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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중증 만성질환은 완치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질병으로, 이를 진단받은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기에 만성질환을 진단받는 것은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의 특징으로 인해 가족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구조적
변화를 일으킨다. 가족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지만,
중증 만성질환 아동으로 인해 건강한 형제가 겪는 심리사회적 경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통해 청소년기 형제의
경험과 변화, 경험이 형제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명의 형제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로

참여자의

집

근처

또는

화상회의

앱을

이용하여 개인별 1회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평균 소요 시간은 45분
가량이었다.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고 총
80개의 코드 진술로부터 4개의 주제, 16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아픈 형제로 인한 복잡한 내 마음’으로, 이는 형제의
질병 진단으로 인한 참여자의 심리적 경험 및 대처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두 번째 주제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맺는 관계인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경험과 관련된 주제로 ‘가족과 함께
고난에 대처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성장함’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
주제는 청소년에게 가족 이외의 중요한 관계이며 익숙하게 접하는
i

사회인 학교 및 또래와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경험을 다룬 ‘학교에서는
아픈 형제의 존재에서 벗어나고 싶음’으로 도출되었다. 네 번째 주제
‘익숙해졌으나 편하진 않은, 아픈 내 형제와 함께 하는 삶’은 아픈
형제로 인한 참여자의 삶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앞날에 대한 소망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형제의 질병을 마주하며 외로움이나 돌봄의 대물림에 대해
염려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줄어든 부모님의 관심을 필요로 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가족과 또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며 삶의
변화를 이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중증 만성질환 아동이 있는 가족의 돌봄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중재 및 지원의 개발 및 확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간호 실무에서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 경험에 대한 개념 측정 도구 개발 및 형제 지원
중재 개발이나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중증 만성질환, 형제, 형제 경험, 청소년, 질적연구
학 번 : 2016-2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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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수세기 동안 의학 및 사회 경제적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
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었던 경우도 치료가 가능해지고, 아동의 사
망률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유전질환을 포함한 희귀난치성 질환과 만성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김동희 & 임여진, 2013).
특히 중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국내 소아환자의 수는 2012년 50,507
명에서 2018년 66,736명으로 3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KOSIS, 2019).
만성질환이란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며, 완치 불가능하거나 일
상생활에 제한을 받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가 남는 상태’로 정의
된다(Hazinski, 2008). 아동기에 만성질환으로 진단받는 것은 그 자체
로 가족에게 스트레스원이 되며, 가족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구
조적 변화도 일으킨다(Limbers & Skipper, 2014). 가족의 구조와 환경
의 변화는 아픈 아동뿐만 아니라 건강한 형제에게도 우울, 불안, 폭력적
성향 및 행동장애와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Barlow &
Ellard, 2006).
만성질환 아동은 장기적인 치료로 인해 잦은 입∙퇴원이 반복되며,
대부분의 경우 보호자인 부모가 병원에서 간병을 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보호자의 부재와 함께 소외감, 무력감, 사회적 고립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된다(유주연, 2012). 특히 부모가 많은 시간을
아픈 아동의 치료에 집중할 수록 아픈 아동의 건강한 형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요구를 충족 받지 못하며, 그 결과로 내재화 및 외현화
된 행동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Platt, Roper, Mandleco, & Free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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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청소년기는 발달과 성숙을 거치며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요한 과도기
로 심리적 불안정과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일으킨다(Romeo, 2015). 이
시기에

경험하는

자극이나

욕구에

따라

성인기의

삶이

결정된다

(Hazinski, 2008). 청소년은 그를 둘러싼 환경인 가정, 학교, 사회에 많
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중 가정 환경이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
을 주는 일차적인 요소이다(Bronfenbrenner, 1977). 특히 가정에서 형
제 관계는 부모-자녀의 관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아동의 성장발달에 중
요한 의미를 지니며, 청소년은 형제 관계를 통하여 자아에 대한 인식이
나 연대감을 획득하며 정서발달을 이룬다(박미진 & 김광웅, 2002).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는 환아를 가족의 짐 또는 불행한 사
람으로 인식하거나, 형제의 존재로 인한 불편함, 불안, 우울, 분노 및 고
통을 표현하는 등 사회심리적 부적응을 보이지만(Caroli & Sagone,
2013),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 및 문제해결력의
향상도 나타냈다(Alderfer et al., 2010; Trudy Havermans, Croock,
Vercruysse, Goethals, & Diest, 2015; T. Havermans et al., 2011).
점차적으로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외
에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구는 특수교육,
재활 치료, 사회 복지 학문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간호학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질환인 소아암 환아의 형제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박초희,
2007; 유주연, 2012, 2017; 유주연 & 방경숙, 2017; 조명주, 2013; 한
수연, 황지혜, 김초희, 장혜영, & 방경숙, 2017)가 있을 뿐 만성질환 아
동의 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의 문헌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국외에서는 성인이 된 소아암 환아의 형제를 대상으로 청소년기의 경험
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그 당시의 요구를 확인한 연구(Tasker &
Stonebridge, 2016), 희귀병 환아 형제의 감정적 경험을 탐색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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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keland, Fjermestad, Mossige, & Vatne, 2015)들이 수행되었지만,
만성질환 환아 형제의 경험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 혹은 의료
진이라는

대리인의 관점에서 수행(Knecht, Hellmers, & Metzing,

2015)되어 형제의 경험을 온전히 대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 아동이 형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형제
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의 심리사회적
경험이 어떠하며,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에 대한 의료
진들의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주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함이다. 연구 질문은 ‘우리나라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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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 헌 고 찰

1.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의 경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2005년 시행
한 조사에 따르면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수의 두 배에 이르며, 전 연령에 걸쳐서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WHO, 2005). 이는 만성질환이 성인기에만 국한된 질병
이 아닌 소아에게도 중요한 질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WHO는 만
성질환을 비감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s)이라는 개
념을 도입하여 감염성 질환과 대비하여 설명한다. WHO가 언급한 NCDs
의 대표 질환군은 심혈관질환, 암, 당뇨, 만성호흡기질환 및 기타 만성질
환이며, UN에서 채택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발전목표)의 일환으로 이 질환들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중재가 진행 중에 있다(WHO, 2020).
형제 관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긴 또래 관계로서 동료애,
도움,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된다. 이는 아동의 삶에서 사회화를 경험하
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Platt et al., 2014).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
으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의 역할 변화 혹은 역할 과중이 일어날 수 있으
며, 이는 가족 개개인의 삶 및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발
생되는 가족 생활 방식의 불균형은 가족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아동 및 그 형제는 큰 영향을 받게 된
다(김동희 & 임여진, 2013).
만성질환 아동을 형제로 갖는다는 것은 분노, 우울,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낮은 삶의 질, 행동 문제, 친구관계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의 문제도 일으킬 위험이 크다(Stephenson et al., 2017).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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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환 아동의 가족은 예측할 수 없는 투병 기간, 불안정한 아동의 상태
및 증상을 견뎌야 한다. 아동의 사망으로 이 과정은 끝이 나지만 가족들
은 그 시기와 중증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함 가운데 감정적,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건강한 형제 역시 불안과 두
려움을 겪게 된다(Siden et al., 2010). 더불어 아동의 입원 기간 동안
주 보호자인 부모는 병원에서 아동을 돌보게 되며, 이에 따라 형제는 부
모와의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자연스레 부모의 관심은 아픈 아동에게
집중되며, 이는 가족 구조의 붕괴를 일으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강한
형제는 부모 및 다른 형제와의 분리됨으로 인해 소외감, 불안감을 가지
게 되며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유주연, 2012).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는 아픈 아동과 함께 성장하며 발달단계를 거
치게 된다. 특별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은 다양한 심리적, 신체
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학업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다른 시기의 발달단계에 비해서 주관적 삶의 만
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부적응행동이 더 높게 관찰된다(송현주 & 황
순택, 2017). 이런 부적응적 행동은 내재화 및 외현화 된 문제로 드러나
는데, 그 문제는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것이 아닌 성인기의 정신건강문제
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박원주 & 이기학, 2010).
청소년기에 경험한 활동은 그들이 전반적인 인생을 상상하고 설계하
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경험들은 사건적 요소가 되기도 하며, 때
로는 미래에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
기에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며, 어떤 환경에 접촉했는지에 따라 인생의
과정적 요소로 의미 있게 작용하기 때문이다(강주연 & 조남억, 2014).
이렇듯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에 만성질환 아동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질병을 직간접적으로 경
험하며 미치게 되는 영향은 영유아기 및 성인기에 비해 더 크고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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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삶의 다양한 변화기인 청소년의 경험 및 삶의 질
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간호 중재 전략의 개발은 매우 필수적이다(최
은석, 2005).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부터
최근 국외에서 시행된 연구를 찾아보면, 상당수의 연구가 만성질환을 가
진 아동을 형제로 갖는다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전제를 가지고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Hames &
Appleton, 2009). 대부분의 연구들은 형제의 질병에 대한 적응과 심리,
사회적 문제의 발생률에 초점(Alderfer et al., 2010; Kao, Plante, &
Lobato, 2009; O' Brien, Duffy, & Nicholl, 2009; Stephenson et al.,
2017)을 맞추고 있다. 또한 Trudy Havermans et al.(2015)의 연구에
서는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의 내재적, 외현화 된 문제 발생에 환아의 질
병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을 형제로 둔 청소년은 일반의 청소년
이 겪는 경험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정서적으로는 불평등,
질투, 소외감을 느끼고 분노 및 과행동(Alderfer et al., 2010; Vermaes,
van Susante, & van Bakel, 2012; Wilkins & Woodgate, 2005)을 표출
하기도 하며, 가족 생활의 변화로 인해 학교 및 또래 관계에 영향이 생
겨 우울감 발생 및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Alderfer et al., 2010;
Stephenson et al., 2017), 부모 대신 집안일을 하며 버거움을 호소하기
도 한다(Wilkins & Woodgate, 2005). 한편 아픈 아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가족 내에서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Van Riper,
2003). Tsuchie et al.(2006)은 뇌전증 환아가 그 형제에게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였는데, 뇌전증 환아의 형제들은 질병에 대해 슬픔, 두려움,
걱정, 부끄러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Haukeland et al.(2015)의 연구에서 희귀병 환아 형제 58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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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그들의 정서적 경험을 탐색한 결과 희귀병 환아의 형제들은 질환
이 미치는 영향 및 가족과 사회 생활에 대한 관계적 영향에 기반한 심리
적 경험을 하였는데, ‘복잡하고 다양하며 모순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형제의 질병으로 인해 질투, 슬픔, 당혹스러움, 부끄러움
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아픈 형제
로 인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함을 느끼거나 형제로 인해 성장을
할 수 있어 감사함을 느꼈다. 또한 그들은 감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능동
적 대처기전보다 수용하기와 같은 수동적인 대처기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
를 경험하며, 다른 또래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거나, 아픈 아동에게 질
투하거나, 외로움 혹은 불안을 느끼거나, 낮은 자존감을 갖는 등의 내재
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Faux, 1993). 만성질환 아동의 형
제는 다른 또래에 비해 더 적은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정서 문제와 주의집중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Lobato &
Kao, 2002).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의 개인 성장과 정서적
인 발달이 아픈 아동에 의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몇몇의 선행연구에서는 만성질환 아동의 발병이 그 형제의 대처
능력을 키운다(Hames & Appleton, 2009)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는 질병에 대한 인식, 책임감이 향상되며, 삶에 대
한 감사, 타인에 대한 배려심의 증가 및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긍정적
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Alderfer et al., 2010; Trudy
Havermans et al., 2015; T. Havermans et al., 2011).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소아암 환아의 형제자매의 스트레
스 측정 도구개발 연구(유주연, 2017)에서 질적 연구를 사용한 것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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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소아암 형제가 지각한 소
외감과 사회적 지지를 연구한 유주연(2012)은 양적 연구의 한계를 언급
하며 소아암 환아 형제의 특수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아픈 아동과 함께 성장하는 형제가 다양
한 심리사회적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Knecht et al.,
2015). 그러나 양적 연구나 성인인 부모나 의료진의 관점을 통해 밝혀
진 결과를 가지고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의 관점에
서 그들의 경험의 본질 및 요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
년의 눈높이에 맞는 중재를 제공하여 인생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그들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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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질환 아동의 가족의 경험
가족 구성원이 만성질환을 진단받는 것은 가족 체계 내에 지대한
영향 및 스트레스를 초래한다(Beckman, 1991). 특히 아동이 선천적,
후천적 원인으로 만성질환을 진단받아 심각한 의료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가족은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게 되며,
스트레스가 증가된다. 가족 내에 축적된 스트레스는 부모의 건강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가족 체계 안에서 구성된 관계간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을 야기한다(McCubbin, 1989).
과거의 만성질환 아동은 의료적 문제로 인해 장기입원을 하며
병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었으나, 최근에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의료기기들의 개발로 만성질환 아동의 생활 장소가 병원에서
가정으로 이동하고 있다(Carter et al., 2012). 그러나 주 양육자인
부모에게는 의료 서비스 및 돌봄에 소요되는 여러 물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돌봄에 대한 신체적 부담, 불안 및 불안정한 아동의 상태로 인한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Lauver, 2008).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만성질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
양육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 부담감, 부모 경험(강성례, 2012;
권은경, 최미혜, & 김수강, 2008; 김미영, 2008; 박은숙, 이기형, 오원옥,
임여진, & 조은지, 2015; 박지선, 2020; 이미숙, 이미애, & 권회연,
2011; 정우정 & 이명선, 2017; 황지혜, 2015), 환아의 반응 및 질병,
사회 적응도(김용미, 2016; 심미경, 신영희, & 김태임, 2006; 이보람,
박혜준, & 이강이, 2013; 조혜린, 박소영, & 한인영, 2008)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성례(2012)는 헌터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1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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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경험의 핵심범주는 ‘미로를 헤쳐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헌터증후군이라는 병을 진단받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수용하고 적응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낯선 세계로의 진입,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 낯선 곳에 정착하기라는 세
단계로 확인되었다. 권은경 et al.(2008)의 연구에서 희귀유전대사질환
아동 어머니는 상당한 정도의 양육 스트레스를 나타냈으며, 특히 모계
유전인 헌터증후군 아동의 어머니는 다른 유전질환의 어머니에 비해
높은

수준의

죄책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병원에

유전상담전문 간호사를 배치하여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아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치료를 설계하여 모계 유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강성례, 2012).
김미영(2008)은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적응 과정을
탐색하였으며, 연구 결과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대감 조정해가기의
핵심범주가 도출되었다. 다운증후군 아동을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수용하는 정도와 주위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만족감,
성숙함 및 감사함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과정은 다운증후군 아동 출산
후의 충격기, 끌어안기, 혼신 다하기, 기대감 조정하기, 또 다른 삶
인정하기의 다섯 단계로 확인되었다. 곧, 다운증후군 아동의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위기에 직면하고 극복하며 적응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만성질환아동의
부모되기

경험(박은숙

et

al.,

2015)의

특성이

정서적

고충으로

표현되는 부정적 경험 뿐 아니라 극복력을 증진시켜 가족의 재정상화를
이루어가는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아동의 질병 과정을
통해 부모 뿐만 아니라 가족의 성장 및 성숙이라는 범주가 규명되었다.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 아버지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황지혜,
2015)와 미숙아로 출생한 뇌성마비아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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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한 연구(박지선, 2020)에서 아버지들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로 인해 괴로워 하고 충격을 받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을 숨기고 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하며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아픈 자식이지만 아이로 인해 삶의 의미를 찾으며 기쁨을
발견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주어지는 남성성의 영향으로
아내를 위로하면서도 스스로의 감정 및 고통을 표현하기 낯설어하는
모습(박지선, 2020)이 어머니의 경험과 가장 큰 차이로 도출되었다.
장애아동 부모의 시각에서 비장애형제의 경험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탐구한

연구(이미숙,

이미애,

&

권회연,

2011)에서

부모들은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를 향해 친절과 불친절한 태도를 모두 나타내며,
다른 또래에게는 친절하나 장애형제에게는 불친절하다고 보고하였다.
비장애형제는 장애형제로 인해 독립심, 이해력, 포용력 및 배려심이
향상되는 긍정적 영향을 받았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질투, 시기,
피해의식을 느끼며 집중력 부족, 주의산만, 형제들이 공유하는 활동의
부족함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부모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에서

시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어린

나이에

척추측만증을

진단받은 어머니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Lauder, Sinclair, & Maguire,
2018)에서 어머니들은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며,
정보의 부족과 함께 주변 지지의 부족을 느끼고 재정적 부담 및 환아
양육이 짐처럼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였다. 만성질환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Goble, 2004)에서 아버지들의 경험은
재정적 어려움, 제한된 사회생활, 친밀한 관계 부족, 엄마를 대신해
건강한 아이의 주 양육자 되기, 미래에 대한 걱정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유전질환 및 만성질환자의 가족의
경험을 체계적 문헌고찰 한 연구(Waldboth, Patch, Mahrer-Imhof, &
Metcalfe, 2016)와 신경손상으로 인해 인공영양관을 보유한 환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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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경험을 체계적 문헌고찰 한 연구(Nelson et al., 2015)에서 아픈
아동은

부모

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통적으로 모든 가족구성원은 아픈 아동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만성질환 아동의 부모는 양육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문헌에서는 만성질환 아동이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외국의 선행연구를 확인하였을 때
건강한 형제는 아픈 형제를 걱정하며 짐처럼 느끼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양육자인 부모의 경험에 집중되어 있지만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는

건강한

형제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건강한 형제의 경험이 부모의 경험과 어떤
부분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건강한 형제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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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증 만성질환 아동을 형제로 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경
험의 심층적 탐색을 목적으로 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목적에 따라 중증
만성질환 아동을 형제로 둔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하여
대상자에게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여 Braun
& Clarke(2006)이 제시한 방법으로 질적 주제 분석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연구 대상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준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중증 만성
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로, 자신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
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어 생체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적 도움
이 필요하거나(Buescher et al., 2006),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없
는 만 20세 미만의 아동을 중증 만성질환 아동으로 정의한다. 자세한
참여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증 만성질환 아동과 동거해야 한다.
둘째, 중증 만성질환 아동이 진단받은 지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셋째, 중증 만성질환 아동이 추적 관찰 및 약 처방 등의 목적을 가
지고 정기적으로 병원 방문을 해야 한다.
넷째,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주 양육자가 부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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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위의 기준을 충족한 자들 중에서 연구 목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기에 동의하고, 한글을
이해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이다.
참여자 제외 기준으로는 중증 만성질환 아동이 가족 내에 2명 이상
있을 경우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 소재 일개 종합병원 소아청
소년과 병동에 입원하거나 외래를 방문하는 중증 만성질환 환아의 가계
도를

통해

청소년기

형제의

유무를

확인하며

목적적

표본

추출

(purposeful sampling) 하였다. 추가적인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한 보
호자로부터 다른 보호자를 소개받는 방법인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참여자인 형제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만성질환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뒤 보호자가 연구에 동의한 경우 형제의 참여 의사
는 보호자를 통해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형제가 연구 참여를 희망한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보호자에게 참여자인 형제의 연락처
를 확보하여 연구자가 직접 형제와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연락
을 취하여 참여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로 약속을 잡아 대면
면담 또는 화상회의 앱(zoom)을 이용한 화상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은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으며 자료 수집과 분석을 동
시에 시행하는 순환적 분석 방법을 시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론적 포화
가 된 표본의 크기는 7명이었다. 5명의 참여자와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
으며 2명의 참여자와는 화상회의 앱(zoom)을 통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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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윤리에 있어 취약한 환경에 있는 대상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자료 수집 전 해당 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IRB No.2018-06-092-004). 면담 시행
전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 및 방법,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이득, 연구 참여자의 권리, 연구 참여에 대한 혜택 및 비
밀보장을 포함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면담의 결과를 부
모와 공유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모든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면담 후에도 원할 시 내용을 삭제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서면화 된 동의서를 획득하였다. 참여자가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참여자 모집 시 보호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화 된
동의서를 획득하였다. 면담이 종료된 이후 참여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소
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화상회의 앱을 이용하여 면담을 진행한 경우에는 면담 시 화상회의
앱을 통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전송하였고, 대면 면담과 동일한 내용
을 설명하였다. 또한 녹취와 동시에 녹화가 진행될 것이며 녹취된 파일
이외의 녹화 파일은 면담 직후 삭제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
후 동의를 얻었다. 이후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답례로 제공하는 상품권과
함께 동의서를 발송한 뒤 참여자와 보호자의 서명이 모두 포함된 동의서
를 우편으로 회신 받아 서면화 된 동의서를 획득하였다.
대상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범위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및 주소(화상 면담을 진행한 경우), 형제의 질병 및
진단 시기, 형제 관계, 가정의 경제적 수준으로 하였다.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참여한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기호화하여 기록하였다. 수집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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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파일 및 필사 자료는 연구자 소유의 컴퓨터에 보안 잠금 장치를 이용
하여 저장하였으며 관리 책임자는 연구자 본인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연구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폐기할 예정이다.

3)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는 소아청소년과 병동에서 간호사로 8년간 근무하며 여러
만성질환 환아 및 그 가족을 접하고 소통한 경험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가족 및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문헌과 연구를 통해 깊이
있는 시각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 간호
연구방법론’을 수강하였으며 질적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질적

연구들을

탐독하였다.

대한질적연구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세미나에 참석을 하며 계속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학습하여 내실을
다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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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수집은 2020년 2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면담을 통해 이루
어졌다. 참여자인 형제와 일대일로 대면하거나 화상회의 앱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집 근처 카페로 정했으며, 화상회의 앱을 이용하여 면담하는
경우 참여자와 연구자 각자의 집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에 앞서 면담 내
용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면담 주제를 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심
층 면담 전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연구자 소개,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동의서를 획득하였다. 1회 면담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
대 55분으로 평균 45분이었으며, 참여자별 1회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대면 면담 시 2개의 녹음기를 준비하였으며, 화상 면담 시 1개의
녹음기 준비 및 화상회의 앱 자체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취하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청소년인 참여자를 고려하여 대상자
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분위기
를 편안하게 만든 후 문헌 고찰을 토대로 준비된 개방적이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참고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 주요 질문은 형제의 질
병으로 인한 심리적 경험, 부모와의 관계, 가족 관계의 변화, 생활의 변
화, 또래 및 학교 관계에서의 영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Table 1), 이 외에도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통해 참여자
가 말을 많이 할 여지를 주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의 표정, 비언어적 표현, 분위기 등을 관찰하여 현장 노트에 기록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면담

직후

바로

대상자의

언어

그대로

(verbatim) 필사본을 작성하였으며 필사본과 현장 노트, 면담 상황에
대한 연구자의 메모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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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view Questions

Interview Questions
형제가 진단받은 병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형제의
질병으로
인한
심리적
경험

형제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심리적 변화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심리적 변화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그 때 도움이 된 것
은 무엇이고,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픈 형제와 생활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거나 힘드세요?
걱정이 되거나 힘들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그 때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고,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형제의 병에 대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나요?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이 OO(참여자)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나
요?
부모님한테 서운하거나 고마운 점이 있나요?
부모님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가족
관계의
변화

형제가 아프고 난 후 가족에게 생긴 긍정적인/부정적인 변화는 무
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가족들이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나요? 바뀌고 싶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게 좋을까요?
형제가 아프고 난 후 삶에서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은 어떤 것이 있

생활의
변화

나요?
형제가 아프고 난 후 나에게 생긴 긍정적인/부정적인 변화는 무엇
이 있을까요?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나요?

또래 및

형제가 아프고 나서 학교 생활은 그 전과 비교해 어떤가요?

학교

형제가 아프고 나서 친구 관계는 그 전과 비교해 어떤가요?

관계에서의

앞으로 학교, 친구 관계가 어떻게 지속되기를 기대하나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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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주제 분석은 질적 자료 안에 있는 주제를 확인하고 설명하며 해석하
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질적 연구 분석 방법 가운데 근간이 되는(Braun
& Clarke, 2006) 방법이다. 심층 면담을 통해 얻어진 질적 자료를 확인
하고, 분석하며 주제를 해석하는 것으로 연구자에게 잘 알지 못하는 상
황이나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Clarke & Braun, 2017)하기 때문에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
하는데 적합하였다.
필사된 자료는 Braun and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의 6단계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집된 자료와 친밀해지기(Familiarizing yourself with
your data) 과정이다. 심층 면담한 녹음 파일을 듣고 대상자의 언어 그
대로(verbatim) 필사하였고, 필사본을 반복하여 읽으며 자료에 집중하
고 몰두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안에 나타난
형제의 경험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 핵심적인 단어, 문장, 구절들을 의미
단위로 나누어 분석에 참고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필사본에서 총 438
개의 의미 단위가 도출되었다.
두 번째, 초기 코드 생성하기(Generating initial codes) 과정이다.
필사본에서 얻은 438개의 의미 단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판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형제의 경험에 공감하며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경험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과 의미를 고려하여 코드로 분류하였
다. 이 과정에서 총 80개의 코드가 생성되었다.
세 번째, 주제 찾기(Searching for themes) 과정이다. 이전 과정에
서 생성된 80가지의 코드를 가지고 형제의 경험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코드를 유사한 것끼리 묶고 통합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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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총 4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 주제가 생성되었다.
네 번째, 주제 검토하기(Reviewing themes) 과정이다. 이전에 생성
한 주제를 재검토하고 재정의하는 단계로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형제의
경험에 대한 4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 주제 모음이 적합한지 확인하였
다. 반복하여 주제와 해당되는 자료의 내용을 읽으며 내용의 일관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며 주제를 다시 찾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다섯 번째, 주제 정의 및 명명하기(Defining and naming themes)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 주제의 핵심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
자는 “아픈 아동을 형제로 둔 청소년은 어떤 경험을 할까?”, “아픈 아동
을 형제로 둔 청소년은 건강한 형제를 가진 청소년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을까?”, “아픈 아동을 형제로 둔 청소년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었다. 이 관심 주제에 대해 유념하여 주제
를 정의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형제의 경험에 대해 도출된 주제의 의
미를 독자가 읽었을 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힘이 있는 언어
로 명명하도록 노력하였다.
여섯 번째, 보고서 작성하기(Producing the report) 과정이다. 앞선
과정들을 통해 명명된 형제의 경험에 대한 주제들을 관련 있는 내용별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주제를 도출하고 분석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을 진행하였다. 도출된 4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 주제에 대해 단순 자
료의 서술이 아닌 연구 질문에 대한 논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
및 참여자의 진술문을 삽입하여 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의
타당성과 기여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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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의 질 확보
Lincoln 과 Guba(1985)는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

준거(trustworthiness)를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네

가지

측면에서

신빙성(credibility),

제시하였다.

질적

적용가능성은

신뢰성(dependability),

연구의

경우

사실적

전이성(transferability),

중립성은

확인

가치는
일관성은

가능성(confirmability)의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Guba, 1981).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의 질
확보를 위하여 이 기준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신빙성(credibility)은 내적 타당도로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가 연구의 결과를 얼마나 자신의 경험으로 믿을 만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면담을 진행하며 면담 질문을
보완하며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시 주관을 배제하고
참여자가 말한 그대로의 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면담 과정 중
참여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해 진실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것을 충실히 해석하기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2인에게 연구 결과 도출된 주제가 본인의 경험을 적절히
설명하는지 확인을 받음으로 연구 결과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전이성(transferability)은

외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다른 맥락에서도 연구 자료로 적용이 가능한지, 연구 참여자
이외의

독자에게도

의미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전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선정 시 다양한 특성과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및 아픈 형제에 대한 병명, 나이, 출생 순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적합한 진술문을 제시하여 연구
결과와 자료의 연관성을 표현했으며,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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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의 조언을 받아 자료의 재분석을 반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서울 소재
소아청소년과 병동에서 3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3인, 중증
만성질환을 가진 형제를 둔 성인 1인에게 확인을 받았다.
신뢰성(dependability)은

유사한

조건의

사람에게

연구가

진행되어도 적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문헌 고찰, 자료 수집의
절차 및 질적 연구의 분석 과정들을 자세히 서술하며 연구 결과에
참여자의 진술문을 삽입하였으며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를 충실히
따르도록 노력하였다.
확인

가능성(confirmability)은

연구

과정과

결과에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배제된 채 연구 결과의 객관성이 유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자의 편견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중증

만성질환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영역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로 중증 만성질환 아동을 형제로 둔
청소년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온전히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의 전
과정에서 주관과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괄호치기(bracketing)를
시도하고 자료에 나타난 실재에 충실하여 분석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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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 구 결 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연구 참여자
는 7명으로 남성 43%(3명), 여성 57%(4명)였으며, 중학생 3명, 고등
학생 4명으로 평균 나이는 15세였다. 참여자를 포함한 형제 수를 살펴
보면, 2명인 경우가 2명(29%), 3명의 형제는 4명(57%), 4명의 형제는
1명(14%)이었으며, 참여자의 출생 순위는 첫째 2명(29%), 중간 1명
(14%), 막내 4명(57%)였다. 참여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정의 경제
상태는 ‘중간 수준’ 43%(3명), ‘낮은 수준’ 57%(4명)이었으며, 참여자
모두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 만성질환 아동과 청소년기 형제의 나를 만 나이
로 제시하였다.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D Sex/

School Grade

Age
Middle school 1st

(N=7)

Birth

Interview

Interview

order

Time(min)

Method

3rd

of

3

30

Face to face

A

F/12

B

M/16 High school 2nd

1st

of

3

45

Face to face

C

F/16

High school 2nd

2nd

of

3

42

Face to face

D

M/17 High school 3rd

2nd

of

2

47

Face to face

th of

4

44

Face to face

rd

E

F/14

Middle school 3

F

F/14

Middle school 3rd

G

M/16 High school 2nd

4

2nd

of

3

51

Zoom

1st

of

2

50

Zoom

F= Female, M=Male, Zoom=Video conferencing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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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 형제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의 형제 즉, 중증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의 특성은 다
음과 같다(Table 3). 나이는 10세 미만 1명(14%), 10대 6명(86%)이
었으며, 남아 4명(57%), 여아 3명(43%)이었다. 형제의 투병 기간은 3
년에서 18년까지 다양하였으며 1명을 제외한 6명의 중증 만성질환 아동
이 10년 이상의 투병을 지속해오고 있었다. 출생 순위는 첫째가 3명, 중
간 2명, 막내 2명으로 나타났다.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질병은 뇌전증,
뇌염으로 인한 뇌 손상, 뮤코다당증(MPS), 뇌성마비, 자폐증, 발달지연,
폐쇄성 세기관지염으로 인한 폐 손상,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으로 다양
하였다. 사용하고 있는 의료 기구가 없는 경우 1명(14%), 1개인 경우 3
명(43%), 2개인 경우 1명(14%), 3개인 경우 2명(29%)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 기구의 종류로는 인공영양관(Gastrostomy, 위루관)(4명), 기
관절개관 및 가정용 인공호흡기(3명), 지속적인 산소 공급(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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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severe chronic
disease
Partici- Sex/ Birth
Underlying
Years
Medical device
pant’s

Age

order

disease

after

ID
A
B

diagnosis
M/18
F/6

1

st of

3

Epilepsy, GER

18

Gastrostomy

3

rd of

3

Brain damage due

3

Tracheostomy,

to encephalopathy

Home vent,
Gastrostomy

C
D

M/17
M/18

1

st of

3

Epilepsy, Autism

15

Gastrostomy

1

st of

2

MPS, Autism,

18

None

Epilepsy
E
F

F/17

3rd of 4

CP, BO

16

O2

F/15

nd of

DD, BO

15

Tracheostomy,

2

3

Home vent
G

M/14

2nd of 2

Lennox-Gastaut
Syndrome

14

Tracheostomy,
Home vent,
Gastrostomy

F= Female, M= Male, GER= Gastro-Esophageal reflux, Home vent= Home
ventilator, MPS= Mucopolysaccharidosis, CP= Cerebral palsy, BO= Bronchiolitis
obliterans, O2= Oxygen, DD= Developmental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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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의 경험을 심층적으
로 알고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7인의 형제를 대
상으로 면담을 하여 모인 자료와 현장 노트의 내용을 주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80개의 코드 진술은 연구자에 의해 분류 및
해석되어 다음의 4가지 주제와 16개의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으며 각 주
제는 다음과 같다(Table 4).

Table 4. Themes and Sub-themes of the Findings

Themes

Sub-themes

아픈 형제로 인한

서서히 혹은 충격으로 내 형제의 병을 마주함

복잡한 내 마음

시간에 의지해 홀로 상황을 버텨냄
형제가 있지만 외로움
돌봄의 대물림에 대한 염려

가족과 함께

건강한 나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러움

고난에 대처하며

여전히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함

가족의 일원으로

고생하는 엄마,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아빠

성장함

가족이 맞닥뜨린 경제적, 물리적 어려움
어려움 속에도 가족이 단결함

학교에서는 아픈

아픈 내 형제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음

형제의 영향에서

아픈 형제와 별개로 친구와 관계 맺음

벗어나고 싶음

우리 가족을 이해해 줄 선생님에 대한 신뢰

익숙해졌으나

아픈 형제 돌보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임

편하진 않은,

타인에 대한 시야가 넓어짐

아픈 형제와

평범함이란 이름의 행복을 소망함

함께 하는 삶

형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의 독립을 소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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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중증 만성질환 아동과 살아가는 청소년기 형제는 아픈
형제의 질병으로 인해 충격을 받거나 외로움을 겪는 등 다양한 심리적
경험을 하였다. 가장 가까운 사회 관계인 가족과 맺는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 어려움에 대처하기도 하면서 가족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갔다. 비록 집에는 아픈 형제가 있지만 학교 및 또래
사이에서는 아픈 형제와는 별개로 관계를 맺었으며, 학교 내 보호자인
선생님에게는 형제에 대해 솔직하였다. 아픈 형제와 함께 하는 삶을
통해 아픈 형제를 돌보는데 익숙해졌지만, 제한되어 있고 편하지는 않은
현재의 삶을 탈피하고 싶은 마음도 드러냈다. 이와 같은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의 심리사회적 경험은 총 4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겪은 심리사회적 경험의 특성은 ‘아픈 형제로 인한
복잡한 내 마음’, ‘가족과 함께 고난에 대처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성장함’,

‘학교에서는

아픈

형제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음’,

‘익숙해졌으나 편하진 않은, 아픈 형제와 함께 하는 삶’의 4가지 주제로
설명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서서히 혹은 충격으로 내 형제의 병을
마주함’, ‘시간에 의지해 홀로 상황을 버텨냄’, ‘형제가 있지만 외로움’,
‘돌봄의 대물림에 대한 염려’, ‘건강한 나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러움’, ‘여전히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함’, ‘고생하는 엄마,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아빠’, ‘가족이 맞닥뜨린 경제적, 물리적 어려움’, ‘어려움
속에도 가족이 단결함’, ‘아픈 내 형제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음’, ‘아픈
형제와 별개로 친구와 관계 맺음’, ‘우리 가족을 이해해 줄 선생님에
대한 신뢰’, ‘아픈 형제 돌보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임’, ‘타인에 대한
시야가 넓어짐’, ‘평범함이란 이름의 행복을 소망함’, ‘형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의 독립을 소망함’의 16개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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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주제: 아픈 형제로 인해 복잡한 내 마음
첫 번째 주제인 ‘아픈 형제로 인한 복잡한 내 마음’은 중증 만성질
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가 아픈 형제로 인해 겪는 다양한 심리적 경험
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참여자들의 면담은 형제의 병을 인지하는 과정
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참여자들은 형제의 진단 시기와 출생
순위에 따라 형제의 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충격을 받는 정반대
의 심리적 경험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버티는 것 외에 특별
한 대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형제 관계를 맺지 못
하여 생긴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미래에 형제 부양 가능성에 대한 부담
과 걱정이 있었다. 해당 주제에 포함된 하위 주제로는 ‘서서히 혹은 충
격으로 내 형제의 병을 마주함’, ‘시간에 의지해 홀로 상황을 버텨냄’,
‘형제가 있지만 외로움’, ‘돌봄의 대물림에 대한 염려’의 4가지가 도출되
었다.

(1) 서서히 혹은 충격으로 내 형제의 병을 마주함

아픈 형제가 참여자보다 출생 순위가 위이거나 참여자가 영유아기
일 때 형제가 진단을 받은 경우 참여자들은 본인의 형제가 아프다는 사
실을 대부분 초등학교 시기에 인지하게 되었다. 미취학 시절에는 주로
가족과 함께 관계 맺으며 생활하여 형제의 부족한 모습을 ‘당연하게’ 인
식했으나, 가족을 뛰어넘는 범위의 사회 생활인 학교 생활을 시작하며
형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형제와 가족으로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형제의 병에 대한 인식으로 인
해 특정한 심리적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서서히 알아가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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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아무래도 예전에는 조금 비등비등 했었는데 한 초등학교 3~4
학년쯤 지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음… 근데 계기 같은 건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자연스럽게… [참여자 E]

처음부터 오빠는 아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음 들게 된 마음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 들
었는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빠는 맨날 아팠으니까…
[참여자 A]

그러나 아픈 형제가 참여자보다 출생 순위가 아래이거나 비교적 건
강하게 생활하던 형제가 갑자기 중증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참여자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속상함’, ‘슬픔’, ‘동생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서
움’, ‘낯섦’의 경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동생이 다시 건강해질 수 없
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참여자는 부정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병
원 가고 한 네 달인가 있다가 집에 왔는데… 어 막 OO이가 OO이
같지 않고 어… 그냥 안 믿겨 졌던 거 같아요. 갑자기 동생이 없어
진 느낌? 왜 OO이가 이렇게 있어야 하지? 옆에 이런 기계들은 뭐
지?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B]

특히 생명유지를 위한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퇴원하여 기계로
가득한 동생의 방을 보았을 때 ‘집이 병원이 된 것 같은’ 혼란스러움과
‘시끄럽고 기계가 무서움’과 같은 겪어보지 못한 상황과 물건에 대한 두
려움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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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하는게 많잖아요. 가래도 빼고 우유도 배로 먹고… 방에
기계랑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데… 뭐 그냥 하는 소리지만은 집이
약간 병원 같기도 해요. 맨날 그 기계 소리 나고 하는 것들. 처음에
는 그게 좀 시끄럽고 무섭기도 했는데 이제는 적응되서 괜찮기는 한
데… [참여자 G]

(2) 시간에 의지해 홀로 상황을 버텨냄

형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참여자는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보호자인 부모에게 상황을 물어보곤 하였으나, 참여자의 질문에 힘
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며 아픈 형제에 대해 깊게 질문하지 못하고 스스로
질병과 형제의 상황에 대해 추측하거나 생각하며 현실에 순응하였다. 이
로 인해 이들은 청소년인 현재까지도 형제의 질환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
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엄마도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어 보여서 자꾸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뭐 그렇게 하지는 않고 혼자 생각만
하고 그랬죠. [참여자 G]

일단 저희 형이 MPS고요, MPS라고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뇌
쪽이 좋지가 않아서 자주 경기도 하구요. 그래서 원래 나이보다 어
리고 정신연령도 두세 살 밖에 안된다 라는 정도… 상식적이지는 않
지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참여자 D]

대다수의 참여자는 미래의 상황 및 형제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으나, 타인에게 상황을 터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며, 미래

30

에 대한 걱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초등학생 때 형제의 병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 시기
의 특성상 형제의 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부
족하여 깊은 사유를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언니에 대한 걱정에 대해)누구한테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음… 뭐
그냥 OO이 언니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은 해본적이 딱히
없어서… [참여자 E]

또한 참여자들은 특정한 계기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다가’,
‘철이 들어서’라는 표현을 하며 불편했던 생각과 상황을 버텨냈다고 진
술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불편한 생각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과 같
은 수동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사실 되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았거든요. 왜 OO이가 아
픈가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OO이가
아프다고 제 동생이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니
니까… 그냥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생각?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모든 상황을 이해를 한 건 아니지만…
[참여자 B]

극복 방법은 음… 그런 건 딱히 없었고, 시간을 지나면서 그냥 익숙
해져서 원래 이렇지 하면서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생각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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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제가 있지만 외로움

참여자는 형제가 있으나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한 형제로 인해 형
제 관계를 통해 배워야 할 또래 관계를 배우지 못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
하게 되어 사회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집에서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 지
모르니까,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친
구를 사귀어보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친구한테 이러면 안되고 왜 쓸
데없는 말을 하면 안되고 그런 거를 약간 더 어렸을 때 배워야 했던
사교 관계를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배웠어요. 기본적인 거를요.
[참여자 D]

또한 참여자가 어렸을 때는 주로 혼자 놀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형
제가 많은 친구에게 부러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유아기 및
학령기의 아동은 일상에서 그 형제와 사소한 다툼들을 하며 성장하게 되
는데, 참여자들은 그러한 일상 조차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또
래의 형제 관계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형제를 통한 자신의
사회화에 대해 충족감을 얻지 못하였으며, 어린시절의 가장 친한 또래
관계인 형제가 서로에게 방패가 되어 주지 못하는 아쉬움을 나타낸 참여
자도 있었다.

학교에서 많이 싸우거나 괴롭힘이나 그런 걸 당하면 형이 와서 지켜
주잖아요. 그런게 없어서 아쉬움이 컸는데 어릴 때는… [참여자 D]

사실 동생이 있긴 한데, 뭐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렸을 때
부터 좀 외롭고 그런 게 있었던 거 같긴 해요. 그냥 약간 동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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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있는 애들 좀 부러웠을 때도 있었고… (중략)… 그냥 다 해보고
싶긴 했던 거 같아요. 어렸을 때 놀이터가면 동생들 데리고 온 애들
도 부럽기도 했고, 친구들이 동생이랑 싸웠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좀 부러웠어요. [참여자 G]

(4) 돌봄의 대물림에 대한 염려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안 계실 미래를 생각하며 형제를 돌봐야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대다수의 참여자는 부모가 부재할 경우 형제
부양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예측하는
대물림되는 돌봄은 직접적 돌봄 제공과 요구되는 경제적 부담의 2가지
종류였으며,

돌봄이

대물림되는

시기는

부모님의

연로한

시기나

사망으로 인한 부모의 부재의 시기로 추정하였다. 아픈 형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혼자 남겨질 형제를 생각하며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가 없을 때가 걱정이 되지만 엄마 없으면 제가 할 수밖에 없죠
뭐. [참여자 A]

그냥 요새는 제가 빨리 성공해서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 아무래도 형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저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여자 D]

제가 결혼했을 때, 결혼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요 동생을 누가
보살펴야 되나, 약간 부모님도 많이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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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주제: 가족과 함께 고난에 대처하며 가족의 일
원으로 성장함
두 번째 주제인 ‘가족과 함께 고난에 대처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성
장함’은 사람이 가장 먼저 맺는 관계인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드러
나는 갈등 및 가족이 함께 고난에 대처하며 성장하는 사회적 경험을 말
한다. 가족 내에 아픈 형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참여자에게 쏟아지는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이 되고, 상대적으로 아픈 형제보다 부모님의 적은
관심에 서운함을 느끼며 여전히 부모님의 관심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
었다. 참여자들 가정의 대부분의 경우 아픈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는 주
보호자는 어머니가 맡고 있었고, 이들은 이로 인한 어머니에 대한 연민,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한
편 아픈 형제로 인한 경제적, 물리적 불편함도 있지만, 아픈 형제가 매
개체가 되어 단단해지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참여자 가족이 가진 긍정적
인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주제에 포함된 하위 주제로는 ‘건강
한 나를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러움’, ‘여전히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함’,
‘고생하는 엄마,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아빠’, ‘가족이 맞닥뜨린 경제적,
물리적 어려움’, ‘어려움 속에도 가족이 단결함’의 5가지가 도출되었다.

(1) 건강한 나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러움

참여자의 부모님은 아픈 형제를 대신해 참여자가 가족의 기둥같은
역할을 하며 성공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부
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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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집안에 실질적인 기둥이기 때문에 엄마
도 저를 잘 챙겨주고 그러죠. (중략)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D]

제가 첫 째니까 그리고 동생은 아프니까 더 제가 잘돼야 한다고 생
각하시는 것 같아요. (중략) 가끔 부담스럽기는 한데, 동생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집안에는 제가 거의 외동같이 역할을 해야 하니까… 저
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자 G]

또한 부모님은 참여자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당연히 아픈
형제 돌보기를 기대하거나, ‘똑똑해야 한다’고 강요하곤 했는데, 이들에
게 이런 상황은 압박으로 다가와 버겁게 느껴졌다.

제가 열 살 때 부턴가 엄마가 맞벌이로 간 이후에 그 때부터 쭉 형
을 데리러 갔었죠. 한번은 제가 형이 집에 온다는 전화를 못 받아가
지고 엄마가 형을 회사에서 직접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때
당연히 형을 챙겨야지 뭐했냐고 엄마한테 꾸지람을 받고 좀 그랬죠.
[참여자 D]

아빠가 나한테 너는 정상이니까 똑똑해야한다고 해요. 구몬도 많이
하라고 하고… [참여자 A]

(2) 여전히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함

참여자들은 독립성을 중시하는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지만, 아직은
성인이 아니기에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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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 형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청소년인 참여자가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어머니가 보호자로 병원에 상주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이들은 외로움, 무서움, 그리움, 불편함
을 겪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더불어 어
머니를 대신하여 집안일을 맡아야 하는 것과 혼자서 일상생활을 해내야
하는 버거움도 경험하였다.

집에 엄마가 없으니까… 아침에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밥 먹는 것
도 그렇고. (중략) 그냥 간단한 청소만 하고 라면 끓여 먹거나 뭐
사 먹거나 [참여자 C]

일단 엄마가 되게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씩 언니가 입원한 적도 있
었는데, 저랑 오빠는 학교에 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없으니
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서 무섭기
도 했고… [참여자 F]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관심과 가족의 우선순위가 아픈 형제에게 쏠리
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부모님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아픈 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챙김 받지
못해 서운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OO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OO이가
더 안 아파야 하니까요. 물론 부모님이 저도 많이 챙겨주시지만, 예
전만큼은 못 챙겨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만 그전만큼 관리 받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건 있어요.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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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생하는 엄마,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아빠

대부분의 참여자 가정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 참여자와
아픈 형제를 양육하고 있었다. 형제가 아프기 전까지는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던 어머니도 아픈 형제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으며,
어머니의 일과의 모든 시간을 형제 돌보기와 가정 돌보기에 사용했다.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가진 한 여성이었던 과거의 삶에서 ‘OO이 엄마’
의 역할만을 가진 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가 그 전에는 맞벌이를 하시다가 OO이 아프고 나서는 이제는
집에서 동생 돌보기만 하고 계시죠. [참여자 F]

엄마는 집안일이랑 오빠 돌보는 거 밖에 안해요. [참여자 A]

형제의 신체적 성장과 동시에 어머니의 연로함이 동반된다. 아픈 형
제의 주 돌봄 제공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체적 노화 및 돌
봄의 부담으로 인해 아픈 형제를 돌봄에 있어 어머니가 때때로 힘들고
아파하는 모습을 참여자들은 보게 되었다. 가사일과 형제 돌봄을 병행하
는 어머니를 보며 이들은 엄마가 매우 힘들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스스로
를 ‘철이 들었다’라고 지칭하며 어머니를 더 잘 도와드려야 하고 이해해
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저는 집에 잘 안 있어서 사실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는데, 엄마가 도
와달라고 해서 같이 하다가 보면 진짜 많이 무거워진 게 느껴지더라
고요. 그럴 때 보면 엄마도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은 들죠.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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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그냥 제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엄마가 아프면 안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엄마가 철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조금씩 더 도
와드리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참여자 B]

참여자들의 아버지는 아픈 형제를 사랑하며 아끼지만, 그들을 돌보
는데 있어서는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가 그렇듯
참여자의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가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우선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픈 형제에 대한
양육을 포함한 ‘집안일’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아픈 아동을
돌보는데 필요한 처치에 대한 기술이나 돌봄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
아 아픈 형제 돌봄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아빠는 회사 다니시니까 거의 엄마가 OO이 돌보고 아빠는 주말이나
이럴 때 가끔 보시고 그러시는 거 같아요. [참여자 B]

아빠가 조금 더 동생 돌보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요즘 많
이 몸이 힘든 것 같은데, 아빠는 무섭다고 잘 안 하려고 하시는데
엄마 도와주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G]

(4) 가족이 맞닥뜨린 경제적, 물리적 어려움

1명을 제외한 본 연구 참여자의 아픈 형제들은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의 의료 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의료 기구 대여 비용 및 1회용으
로 사용하거나 소모품인 의료기구 부속품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상당
하다. 심지어 아픈 아동의 간병을 위해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돌아선 가
정은 경제적 기반이 점점 더 무너지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로 인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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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지원 및 혜택이 적어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등 학
업에 지장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특수 학교를 다니는 형제에게 들어가
는 상당한 활동비 역시 가정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동생이 하는게 많잖아요. 가래도 빼고 우유도 배로 먹고… 방에 기
계랑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다 사야 하는 거라서 엄마가 선
생님이랑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빨리 돈 벌
어서 보탬이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 해본적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G]

학원을 안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있는데, 언니한테 돈을
좀 많이 써가지고 저는 학원을 다니기 좀…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
래서 혼자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게 좀 막상 잘 안되니까… 일단 공
부는 부모님이 저한테 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약간 거기에서
다른 애들보다는 뒤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E]

또한 참여자들은 성장한 신체를 가진 형제의 기저귀나 오물을 처리
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을 느끼며, 형제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의 만남이 제한되거나,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일상을 불편하게 생각하였
다.

약간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엄마랑 아빠랑 마트를
가는데 오빠가 집에 혼자 못 있잖아요. 그럼 누가 한 명이 오빠를
봐야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에
늦었던 적도 있고… 뭐 그냥 좀 불편하죠.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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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정말 약간 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하라면 할 수는 있는
데, 너무 뭐라고 해야 하지… 이제 언니도 컸고… 약간 제가 그런
비위가 좀 약해가지고 못하겠어요. [참여자 F]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아픈 형제의 신체적, 건강적 문제로 인해 온
가족이 다같이 외출이나 여행을 하지 못하거나, 가족 내의 모든 부분이
아픈 형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의 물리적 자유가 제한되
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놀이 공원이나 그런데는 언니를 데려가기 약간 그래서 언니를 엄마
가 집에서 보고 있거나 그래야 해서 다같이 나가는 거는 조금 힘들
죠. [참여자 F]

OO이랑 나가려면 챙길 게 많아요. 기계도 있고… 병원 가는 거 말
고는 OO이는 어디 안 갈걸요? [참여자 G]

(5) 어려움 속에도 가족이 단결함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아픈 형제에게 관심이 쏠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을 이해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다. 동시에 그런
부모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녀는 나이를
불문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자 하고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한 번씩 저한테 고맙다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실 때 좀
좋죠.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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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나한테 다 말해요. 나도 엄마한테 다 말해요. 말하다 보면
엄마가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고

해요.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엄마는 나한테 고맙고 미안한 것 같아요.
[참여자 A]

또한 참여자들은 아픈 형제가 있음으로 인해 부모님과의 대화가
증가하고 이전보다 많은 시간을 가족이 함께 보내게 되어 가족의
돈독함이

생긴

것과

부모님이

아픈

형제에게

신경

쓰는

것만큼

참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는데, 이는
참여자들 가정이 가진 긍정적인 역량으로 생각된다.

저희 집은 가족끼리 좀 끈끈한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대화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가족끼리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고등학생이라 잘
모이기가 쉽지는 않은데 주말에는 같이 밥 먹으면서 그냥 이런 저런
얘기하는 거 같아요. 바쁘시고 피곤한 거 아니까 저야 감사하죠.
그래서 가족끼리 더 끈끈한 모습이 세진 거 같아요. [참여자 B]

참여자들은 아픈 형제가 매개가 되어 가족이 금방 행복해지는 것이
가족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하였는데, 가족의 갈등이 있을 때, 아픈
형제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갈등 해결의 핵심인물로 작용하였다.

금방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누가 하나라도 싸우면 OO언니가
중간에 말리더라구요. 가서 울면서 말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언니
안아주고 말려야해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니가
웃음도 주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집의 강점인 것 같아요.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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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 주제: 학교에서는 아픈 형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 싶음
세 번째 주제인 ‘학교에서는 아픈 형제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음’
은 청소년에게 가족 이외의 중요한 관계이며 익숙하게 접하는 사회인 학
교 및 또래와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경험을 말한다. 참여자는 아픈 형제
에 대해 친구들에게 먼저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아픈 형제와는 별
개로 친구 관계를 맺으며 학교 생활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교 내의
보호자인 선생님에게는 참여자의 가족 환경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감을 가지고 아픈 형제에 대해 솔직히 말하곤 하였다. 해당 주제에 포함
된 하위 주제로는 ‘아픈 내 형제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음’, ‘아픈 형제
와 별개로 친구와 관계 맺음’, ‘우리 가족을 이해해 줄 선생님에 대한 신
뢰’의 3가지가 도출되었다.

(1) 아픈 내 형제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음

참여자들은 형제의 병을 인지한 후 과거 어렸던 시절에는 친구들이
형제에 대해 물어오면 ‘설명하기 꺼려짐’, ‘불편함’을 느껴 형제가 없다고
하거나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았다. 이 시기의 참여자들은 정상적
인 형제 관계를 가진 타인과 자신이 다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열등
감으로 인해 형제에 대해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
는 형제의 존재를 숨겼던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며 형제에게 미안해하고
있었다.

집에는… 오빠가 있으니까(친구들은 집에 안 데리고 와요) 친구들은
그런 오빠가 없으니까…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보여주기 싫
어요. [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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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쯤에 그냥 애들이 물어보거나 해도 그냥 말 조금하고 넘
기면 되는데, 중학교 때는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고 그럼 꼬치꼬치
캐묻잖아요 오빠 있다고 그러면. 학교 어디냐, 몇 살이냐, 이름 뭐냐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럼 그 때 좀 불편해서 오빠 없다고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참여자 C]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아픈 형제에 대해서) 그냥 선생님한테만 말
하고 친구한테는 말하지 않고 그래서… (아픈 형제한테) 좀 미안하
기는 했죠. [참여자 E]

참여자들은 현재는 굳이 형제에 대해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친구들
이 형제에 대해 물어오면 대답을 해주었으나, 형제에 대해 친구들이 알
게 되었을 때 받을 불편한 시선 및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었으며,
이들 역시 형제의 병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픈 형제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동시에 아픈 형제와 함께 사는 본인의 삶을 친
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화두
에 올리지 않음으로 형제를 밝히려 하지 않았다.

중학생때부터 친했던 애들은 OO이 아픈 거 알기는 하는데, 뭘 자세
히 얘기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저도 구체적으로 엄청 자세히 잘 아
는 것도 아니고, 설명해줘도 애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굳이 제가
막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 B]

아무래도 다른 애들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걸 알아서 이런 말을
하면 그래도 싫어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했고, 모르는 애
들한테 막 소문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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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동생 있냐 물어보면 있다고 대답은 하는데, 자세하게 더 물
어보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해요. 애들한테 말해준다고 상황
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말을 안하죠. [참여자 G]

(2) 아픈 형제와 별개로 친구와 관계 맺음

학령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며 학교에서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맺는 것
은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인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학교 생활 및 친구
관계에 있어 아픈 형제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아
픈 형제와는 별개로 또래와 관계 맺었으며, 학교 생활을 원만히 해내려
노력하였다. 학교에서는 아픈 형제가 아닌 본인이 중심이 되어 생활하고
자 하였고, 각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또래 관계 및 학교 생활이 결정된
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자기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빠가 아픈 거랑 친구 사귀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 거 같아요. 친구
들이랑 지내는 게 바뀐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참여자 C]

형이 아프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 형제 관계를 쉽게 밝히는 게 좀 어
렵구요. 약간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쟤네 형이 장애인이야? 오…
좀 안됐다” 하면서 저를 안되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때문에 약간 형을… 형제 관계를 잘 안 밝히는 편이구요, 굳이 형
제 관계를 안 밝히더라도 학교 생활을 충분히 뭐 내가 매력이 있으
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형제 관
계나 그런 게 제 학교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만 떳떳하게 살면 됐지. 학교 생활은 어차피 내 중심이지 내 형
제 중심이 아니니까.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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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때문에 학교 생활을 잘 못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아요. 학
교 생활이야 뭐 제가 잘하면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하면 되는 거라
서 변화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G]

(3) 우리 가족을 이해해 줄 선생님에 대한 신뢰

참여자들은 친구에게는 아픈 형제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으나,
학교에서의

보호자인

선생님은

아픈

형제로

인해

본인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이며, 본인의 가정 상황 및 아픈 형제를 이해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였고

선생님에게는

솔직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형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공유하였다.

선생님이 절 왜곡된 시선으로 보거나 하는 건 없어요. 지난번에
장학금 때문에 추천서 써주시기는 했는데, 형이 아프기도 하고
장애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막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때 쌤이 ‘너만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보다 힘든 애들도 많다. 너가
형이

장애가

있다고

모든

걸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장애 있는 가정을 우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등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는 그래도 솔직히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언니가 아픈걸 얘기하긴 했죠. [참여자 F]

저는 자기소개서 할 때 가족 쓰는 거에서는 되게 쓸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쓰거든요. 선생님이 약간 이해해 줄 거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선생님한테는 (아픈 형제에 대해서)말을 해요.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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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 주제: 익숙해졌으나 편하진 않은, 아픈 형제와
함께 하는 삶
네 번째 주제인 ‘익숙해졌으나 편하진 않은, 아픈 형제와 함께 하는
삶’은 아픈 형제로 인해 참여자들의 변화된 삶의 영역과 이들이 경험하
고 소망하는 것을 다룬다. 참여자는 긴 시간 아픈 형제와 생활하며 아픈
형제를 돌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으며, 형제의 투병으로 인해 아픈 사람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
러나 이들은 아픈 형제와 함께 하는 삶을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평
범한 삶을 소망하였고, 늘 아픈 형제를 신경 써야 하는 긴장 상태의 삶
에서 벗어나 독립을 꿈꿨다. 해당 주제에 포함된 하위 주제로는 ‘아픈
형제 돌보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임’, ‘타인에 대한 시야가 넓어짐’, ‘평범
함이란 이름의 행복을 소망함’, ‘형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의
독립을 소망함’의 4가지가 도출되었다.

(1) 아픈 형제 돌보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임

참여자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평생의 시간을 아픈 형제와 함께 생
활하며,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형제를 언제나 돌봐야 하는 ‘동생처럼’ 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픈) 언니가 있어서 뭐랄까 아기 한 명을 돌보는 기분이거든요.
[참여자 E]

동생이 약간 항상 있는 느낌이라서, (아픈 형제가) 언닌데 동생같은
느낌이라서 계속 이렇게 뽀뽀해주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걸 보는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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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형제가 참여자의 손윗사람인 경우에 본인이 동생임에도 불구하
고 형제를 도와줘야 하는 것에 대한 의아함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집에
함께 있어주기, 식사 보조 및 배변 보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돌봄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두려움이 있었던 형제와의 삶이 시
간이 지나며 익숙해지고, 형제를 돌보는 것이 일상으로 다가왔다.

나보다 오빤데, 왜 내가 이런 걸 해줘야 하지 하는 생각은 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C]

부족하거나 도와줘야 하는 거는 약간 식사나 일상 생활에는 좀 가족
들이 좀 도와줘야 되고 뭐 약간 좀 볼일 볼 때도 자기가 화장실 가
서 할 수는 없는 거라 애처럼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거는 보이는데 말을 못하니까 약간 행동
으로 해야 해서 같이 나갈 때도 있고, 뭐 일상생활 대부분을 도와주
는 것 같아요. [참여자 E]

그냥 특별한 건 없고 시간을 지내면서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오빠랑 지
내는 것도 익숙해져서 원래 이렇지 하면서 뭐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참여자 C]

그러나 몇몇의 참여자들에게는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 형제가 호소하
는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불안과 긴장
으로 가득 찬 어려운 술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부담으로 다
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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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아무도 없는 상황에 가래를 뽑아야 할 일이 생길까봐 엄마한
테 배우기는 했는데, 거의 하지를 않아서 잘 못하기도 하고 겁도 좀
나구요. 제가 잘못해서 큰일나면 어떡해요. [참여자 G]

(2) 타인에 대한 시야가 넓어짐

참여자들은 아픈 형제의 존재로 인해 보지 못했던 타인의 아픔을 이
해하고 그것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자신의 삶의 경험이
있기에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공감하며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
며 시야의 확장을 경험한다. 이들은 개인의 삶에 대해 공감할 뿐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 및 가족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확장된 시야는 이제 아픈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일반
적인 타인’에게까지 향하게 되었다.

아픈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프다는 것을 넘어서 일반인
들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런 사람들
도 이해했는데 일반인들이라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이해를 못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참여자 D]

아무래도 집에 아픈 언니가 있으니까 이 언니를 돌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픈 사람들이
제 가족에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처음 보는 그런 거는 아니라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TV나 이런데 가끔
나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이해도 좀 되고, 안타깝
기도 하고 그래요.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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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픈 형제에게 받은 긍정적인 영향과 타인에 대한 깊어진 이해
는 이들에게 타인의 마음을 도우며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하였다.

사람들마다 각자가 가진 생각들이 다 있을 텐데, 불안해하거나 힘들
어하는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 힘들고 한 시기가 있었는데, 크면서 OO언
니 때문에 좋은 기운을 얻었던 건 맞는 거 같아서. 저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F]

(3) 평범함이란 이름의 행복을 소망함

참여자들은 아픈 형제로 인해 평범한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거나, 휴가를 맞이해 온 가족이 여행
을 가거나, 정상적인 부모, 형제 관계를 맺고,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함을
유지하는, 다른 누구에게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이들에게는 허락되
지 않았다. 이들은 이러한 삶을 ‘평범’한 삶이라 규정하며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당장에 이루어질 수는 없더
라도 이들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다.

지금은 안 평범하니까… 오빠도 안 아프고, 아무일 없이 다 행복하
게 평범하게 사는게 꿈이에요. [참여자 A]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무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엄마가 덜 고
생했으면 좋겠어요. 엄마한테 고맙고, 우리 가족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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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제의 병이 치료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형제
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어했고, 형제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형제의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소망하였다.

OO이는 그냥 제 동생이니까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크죠. OO이가
진짜 예뻤거든요. 나을 수만 있다면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B]

언니가 만약 고칠 수 있다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고칠 수 있다면,
말이라면… 생각해서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수술 같은
거를 할 때 조금 비용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언니를 고쳐주고 싶기는 해요. [참여자 E]

(4) 형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의 독립을 소망함

참여자들은 아픈 형제와 살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에 순응하며 형제를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 삶은 이들이 선택한 삶이
아니었으며 다른 이들은 경험하지 않는 삶의 또 다른 피로감 및
긴장감으로 다가왔다. 그렇기에 이들은 성인이 된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독립’을 꼽았다. 여느 일반적인 청소년이 생각하는 집으로부터의
공간적

독립을

원할

뿐만

아니라

아픈

형제를

돌봐야

하는

책임으로부터의 독립 또한 이들은 원하고 있었다.

집에는 오빠도 있고 시끄럽고 복잡해서… 그냥 저 혼자만 있는 집에
사는게 꿈이에요.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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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언니가 세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OO언니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언니를 도와줘야 하는 것도 있는 부분이라서
혼자 있을 때가 좋을 때가 있어서 독립하고 싶을 때가 많죠.
[참여자 E]

어른 되면 딱 돈 벌어서 독립하고 싶죠. 솔직히 말하면 동생이랑
같이 지내는 게 편하지는 않죠. 그냥 익숙해진거지 편한 건
아니예요.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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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본

연구에서는

중증

만성질환

의

아동을

형제로

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연구에 참여한 7명의 청소년을 만나 주요
경험을 이야기하고 주제를 찾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주요 경험은 ‘아픈 형제로 인한 복잡한 내 마음’,
‘가족과 함께 고난에 대처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성장함’, ‘학교에서는
아픈 형제의 존재에서 벗어나고 싶음’, ‘익숙하지만 편하진 않은, 아픈
형제와 함께 하는 삶’의 4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주제에서 나타났듯이 본 연구는 형제의 중증 만성질환으로 인해
청소년기 형제가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경험을 규명하였다. 아픈
형제와 함께 성장하며 청소년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개인을 둘러싼 가장 가까운 외부 체계인 가족 및 학교,
또래(Bronfenbrenner, 1977)와 관계 맺으며

여러 사회적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픈 형제와 같이 사는 삶이 익숙해지며
성숙해가지만,

불편함도

공존하고

있으며

때로는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람도 나타낸다.
본 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해 논의하고,
본 연구가 간호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의 및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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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대한 고찰
연구 참여자들은 아픈 형제를 가족으로 갖게 되면서 복잡한 심리적
경험에 마주하게 된다. 아픈 형제의 출생 순위와 진단 시기에 따라 참여
자들은 상반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참여자의 영유아기에 형제가 진단받
거나, 아픈 형제가 참여자 보다 손윗사람인 경우, 형제의 병에 대해 서
서히 익숙해지며 큰 스트레스 없이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형제에게 노출되어 서서히 그 가정 환경에 흡수된 것이다. 반
면 건강하게 지내던 형제가 진단을 받은 경우 참여자는 두려움, 낯섦,
속상함 등을 경험하였다. 이는 소아암 환아의 형제의 나이가 어릴수록,
진단 후 기간이 짧을 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다(Hamama, Ronen, &
Feigin, 2000)는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참여자의 71%(5명)에서 형
제가 뇌전증을 진단받았는데, 소아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주는 두려움 못
지않게 뇌전증 환아의 형제가 그들의 삶에서 느끼는 슬픔, 두려움, 걱정
과 같은 심리적 영향이 크다(Tsuchie et al., 2006)는 연구의 결과를 고
려할 때 형제가 중증 만성질환으로 진단 받는 시기에 이를 인지 할 형제
에게도 정서적 지지와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참여자들은 형제의 질병을 인지하고 대처하
며 성장했는데, 참여자들은 형제의 질병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지만,
부모를 통해 정보를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마땅히 질문할 곳
이나 의견을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하고 상황에 순응하며 버텨냈다. 이는
소아암 아동의 형제 역시 대처의 미숙함으로 인해 걱정이나 불안을 가족
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참아낸(유주연, 2017) 선행 연구와 일치
하는 부분이다. 소아암 환자의 청소년기 형제의 요구를 살펴본 연구
(Tasker & Stonebridge, 2016)에서도 그들은 형제의 질병에 대한 지식
을 필요로 했으며, 지적장애 형제에 대한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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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탐색한 연구(설진화, 2012)에서도 청소년들은 본인의 형제가 겪고
있는 지적장애의 증상 및 원인, 대처방법 등에 대해 부모를 통해 알기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자책하거나, 형제의 장애가 본인에
게도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아픈 아동의 부모는
자식의 치료를 위하여 부족한 정보라도 여러 정보원을 통해 찾으려 노력
하였으나(강성례, 2012; 박은숙 et al., 2015; 정우정 & 이명선, 2017),
정작 자녀들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질병 발생부터 치료
과정, 가족 및 사회 적응 등에 대한 정보가 단절되어 나라에서 제공하는
여러 적절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부족이 건강 취약 가족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김미숙, 2017). 정확한 정보가 질병 및 형제에
대한 현명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Tasker & Stonebridge,
2016), 아픈 아동의 형제에게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체계인 주변환경(Bronfenbrenner, 1977)에게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를 위한 간호학적 중재가 부족함을 고려할 때, 중
증 만성질환의 특징 및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담긴 공익광고를 제
작하여 청소년이 접하기 용이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공유해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한 대중의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참여자는 아픈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또래 관
계 경험을 하지 못함으로써 외로움이 있었고 아프지 않은 형제를 가진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느꼈다. 아동은 형제 관계를 통해 사회화를 경험하
며 형제 관계가 삶에서 경험하는 최초의 또래 관계(Platt et al., 2014)
이다. 가정에서 형제 관계를 통해 정서 발달을 하지 못하고 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갔을 때 관계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Tasker & Stonebridge(2016)의 연구에서 건강한 형제는 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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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이나 전문가와의 1대1 면담이 형제의 질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가족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외로움
을 겪고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아동의 발
달 과업을 완수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Bendor, 1990). 따라서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들을 위한 자조모임 등을 구성하여 비슷한 경
험을 한 대상자끼리 경험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비장애형제자매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10회기로 구성해 2015년
시범 운영한 ‘비상하리’(서울시복지재단, 2015)와 같은 단기적 프로그램
은 좋은 사례이며, 생애 주기 별 특성과 문제 유형을 고려한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기본적 정보 제공, 교육, 가족 치료 등을 이어갈 수 있는 장기
적 프로그램 서비스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미래에 중증 만성질환을 가진 형제를 돌봐야 한다는 책
임감이 축적되어 감정적, 사회적 무게감과 함께 짐으로 다가왔다. 다운
증후군 아동을 형제로 둔 청소년은 장래 및 부모 사후에 장애아동을 돌
보거나 책임져야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부담감(박하영, 2005)으로 도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뇌전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체험을 다룬 연구(정우정 & 이명선, 2017)에서도 자신의 사후
에 남겨질 자식 걱정을 하며, 안 아픈 자식을 든든하고 대견하며 의지
되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각각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가 아픈 형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
동일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모, 자식 모두에게 이것이 상당한
무게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
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유주연, 2017). 이는 곧, 부모,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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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돌봄의 짐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현재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을 대상으로 희귀난치성질환 관
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희귀난치
성질환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지원
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의료비에 대한 지원
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임준, 2016). 중증 만성질환 아동을 간병하고 간호하는데 다양한 의료
기기와 소모품이 사용됨에 따라 소요되는 부가적인 비용은 상당하다. 만
성질환 아동을 돌보는데 따르는 이차적인 비용에 대한 지원 및 실제 삶
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부담 뿐 아니라 직접 간병에 대한 부담을 호소
했다. 모든 가족이 아픈 아동에게만 매달릴 수 없는 현실이기에 아픈 아
동의 생활을 돕는 직접적 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는 장애
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데(보건복지부, 2020), 희귀난치병의 특징
을 갖는 만성질환 아동의 특성상 정확한 진단명을 알지 못하여(임준,
2016)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만성질환 아동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성질환 아동의 가족의 경우 경제적, 실질적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면서 정신심리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이들을 위한 통합지
원센터를 개설하여 정보 제공 및 가족, 개인 상담의 업무를 지원해야 하
며, 이들 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
여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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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아픈 형제가 있는 가족 내에서 가족과 관계
맺으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다. 아픈 형제를 대신해 참여자에게 성공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부모님에게 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부모의 과잉 기대
로 인해 많은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기 형제의
경험(설진화, 2012)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장애 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의 경험을 부모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
(이미숙 et al., 2011)에서 건강한 형제는 장애 형제로 인해 스스로 일
을 처리하는 독립성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했다. 그러나
형제의 관점에서 시행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형제의 입원으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돌봐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과 외로움을 표현하여, 형제 자신의 경험이 부모의 관점과 다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sker & Stonebridge(2016)는 그의 연구에서 소아암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역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확인받
길 원했다. 즉, 건강한 형제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 그들의 필수적인
요구인 것이다. 관심을 받기 위해 질병에 걸리길 바라는 건강한 형제의
행동에서 여전히 관심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아픈 형제에게 관심을 빼앗
겨 소외된 참여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픈 아동의 주 돌봄 제공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버
지는 건강한 아이의 주 양육자가 된다(Goble, 2004)는 것을 고려하면,
부모 모두가 아픈 아동의 돌봄에 관여한다면, 어머니가 건강한 형제에게
관심을 더 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건강한 형제가 부모에게 관심 받
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참여자들은 아버지는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인 가정의 경제를 담당
하기 때문에 형제 돌봄에 있어 소극적으로 한 발 물러서 있다고 하였다.
이는 중증 선천성 심장병 아동의 아버지가 아내의 지원자이자 조력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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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양육과 돌봄에 참여(황지혜, 2015)하거나, 미숙아로 출생한 뇌성
마비아의 재활치료에 온 힘을 쏟는(박지선, 2020) 연구와는 다른 결과
이다. 앞서 제시한 두 연구의 아버지의 나이는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자녀가 10대 후반의 나이를 가진 청소년인 본 연구 참여자의
아버지와는 다른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로 생각된다. 이
는 이전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하고 경제 생활
을 하는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점차로 아
버지의 양육 참여가 늘어나는 이 세대에 의료 기관에서는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퇴원 교육 및 보호자 교육 시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를 적극적
으로 참여시켜 아픈 아동의 돌봄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노
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픈 아동의 돌봄에 아버지가 적극적으
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어머니가 짊어진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환아 돌봄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이다. 이는 부모 역할에 대한 긍정
적 태도로 이어질 것이며, 건강한 형제에 대한 관심의 확대로 연결될 것
이라 생각한다.
서진숙 & 이동혁(2010)은 그의 연구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신
뢰 행동이나 관심 행동이 많은 경우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며, 그 결과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곧 부모의 관심이 청소년 발달에 있어 긍정적 발달 결과인 안녕
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정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발
달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임을 고려할 때, 현재 그들이 직면한 상황과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자들은 형제의 질병으로 인해 가정 안팎에서의 활동이 제한을
받으며 불편함을 경험했는데, 소아암 환아의 형제는 일상적이었던 가족
의 생활이 제한되는 속성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유주연, 2017)는 연구
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소아암과 중증 만성질환이 질병의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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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모두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라는 특성을 공통점으로 갖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아픈 형제로 인한 부담과 불편도 있으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가족간 대화의 증가로 인해 가족이 돈독해지며 단결했다.
해나갔다. 이는 어려움의 상황에서 오히려 가족의 가까워짐을 느꼈다는
소아암 환자 형제의 경험(Sargent et al., 1995)과 일치하였다. 또한 만
성질환아동의 부모 역시 가족과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나누며 대화가
증진되어 가족끼리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험을 한다(박은숙 et al.,
2015)는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대화의 시간을
통해 건강한 아동이 아픈 아동과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가족 중심의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부모-자녀 간 관계의 증진 및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여자들은 가정에서는 아픈 형제와 관계 맺으며 살아가지만, 학교
에서는 형제의 존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다. 이들은 아픈 형제로 인
해 발생한 구조적 변화(Limbers & Skipper, 2014) 때문에 외로움을 느
끼며 아픈 형제에 존재를 타인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유주연(2017)의 연구에서도 소아암 아동의 형제 역시 ‘숨기고 싶은 사
실’로 형제의 병을 인식하며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는 중증 만성
질환과 소아암이 가지고 있는 막연하고 부정적인 질병의 이미지로 인해
사회의 시선과 편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앞서
제시한 것처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중증 만
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위한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속한 또 다른 공동체인 학교 생활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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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독립된 개체로 생활하고 싶어했다. 비록 가정에
는 아픈 형제가 있지만, 학교에서 맺는 관계는 형제와 상관없이 본인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며, 형제의 투병과 관계없이 학교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다운증후군 아동의 청소년기 형
제는 장애 형제로 인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며, 학교에 가기 싫어
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며(박하영, 2005) 소아암 형제로 인해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해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유주연, 2017)는 선행 연구
와는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소아암 치료의 특성상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로 이사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유주연, 2017) 소아암 아
동의 형제는 학교 생활의 연속성이 떨어져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
출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형제의 병을 알려도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형제의
병에 대한 왜곡된 시선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형제의 투병 사실을 친구
들에게는 굳이 밝히지 않지만, 선생님에게는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본
연구 결과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학교로부터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
를 위해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선생님을 신뢰하는 본 연
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 보건교사가 보건 교육시간을 통해 중증 만성질
환 인식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보건교사가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심리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아픈 형제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형제의 병에
익숙해졌으며 변화된 가족 구조에 적응해갔다. 이들은 아픈 형제의 돌봄
을 일상으로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는 양가감정을
보였다. 이들이 아픈 형제를 돌보는 범위는 간단히 집에 같이 있어주는
것부터 때로는 기관절개관을 통해 분비물을 흡인해야 하는 고난도의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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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포함되었는데, 이런 고난도의 술기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
는 것에 대해 부담과 두려움을 느꼈다. 이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책임감
이 주어져 형제를 짐처럼 느끼거나(Tasker & Stonebridge, 2016), 형
제의 발병으로 인해 추가된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유주연,
2017), Hames & Appleton(2009)의 연구에서 뇌전증 환아의 형제 역
시 부모가 없을 때 형제가 경련을 한 상황의 대처를 두려워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참여자는 본인도 거리낌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부
모님의 지치는 모습을 보면 더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2의 부모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변화된 가족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
년에게 부여된 역할이 잘 수행되지 않는다면 갈등과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부모 또한 건강한 형제에게 과도한 아픈 아동 돌
봄의 책임이 주어지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를 살펴야 할 것
이다.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인 청소년기를 겪는 참여자들은 형제로 인해
타인에 대한 시야가 넓어짐을 경험하였다. 이는 지적 장애 형제를 둔 비
장애 형제들이 형제의 병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며 인간에 대한
따뜻함과 애정을 느끼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연구(설진화,
2012)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다른 또래가 그 시기에 하지 못한 특수한
경험을 통해 상황을 고찰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질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픈 형제와 살아오면서 건강한 형제들은 아픈 형제를 안쓰럽게 보
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등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받으며 미래에는
차별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결론을 확인하였다. 다운증후군 형제
와 지내며 형제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당하는 불이익,
부당한 시선을 함께 경험하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고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박하영, 2005)는 선행 연구와 유사하다. 중증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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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아동과 다운증후군 환자 모두 외형적으로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거
나 남들과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쉽다. 질병이
나 장애에 대한 차별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차별하는 시선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로 확인하였다. 이들을
특별하거나 불쌍한 사람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본인에게 현재 필요한 도움이 없을 뿐 아니
라 도움을 받은 경험도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소아암 환아의 형제에 대
한 연구(유주연, 2017; Tasker & Stonebridge, 2016)에서 소아암 형제
가 사회적,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요구를 표현했다는 결과와는 다르다. 대
부분의 연구와 국가의 지원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픈 형제
혹은 부모를 대상(Barlow & Ellard, 2006; Deavin, Greasley, & Dixon,
2018)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한 형제는 직접 도움을 받아 본 적이 없으
며 도움을 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또한 청소년 시기의 특성상 자율
성을 중시하여 표면적으로는 타인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
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바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이제는 관점을 돌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에게도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또래가 겪지 않는 고유한 경험을 하는 형제들은 부
적응적 모습을 보이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간호의 측면에
서도 이러한 형제에 대한 지지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동
영상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그들의 내재화
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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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픈 아동이 있는 가정의 형제는 우울, 불안,
폭력적 성향 및 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Barlow & Ellard, 2006;
Platt et al., 2014)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로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
된 내재화, 외현화 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선행 연구가 청소
년의 입장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양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기 때
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면담에 협조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 기간 중 COVID-19의 확산으로 대면 면담이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화상 면담을 2건 시행하게 되었다. 화상 면담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면 면담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시간적, 지리적 제약
이 감소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및 SNS에 익숙한 청소년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없어 진입 장벽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자와
참여자가 한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화상 회의 앱을 이용하여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참여자가 주위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으며,
반복해서 질문을 던지고 참여자의 대답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겨 면
담 시간이 길어졌다. 임성진(2017)은 화상통화를 이용한 심리치료에 대
한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화상 통화의 단점으로 지적되
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앞으로의 진입장벽이 높
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대면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
자들이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한 후에 화상 면담을 진행한다
면,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전략으
로는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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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중증 만성
질환 아동의 투병 기간 및 나이가 골고루 포함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
다. 참여자의 나이는 중고등학생으로 비교적 동질하지만, 형제 관계는
출생 순위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출생 순위가 다양하고, 거주지가
서울, 경기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질환을
골고루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질환의 특성상 모든 형제가 두 가
지 이상의 질환을 진단받았으며, 그들 중에서도 질환에 따라 질병의 경
중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서 경험의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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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는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대리인이

아닌

형제의

입장에서

알아보고자

시도된

질적

연구임에 큰 의의가 있다. 이는 앞으로의 특정한 중증 만성질환을 가진
형제의 경험을 알아보는 연구 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 실무 분야에서는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형제의
심리사회적 경험과 관련된 개념 측정 도구 및 형제 지원 중재 개발이나
지역사회와 정부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 교육 분야에서는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가 경험하는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된 삶의 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어
만성질환

아동을

돌보는데

있어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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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심

간호에

대한

이해를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증 만성질환 아동을 형제로 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경
험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심층면담을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질적 주제 분
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대해 4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주
제는 다음과 같다.
1. 아픈 형제로 인한 복잡한 내 마음: ‘서서히 혹은 충격으로 내 형제의
병을 마주함’, ‘시간에 의지해 홀로 상황을 버텨냄’, ‘형제가 있지만 외로
움’, ‘돌봄의 대물림에 대한 염려’
2. 가족과 함께 고난에 대처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성장함: ‘건강한 나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러움’, ‘여전히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함’,
‘고생하는 엄마,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아빠’, ‘가족이 맞닥뜨린 경제적,
물리적 어려움’, ‘어려움 속에도 가족이 단결함’
3. 학교에서는 아픈 형제의 존재에서 벗어나고 싶음: ‘아픈 내 형제에 대
해 알리고 싶지 않음’, ‘아픈 형제와 별개로 친구와 관계 맺음’, ‘우리 가
족을 이해해 줄 선생님에 대한 신뢰’
4. 익숙해졌으나 편하진 않은, 아픈 형제와 함께 하는 삶: ‘아픈 형제 돌
보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임’, ‘타인에 대한 시야가 넓어짐’, ‘평범함이란
이름의 행복을 소망함’, ‘형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의 독립을
소망함’
본 연구에서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청소년기 형제는 형제의 질병을
서서히 혹은 충격으로 마주했으며, 그 감정 및 상황을 다스릴 방법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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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시간에 의지해 홀로 버텼다. 형제가 있음에도 외로움을 느꼈
고, 언젠가 형제 돌봄이 대물림될 것에 대해 염려했다. 아픈 아동과 가
족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참여자를 향한 부모의 기대를 부담으로 느끼지
만, 여전히 부모님의 관심을 필요로 했다. 아픈 형제 돌봄에 온 시간을
쏟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상대적으로 형제 돌봄에서 물러서
있는 아버지에 대해 서운해하였다. 어쩔 수 없는 가족의 경제적, 물리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 단결하며 참여자는 가족의 일원으로 성장했다.
가정 내에 아픈 형제가 존재하지만, 학교 생활은 형제와 관계없이 생활
했으며, 어느새 형제 돌봄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픈 형제
를 돌봐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독립을 소망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간호 실무에서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
경험에 대한 개념 측정 도구 개발 및 형제 지원 중재 개발과 지역사회나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의 경험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
출된 개념을 반영한 형제의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빙성 있
는 도구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증 만성질환으로 대상군을 한정시켰지만 각
질환의 특성에 따라 형제의 경험과 요구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질환에 맞게 건강한 형제에게 중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질환 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면담에 협조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여러
심리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은 연구 참여자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 결과의 부정적인 결과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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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증 만성질환 아동의 형제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형제가 다양한 심리적 경험을 겪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픈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형제가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아픈 아동에게만 국한된 간호에서 벗어나 가족
중심 간호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간호 중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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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sychosocial experience of
adolescent siblings of children
with severe chronic disease
Choi, Hyunjee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e, Sun-Mi, Ph.D., RN
Severe chronic disease refers to either an incurable or a disease
that requires special assist due to limitations in daily life, and the
number of children diagnosed with severe chronic disease is
increasing.

Being

diagnosed

with

severe

chronic

disease

in

childhood, it not only serves as a stress but also causes structural
change to their family members because such diseases require
long-term treatment. Although family members live by influencing
each

other,

little

has

been

known

about

the

psychosocial

experiences of healthy siblings of children with severe chronic
disease.
This

study

aims

to

thoroughly

understand

not

only

the

experience and change in adolescent siblings of patient but also the
impacts of their experiences on them through a study question,
“What is the psychosocial experience of adolescent siblings of
children with severe chronic disease in Korea?”
In order to identify the psychosocial experiences of adolescent

87

sibling of children with severe chronic disease, from February 2020
to April 2020, th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7 siblings once for
each. Each interview was conducted at a place near the house of a
participant or through the video conferencing application, and each
session lasted for about 45 minutes in average.
The contents of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4 themes and 16 sub-themes were derived from
a total of 80 code statements. The first theme ‘My uneasy mind due
to a sick sibling’ is related to psychological experience and coping
strategies caused by the sibling diagnosed with a severe chronic
disease. As sub-themes, there are ‘Meet my sibling’s sickness
gradually or in shock’, ‘Standing the harsh situation by being
dependent on time’, ‘Feeling all alone despite having a sibling’, and
‘Concerns about handing down a care’. The second theme ‘Growing
up as a member of the family, managing the hardships together with
the family’ is associated with the social experience that occurs in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family, which is the first relationship
having as a human being. The sub-themes include ‘Feeling
uncomfortable with my parents’ expectations for me’, ‘Still need
attention from parents’, ‘A mom who has hardships, a dad who is
taking a step back’, ‘Economic and physical difficulties faced by the
family’, ‘Family unity even under difficult situation’. The third theme
‘Desiring to escape from concerns about the sick sibling in school’
deals with the social experience through a peer relationship, which
is an important relationship for adolescents, in school that is a
society intimately contacting the others besides family members.
The sub-themes include ‘Don’t want to let others know about my
sick sibling’, ‘Making friends aside from my sick sibling’, ‘Trust in a
teacher who can understand my family’. The fourth theme ‘A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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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together with my sick sibling, whom I am accustomed but not
comfortable’ explains the changes in life of a participant caused by a
sick sibling and also includes a hope with regard to the future. The
sub-themes involved in this theme are ‘Accepting a care for a sick
sibling as a daily routine’, ‘My view to others has widened’, ‘Wish
for

happiness

in

the

name

of

mediocrity’,

and

‘Wish

for

independence to a place where doesn’t need to care for a sick
sibling’.
In conclusion, the psychosocial experiences of adolescent
siblings of children with severe chronic disease appeared to be in
connection with the concerns about loneliness or handing down a
care when encountering the disease of a sibling. Furthermore, while
requiring attention from parents that was relatively reduced, the
adolescent siblings tend to show a change in life by establishing
social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ies and peers around them as
they grow.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had an in-depth
understanding on the experience of adolescent siblings of the
children with severe chronic disease.
It was able to verify, through this study, that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intervention and support for the whole family are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of care for families having a child
with severe chronic disease.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
fundamental data for developing the conceptual measurement tools,
sibling-assisted interventions, or the program of community level
or government level for the experience of siblings of children with
severe chronic disease in the future.
Keywords : Severe chronic disease, Sibling, Sibling experience,
Adolescent, Qualit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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