선행연구(Chung et al., 2012)에 따르면 자조그룹 참여자의 경
우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지역사회 내 자원 정보와 의학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사회활동에도 보다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또,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된 환우 어머니의 수기에서도 뇌전증 캠프를 통한
소통이 치유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 모두가 본
연구를 위한 면담이 자식의 뇌전증과 관련된 속마음을 가장 장시간, 깊
게 터놓은 것이었고 면담 종료 시 소감에서 ‘속이 시원하다’, ‘묵었던 것
이 해소되는 느낌이다’ 등의 말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
실들을 종합해볼 때, 뇌전증 자녀 어머니를 위한 자조그룹 형성이나 상
담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체험을 말로 표현하여 내면의 응어리
짐을 발산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훌륭한 간호중
재가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뇌전증은 참여자들에게 ‘놓을 수 없는 염려와 염원’을
갖게 하였다. 사후 남을 자식에 대한 염려는 뇌전증 자식에 대한 일상적
돌봄 못지않게 참여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부모로서 자식 먼저
앞세울 생각을 하는 것을 보아도 이들이 느끼는 심적 부담의 크기를 가
늠할 수 있었다. 인지저하가 있는 뇌전증 자녀를 둔 참여자 대부분이 건
강한 자녀에게 뇌전증 자녀 돌봄 부담을 넘기고 싶어 하지 않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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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뇌전증 자녀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시설 마련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경련 대처에 능숙한 인력 상주로 뇌전증 환자들의 안전
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다면 평생 뇌전증 자녀 돌봄의 힘겨움
속에 지내온 이들의 근심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뇌전증 대물림에 대해서도 강한 염려를 나타내었
는데 이러한 결과는 뮤코다당증환아 어머니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박혜
숙과 김귀분, 2011)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모계유전이 확실한 선행연구
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뇌전증은 유전적 성향 외에도 뇌외상, 중추신경
계 감염 및 종양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대한뇌전
증학회 역학위원회, 2013). 발병 원인을 알 수 없음으로 인해 참여자 대
부분이 자신을 자책하고 막연하게 대물림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 따라
서 질병 원인 상담 같은 의료 서비스 제공은 이들의 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에게 뇌전증은 ‘완치’의 기대와 희망을 놓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안타까움을 주는 병이었다. 근디스트로피나 뮤코다당증과 같은 질
환에서는 환아 어머니들이 자식의 죽음을 예견하고 느끼는 마음의 고통
이 표현되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오상은, 2001; 박혜숙과 김귀분,
2011). 자식의 죽음을 준비하는 어머니 마음의 힘겨움도 큰 고통일수
있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잡으려야 잡히지 않고 놓으려야 놓을 수 없
는 희망과 절망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뇌전증은 참여자들에
게 경련 양상과 사회적 낙인 외에도 나을 수도 있다는 희망과 그 희망이
번번이 꺾일 때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가는 잔인한 병이었다.
본 연구 결과 ‘소진 속에서 정련되어가는 자신’이라는 주제가 도출 되
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뇌전증 자녀 돌봄 기간은 최소 2년, 최장 34
년으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십년 이상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긴 세월
동안 뇌전증 자녀 돌봄과 가사 병행으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신체적 소
진을 토로하였다. 다른 만성 질환 자녀 어머니들도 신체적 부담에 관한
언급이 있었지만(박혜숙과 김귀분, 2011; 오상은, 2001) 본 연구 참여자
들에서처럼 신체적 부담이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뇌전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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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발현 양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약제 불응성 뇌전증 자녀 어머
니들의 경우 신체적 피로감이 점점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Jan,
2006)에서와 같이 경련 대처가 어머니들의 신체적 부담을 높이는 것으
로 보인다. 여기에, 경련 불안으로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일상 또한
뇌전증 자녀 어머니들의 신체, 심리적 힘겨움을 깊게 한다고 볼 수 있
다. 경련 예측 불가로 자녀 돌봄의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오로지 어머니
가 다 떠안음으로 인해 어머니들이 소진되어 감을 지적한 선행 연구
(Terra et al., 2011)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뇌전증 자녀 어머니들의 신체적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
다. 본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경련하는 아이를 선뜻 맡아주는 활동 보
조인이 없었고, 공공기관 시행 장애인 자활프로그램에서도 경련을 이유
로 배제되었다. 따라서 경련 대처에 능숙한 활동 보조인력 양성과 활용
같은 뇌전증 특화된 사회적 서비스가 갖추어 진다면 어머니들에게 재충
전의 여유를 허용하여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식의 병으로 세상 속의 존재로 평범하게 살아
갈 평온함을 박탈당했다. 주위 이목을 늘 의식해야 하는 삶, 자식이 남
에게 환영은커녕 차가운 거부의 시선을 받는 것은 어머니에게 천형과 같
은 고통일 것이다. 여기에 경련 대처와 후유증으로 인한 일상의 힘겨움
까지 보태져 참여자들의 삶은 극한의 힘겨움에 대한 인고의 나날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세상에 주눅 들고 위축되면서도 참여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수용하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뇌하며 하루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자식의
안위에 대한 불안에 직면해야하는 나날들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온전치
못한 자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부족한 자식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더 나아가 자식의 병 이전에는 눈에 보
이지 않았던 다른 존재들의 소중함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
이데거가 말한 ‘현존재’인 인간이 다른 존재자들과 구분되는, 실존으로서
귀한 모습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뇌전증 자녀 돌봄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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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죽음으로 마감될 유한한 시간속의 존재이지만, 자신의 삶을 수용하
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이며 유용성으로 평가 받는 도구적 존재
자 이상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존재 이해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적용
본 연구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질환인 뇌전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을 하이데거의 실존적 인간론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돌봄 체험 진술, 영화, 만화, 수기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뇌전증 자녀 돌봄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얻고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낙인
으로 인해 힘겨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체험을 제대로 터놓지 못했던 어머
니들로부터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의료인뿐만 아니
라 일반인들의 질환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힘겨운 돌봄 속에서도 삶을 어둡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놓인 고난을 수용하며 자신의 삶을 실존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어머니들에게서 돌봄의 긍정적 측면도 함께 드러내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간호 실무와 간호 연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간호실무 측면에서의 적용
본 연구 결과는 뇌전증 자녀와 이들을 돌보는 어머니들 삶에 대한 이
해를 높여 일반인 및 의료인의 부정적 시선을 보다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일조할 것이며 이들의 실제적 필요에 적합한 간호를 제공하는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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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구상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우선, 의료인의 태도로 인해 참여자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본 연구 결과는 간호 현장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대하는 간호사들
의 인식과 태도를 재정비할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 뇌전증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경련 대처에 능숙한 뇌전증 전문 간호 인력을 양
성할 필요가 있음도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본 연구 결과 학령기 자녀를 둔 경우 학교에서의 경련 발생과 불안으
로 교사,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보건
교사를 통한 뇌전증 교육 실시 필요성을 제시한다. 초, 중, 고등학교 학
생, 교사를 상대로 한 뇌전증 교육은 이들로 하여금 질환 이해를 높여
환아 및 어머니의 심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을 통한 뇌전증 홍보와 인식 전환 유도는 대국민적 인식 전환과 사회적
각성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 다수가 뇌전증 자녀 돌봄에 있어 남편을 ‘한 걸음 물러선 존
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건강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심적 부담을 가지
고 있었다. 이를 감안, 가족 통합성을 유지하고 상호 지지,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과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입장인 엄마와의 만남을 통해 소통, 공감 받
고 돌봄의 힘을 얻고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등 간호 인력 중
심의 뇌전증 자녀 어머니 지지체계 조직은 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올바른 질병 및 대처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뇌전증 환자를 수용할 안전시설 부재와 경
련 후유증 감소를 위한 재활치료 시설 부족 또한 참여자들의 힘겨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련 대처에 능숙한 전문 간호 인력과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 보조 인력 양성, 활용에 힘써야 할 것이
다. 또한 간호의 중요한 역할인 환자 옹호자와 대변인으로서 안전한 수
용 시설과 치료 시설 마련 촉구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뇌전증에 대한 인식 전환은 몇몇 의료인과 일반인의 노력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다양한 질병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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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옹호와 대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
니들이야말로 뇌전증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바꾸어 낼 수 있는 핵심 인
력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뇌전증 자녀 어머니들을 뇌전증 인식 변화를
위한 간호 협력자로 교육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2) 간호연구 측면에서의 적용
본 연구는 하이데거의 실존적 인간론에 입각하여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을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영화,
만화, 수기와 같은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여 이들의 돌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이끌어내었다. 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 안에 있던 병에 대
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자식을 그 자체의 귀함으로 바라보며 자신
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뇌전증 자녀 어머니들의 긍정적이고 아름다
운 모습 또한 조명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뇌전증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들을 지지하고, 교육할 수 있는 치료적 중재 개발
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자녀
발달의 한 단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뇌전증 자녀 돌봄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망할 수 있어, 진단 초기 충격이 클 어머니들의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뇌전증 질환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 인용된 다른 만성 질환과 같이 인지저하, 장애가 있는 다른 질환
아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의 경험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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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하이데거의 실존적 인간론을 바탕으로 하여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체험을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을 이용하여 탐색하고
서술하였다. 뇌전증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편견이 있는 한국의 사회문화
적 맥락 안에서 뇌전증을 가진 자녀를 유아기에서부터 성인기에 이르기
까지 돌보는 어머니들이 자신과 자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며 살
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다.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자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돌본 지 최소 1년이 지나고 주 돌봄 제공자인 12명의 어머니들을 심층
면담하여 얻어진 자료와 뇌전증 관련 영화, 만화, 수기를 분석에 포함
하였다. 자료는 반 마넨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사회적 낙인과 경련하는 자식을 돌보는 이중의 고통을
통해 정련되어감’을 중심 주제로 도출하였다. 총 여섯 개의 주제로, 경련
진단과 발현 양상 관련 주제, 사회적 낙인 관련 주제, 모성 관련 주제,
대인관계에 관한 주제, 어머니의 심적 부담과 희망 관련 주제, 어머니
자아와 신체관련 주제가 도출 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뇌전증 진단, 발현 양상, 대처와 관련된 것으로 ‘일상
과 일생을 뒤흔든 불청객, 경련’, 두 번째 주제는 뇌전증의 사회적 낙인
관련 주제로 ‘뿌리박힌 낙인으로 인한 상처’, 세 번째 주제는 모성에 관
한 ‘삶의 걸림돌이자 동력인 모성’, 네 번째 주제는 ‘자식의 병으로 비중
이 높아진 인간관계’, 다섯 번째는 참여자들의 염려와 염원에 관한 ‘놓을
수 없는 염려와 염원’,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는 뇌전증 자녀 돌봄과 관
련된 참여자의 신체, 자아에 관한 내용으로 ‘소진 속에서 정련되어가는
자신’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차가운 사회적 인식과 예측 불가한 경련으로 천
형과도 같은 뇌전증 자녀 돌봄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 앞에 놓인 힘겨
움을 감내하고 수용하며 실존적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세상에 던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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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현
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앞을 향해
자신의 삶을 실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삶의 시작과 끝이 불
가항력일수 밖에 없듯 자식의 뇌전증 또한 불가항력일수 밖에 없는 것이
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존재 자체의 존귀함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본 연구는 뇌전증 자녀 돌봄 체험에서 어머니들이 감
내하고 있는 힘겨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뿐만 아니라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 실존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훌륭함과 아름다움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참여자들 돌봄 체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므로 질환 중증도에 따라 세분화된 어머니의 돌봄 체험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경련 대처에 능숙한 뇌전증 전문 간호
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뇌전증을 질병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배려 있
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뇌전증에 대한 학교 교육, 언론을 통한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뇌전증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병 교육, 자존감 향상 및
대인 관계 기술 등과 같은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그 효과
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잠시라도 돌봄의 역할을 내려놓
고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충과
보조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보다 협력적이고 공감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돌봄을 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효율적 질병 관리를 위한 통합적 질
병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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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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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일반적 특성 설문지
일반적 특성
다음은 뇌전증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 하거나 직접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머니 연령: 만_______세
2. 어머니 교육 정도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이상
3. 어머니 결혼 상태
① 기혼

② 이혼

③ 사별

④별거

4. 어머니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

⑤ 무교

5. 어머니 경제 활동 유무
① 전일제 직장

② 파트타임 근무

③ 전업주부

6. 가정 경제 상태
① 상

② 중

③ 하

7. 어머니가 뇌전증 자녀를 돌보는 하루 평균 시간
평일 기준 약 ______시간/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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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뇌전증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 하
거나 직접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녀 성별: ① 남

② 여

2. 자녀 연령: 만_______세
3. 자녀 수가 하나 이상일 경우 뇌전증 자녀는 몇째 아이 입니까?
______명 중 _____째
4. 자녀 교육 상태
① 어린이집/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중, 고등학교

④ 특수학교

5. 뇌전증 진단 당시 나이: 만 ____년 ____개월(진단 년도: ______년)
6. 뇌전증 치료를 위한 복용 약물 개수 ______가지
7. 최근 1년간 혹은 1달간 경련 횟수
① 1년 이내 없음

② 1년 1회 이상

③ 한 달에 1회 이상

④ 매 주 1회 이상

8. 뇌전증 증상은 어떠한가요?
① 심한 대발작이 대게 동반되며 잦은 외상이 있다.
② 심한 대발작이 드물게 있고 외상은 거의 없다.
③ 대발작 없이 의식 소실되고 반복적 행동을 하는 경련을 한다.
④ 본인만 느끼는 주관적인 전조증상이 주된 경련 양상이다.
9. 뇌전증 이외에 다른 장애 유무(해당되는 모두에 표기 하세요)
① 없음

② 뇌성마비

⑤ 인지기능장애

③ 지적장애

⑥ 기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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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달지연

부록 4. 면담 질문
1. 뇌전증 자녀를 돌보는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 자녀가 뇌전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3. 자녀의 뇌전증 진단을 받고 어떠셨습니까?
4. 뇌전증 진단 받은 자녀에 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셨습니까?
5. 뇌전증 진단 받은 자녀를 돌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떤 생각
이나 느낌이 드셨습니까?
6. 자녀의 뇌전증 진단과 돌보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7. 자녀의 뇌전증 진단과 돌보는 과정에서 다른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합
니까?
8. 자녀의 뇌전증 진단과 돌보는 과정에서 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9. 뇌전증 자녀를 돌보는 일상에서 주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0. 뇌전증 자녀를 돌보는 가운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11. 뇌전증 자녀를 돌보는 가운데 가장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12. 뇌전증 자녀를 돌보는 가운데 가장 위안이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13. 뇌전증 자녀를 돌보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14. 뇌전증을 처음 진단 받을 때와 지금의 느낌은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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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on Caring Experience of the Mothers
of Children with Epilepsy
Joung Woo Jou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i, Myungsun, RN, DNS
Epilepsy is one of the most common neurologic diseases associated
with stigma. The impact of epilepsy is not limited to the child
experiencing seizures; it affects all family members, especially
mothers. Mothers taking care of epileptic children are under
significant

amounts

of

physical,

emotional,

and

psycho-social

relationship stress. Therefore, nursing should pay attention not only
to patients themselves but their mothers to support them. This
necessitates a study of mothers raising epileptic children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lives in a Korean socio-cultural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se mothers’ caring experience and a description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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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based on Heidegger’s philosophical concepts of
‘Being’ and ‘Being-in-the world’. Participants were 12 mothers
caring for children with epilepsy who were taking antiepileptic
drug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on
their caring experiences from December, 2014 to February, 2015.
Each participant was interviewed once with each session lasting 3
hours and 30 minutes on average.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transcribed verbatim and analyzed using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hich utilizes repetitive and circular
process of moving between parts and whole. In addition, a movie
regarding the caring experience of an epileptic child, a graphic novel
based on the experience of being a brother of an epileptic, and
lastly, memoirs of mothers about their caring experience were
analyzed to extract the themes.
As a result of analysis, 6 essential themes emerged: The first
theme is about diagnosis and manifestation of seizure and is
expressed as ‘seizure, the uninvited guest who interrupts daily living
and whole life’, subthemes are ‘unexpectancy of seizure’ and
‘always feeling insecure due to unexpectancy’. The second theme
‘heartache due to deep rooted social stigma of epilepsy’ is on social
stigma. Subthemes are ‘a disorder which is inundated with prejudice
and misunderstanding’ and ‘live a discouraged life’. The third theme
‘maternal instinct: stumbling block but also spark of life’ is on
maternal instinct. Subthemes are ‘poor child trapped in seizure’,
‘siblings of epileptic: growing up independently without sufficient
nurture’. The fourth theme ‘inevitable relationship’ is on social
relations, and subthemes are ‘husbands not in the forefront’,
‘medical professionals and teachers: two-edged sword’, ‘friendship
through commonality.’ The fifth theme ‘unceasing worri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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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 own mortality vs. holding on to hope’ is on psychological
burden and subthemes are ‘caring for limited duration and fear for
posterity’, ‘desperate hope for normality and complete recovery.’
The sixth theme ‘refined

through exhaustion’ is on self and body

and subthemes are ‘physical burnout’, ‘self-forgetful’, ‘growth
through overcoming trials’.
In conclusion, the nature of the caring experience of mothers
taking care of children with epilepsy can be summarized as “Refined
self through double hardship of taking care of an epileptic child
under social stigma.”
This study brings up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hardships of
mothers, caring for children with epilepsy, and reveals the beauty and
greatness of these mothers by analyzing various phenomenological
materials such as literary and artistic work reflecting socio-cultural
context, as well as vivid care experience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epilepsy.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increasing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caregivers’ experience for medical
professionals dealing with patients and caregivers and the general
public, and in designing effective interventions to increase the
well-being and adaptation of whole family members.

Key words: Epilepsy, Mothers, Caring,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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