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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임종지인 병원이 죽음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탐색하고자 병원 죽음의 한 경로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조망한다. 본래 병원의 업무 경계 밖에 있던 죽어감과
죽음의 과정을 병원의 업무 안으로 포섭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공간이 어
떠한 특성을 배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 공간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어떠한 실천들을 수행하며, 이들이 구성하는 담
론은 어떠한 맥락에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은 삶에서 죽음의 과정으로 이행되는 환자들이 머물고,
이들을 위해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그렇기에 호스피스 병
동은 그 자체만으로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가 공간으로서 확장되어 존재
한다. 동시에 호스피스 병동은 기존 병원이 가진 구조와는 전혀 다른 방
식과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의 구성원들 또한 이질적인 방식으
로 조직된다. 이처럼 호스피스 병동은 현존하는 구조에 저항하는 방식과
조직 체계를 통해 기존 병원이 죽음을 처리해 온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
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우리 사회와 병원 내의 대안적
죽음의 장소로서 실재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병원 내의 삶에서 죽음으로 다가가는 이들을 위
해 마련된 공간과 이 공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문화에 집중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선적으로 여겨지는 삶과 죽음의 경계 담론에
서 벗어나‘경계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
요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 소재 가톨릭 의료
기관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호스피스 다학제적 팀원들을 대상으
로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수행하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는 총체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말기의
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다학제적 팀원들이 총체적 돌봄을
제공한다.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들에게 의학적 치료가 아닌 약물을 통한
신체적 통증 완화와 더불어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
는 것이다. 이처럼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의 상태는 다른 병동의 환
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팀원들의 업무와 돌봄의 목적 또한 다를 수밖
에 없었다.
구성원들이 생활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공간 또한 특별했다. 호스피스
팀원들의 공간은 환자들의 공간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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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앞둔 이들을 위한 호스피스 팀원들의 종교적 의례 행위가 활발하
게 일어나고 있었기에 이를 위한 장소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다. 여
러 공간 중에서도 임종실은 임종이 수일 이내로 예견되는 환자가 머무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호스피스 팀원들의 돌봄과 종교적 의례 행
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족과 팀원들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
이 커뮤니타스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리미널리티의 공간인 호스
피스 병동 내에서도 임종실은 리미널리티의 성질이 중첩되고 강화되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의 도구들은 의미와 상징이 중요한 도구와 말기 환자에
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도구로 구분된다. 특히 전자의 경
우 구성원들에 의해 개별적인 방식으로 의미화되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는 말기의 환자에게 내세에 대한 믿음과 행운을 염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병원 전체로 볼 때 호스피스 병동은 여러 병동 중 하나에 불
과하지만, 병동을 채우는 도구나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른
병동과 상당히 이질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팀원들은 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돌봄의 그물망
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호스피스 팀원 개개인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팀원들과 협력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자연스럽
게 팀원들의 역할과 실천의 경계가 혼재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기존의
병원은 조직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구성원 간의 위계를 설정하고, 이
들 간의 역할이 혼재되지 않도록 개별적인 전문성을 살리는 것을 중시하
였다. 반면 호스피스 병동의 조직은 상대적으로 수평적이며, 서로의 업
무와 역할에 분명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업무
경계의 혼재성은 말기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성질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팀원들
의 역할에 있어서 혼재되는 영역과 고유의 영역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특
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돌봄의 그물망을 한편으론 견고
하게 만드는 반면 한편으로는 확장하여 존재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특히 호스피스 병동 내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경험한 딜레마는 생명
유지를 위한 치료의 담론에 익숙한 의료인의 정체성과 통증 완화를 통한
치유가 목적인 호스피스 병동 의료인의 정체성 간의 대립이었다. 이는
의료진들의 내적 갈등인 동시에 호스피스 병동 내부 의료진과 외부 의료
진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립은 병동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
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였는데, 호스피스 병동 내 의료진들의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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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추기고, 외부 의료인들에게는 호스피스 존재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설득하고 타협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팀원들이 죽음을 둘러싸고 형성
하는 담론과 태도를 탐색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은 의료기관에 편입되어
있지만, 의료기관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담론과 충돌하는 담론들을 형성
하고 공유한다. 또한 호스피스 팀원들이 업무에 따라 환자와 가정을 분
류하는 방식과 누적된 실천에 따라 무엇이 웰다잉(well-dying)인가에
대해서 다른 담론과 태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업무 별로 다르게
누적된 실천들은 죽음에 대해서 다른 담론과 태도를 양산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것에 있어 가톨릭 종
교가 주는 영향이 매우 컸음은 연구 전반의 여러 측면에서 드러냈다. 가
톨릭 신자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원들은 가톨릭 종교가 갖는 내세관에 대
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경
험하는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이러한 믿음이 도움된다
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팀원들은 많은 시간을 종교 의례적
행위를 하는데 할애하였는데 이는 사후 세계에 대한 논의와 믿음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이로 인해 호스피스 팀원들은 종교
와 신앙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임종기 환자들을 위한 종교적 의
례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배경인 호스피스 병동은 단선적으로 존재해온 삶과 죽음을
공간으로 확장한 현장이다. 이런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담론을 시도하고, 여러 방식의 실천을 통해 죽음을 둘러싼 경험을 축적
하고 있었다. 이는 죽음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병원 내부로 들여오면서
본래대로라면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진 것이자, 여러 이질적인 성질들
이 지속적으로 조우하며 호스피스 병동만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죽음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호스피스 병동에
서 종교의 영향은 다른 어느 병동에 비해 극대화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호
스피스 병동이 병원 내에서 헤테로토피아로 존재하며 기존 병원이 고수
해 온 구조적 조건들을 은연중에 교란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다. 둘째,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시점’이나 ‘상태’로 생각되는 의학적 관
점에서의 죽음을 넘어 쇠약한 환자의 죽어감의 ‘과정’을 보살피고 있었
다. 셋째, 말기 환자들의 죽어감의 과정 속에는 여러 호스피스 팀원들의
복잡다단한 돌봄 행위들이 개입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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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를 보조하는 것이 아닌 이론적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전문성을 바
탕으로 환자들이 호소하는 총체적 고통에 응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신체적, 심리적 돌봄을 넘어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영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
고 호스피스 팀원들의 영적 돌봄 행위는 인간의 죽어감을 성스럽고, 의
미 있는 과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서울 소재 가톨릭 의료기관의 호스피스 병동
의 사례를 통해 오늘날 병원 죽음의 대안적 경로로 알려진 호스피스 완
화의료에서 호스피스 팀원들이 형성하는 죽음의 문화를 공간, 관계, 실
천 그리고 담론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입원형 호스피스가
더 많은 환자에게 적절한 죽어감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팀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 필
요가 있으며, 호스피스 팀원들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영적 돌봄 제공을 담당하는 자원봉
사자와 원목자를 비롯한 종교인들을 법적인 차원에서 호스피스 팀의 공
식적인 구성원으로 포섭하여 이들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병원민족지, 죽음과 죽어감, 돌봄, 돌봄의 그물망, 가톨릭 종교,
헤테로토피아,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 번 : 2018-2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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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인은 이제 병원에서 죽는다.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한국인 10명 중 약 8명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 .
한국의 병원 사망률은 2017년 고령 대국인 일본을 넘어서 현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 . 약 20년 전만 해
도 가정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의료기관에서의 사망 비율보다 월등히 높
았던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는 급격히 변화
하고 있다. 과거에 한국인은 집 밖에서의 죽음을 객사(客死)라 생각하여
좋지 않은 죽음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병원에서의 죽음은
객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죽음의 장소이자, 말기의 환자들이 임종 전에
거치는 가장 주된 경로이다.

[그림 1] 한국인 사망장소 변화와 주요국 사망자의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비율
출처: 중앙일보
1

중앙일보, 2019.03.03., “사망자 10명 중 1명만 집에서 임종, 가정사망 역대 최저”
<https://news.joins.com/article/23400316>
2
조선일보, 2018.08.08.,“작년 한국인 100명 중 76명은 병원에서 죽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8/2018080800233.html>

1

그렇다면 병원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관리하고 있을까? 과거 대
가족제도에서는 가족 내에서 조부모나 친족들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접하
면서 죽음을 삶 속에서 수용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조부모의 죽음
을 손주들이 지켜보고, 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시간을 가족들이 보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며, 따라서 죽음이 일상사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러나 핵가족화 현상과 함께 병원에서의 임종이 늘어나면서 친족의 죽음
마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장경철  강진구, 2014). 이
는 임종기를 관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작업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서
의료의 영역으로 이전되어 의료화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3.
역사가인 아리에스(Aries, 2004)는 발전된 의학기술의 과도한 사용
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지연시키게 되면서 오늘날 병원이 불가피
하게 임종지가 되었다고 언급한다. 이처럼 병원이 임종지가 된 근본적인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공교롭게도 의학과 의술의 발달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질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수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성질환
을 앓으며 무력하게 연명하는 햇수가 늘어나면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
이 발생하였다(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 2016). 예컨대 장기화된
임종 과정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의 문제와 더불어 가족들이 아픈
환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겪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같은 문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임종기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지속과 중단에 관한 윤리적 차
원의 문제들은 의료의 개입으로 인해 인간이 세상을 떠날 권리마저 침해
받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Warraich, 2017; 우정, 2018). 이러한 상
황에서 인간은 말기의 환자에게 의미 있는 삶을 주지 못하고 임종 단계
에 ‘고통받는 기간’만을 연장했다면, 과연 이러한 치료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허대석, 2018). 이
제 병원은 모순적이게도 사람을 살리는 곳이면서 동시에 죽음이 가장 빈
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이는 임종의 과정과 죽음의 시간마저 의료 차
원에서 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병원을 비롯한 의료의 기능은 역사적으로 시대의 필
요에 따라 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이 있다. 그것은 병원이라는 조직의 존재 목적과 주된
3

의료화(medicalization)는 의료와 관련된 사회문화 현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의료인류
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이다(김태우, 2011). 의료화에 대한 정의는 “기존에 의료 영역
밖에 존재했던 삶의 측면들이 의료의 문제로 파악되는 과정”으로 정리된 바 있다.

2

기능이 환자에게 가능한 모든 치료방법을 동원하여 환자들의 건강을 회
복시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생명의 구제와 유지는 병원이라는 의
료체계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이며, 의료진도 이러한 가치를 지키는데 최
선을 다하도록 오랜 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는 자연스럽게 생명을 유지
하는 것과 반대되는 임종의 과정과 죽음을 병원의 본래적 업무 경계 밖
으로 몰아 냈다. 환자의 사망은 병원 구조적으로도 희망되지 않는 사건
이며, 병원 조직이 영속을 하기 위한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 환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자, 의술의 ‘ 실패 ’담론에 포섭되게 된다(Nassehi &
Weber, 1989).
병원의 목적과 기능이 환자의 죽음 및 임종 상황과 정면으로 충돌하
는 것은 병원 죽음이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도 모른다. 그러나 병원에서의 죽음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환자의
임종마저 의료진과 의료조직에 맡겨진 오늘날에도 수많은 죽음들을 불의
의 사고와 실패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첨단
의술의 발달로 죽음에 이르는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연약한 생명을 지속
하는 이들이 증가하였다. 이에 그 연장의 끝에 있을 죽음을 맞이하는 과
정이 부각되었고, 병원 차원에서도 임종과 죽음에 대한 기존 사고의 전
환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제도적 차원에서 병원 죽음과
죽음의 질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면서 병원의 죽음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도 맥락을 함께한다. 이는 병원을 영속하게 해 온 목적과
기능이 수정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죽음
장소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는 병원이 죽음과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관리하는 기존의 계획과 방식에 변화를 촉구하였다. 특히 의학의 지속적
인 발달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환자들과 점점 증가
하는 퇴행성 질환들로 인해 노년을 병과 함께 살아가는 환자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즉, 병원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더 큰 맥락
에서는 이들에 대한 돌봄을 병원이 어떻게 제공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품위 있는 죽음’이른바‘웰다잉(WellDying) ’ 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4 . 사회학자 서이종(2015)은 한국 사
4

한국에서는 2006년 미국의 ‘좋은 죽음(good death)’을‘웰다잉’이라는 용어로 바
꾸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웰다잉은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웰다잉은 ‘준비된 죽음’을
의미하며,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것,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웰다

3

회가 OECD 국가 중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마저 하위권에 머물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죽음의 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의 병을 앓으며 연명하는 환자와 그를
장기간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문제들 그리고 이러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
료진이 겪는 고충 또한 함께 논의되고 있다. 특히 말기 환자를 둘러싸고
가족 보호자와 의료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의료현장에
서 저하된 죽음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의 원인이기도 하다(Gawande,
2014; 윤석주  이현정, 2019; 이일학, 2017; 권복규  배현아, 2011).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법제화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6
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에 관한 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5 . 이로써 병원과
의사의 임무 경계 밖에 있던 임종을 앞둔 환자들과 이들의 죽음의 문제
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병원과 의사의 업무 경계 안으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말기 환자들의 신체적 고통 완화 및 정서적 지지를 돕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호스피스는 기존의
병원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소통해 온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제도
적으로 보완하고자 등장하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정의는 회복 가능
성이 없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무의미한 검사와 여러 침습적인 치료 대신
적극적인 통증 관리와 증상 완화를 위한 각종 돌봄 서비스를 호스피스
다학제적 팀원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원목자 등)이
협력해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6.
한국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공공기관과 종교기관을
잉은 갑자기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해 후회 없는 죽음을 맞도록 하자는
것이다. 웰다잉은 인간 생명에 대한 유한성을 정신이 맑을 때 인식하여, 누구나 맞이하
는 죽음이 나에게도 올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5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관련된 법률이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연명
의료중단과 관련된 법률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법률은 2018년 3월 27
일 일부 개정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말기환자 정의 규정에서 ①암 ②후천성면역결
핍증 ③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④만성 간경화 등 질환 제한을 삭제하고, 대신 호스피스
대상환자란 개념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호스피스대상환자 중 말기환자의 범위를 ①암 ②
후천성면역결핍증 ③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④만성 간경화 등 네 가지 질환 외에 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까지 확대하여 호스피스대상이 되는 말기환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6
한국은 2003년도에 암 관리 법이 제정된 이후 호스피스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
내 호스피스 병상은 점차 증가하여 2017년 10월에 81개기관의 1,337병상이 되었지만
호스피스이용률은22.0%로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현실이다. 호스피스는 2009년2015년 1차, 2차수가 시범사업을 마치고 2015년 7월부터 병동형(입원형) 호스피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다.

4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암센터에서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호스피스 기관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20년 현재 전국 87개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이다 7 . 이처럼 공공성 있는
의료기관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공급을 주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의
료기관의 특징상 임종이 예견되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대응이 항시
준비되어 있으며 임종기 환자들의 복합적인 상태에 대해 전문적이고 전
인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등의 질환
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8 . 본 연구는 웰다잉의 대안으로서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제도적으
로 나누어진 세 유형의 호스피스 중 병원이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에 이
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주목을 받게 된‘입원형 호스피스’에 대해 논
의한다9.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관습들은 인간의 삶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인
류학 연구에서도 문화적 맥락에 따라 죽음이 이해되고 처리되는 다양한
방식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 중에서도 죽음을 이해하는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 인류학자에는 반 게넵과 터너가 있다(김경학, 2008).
반 게넵과 터너는 모든 통과의례의 과정이 세 단계로 구성된다고 하

7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2018.10.11.,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및 통계,
<http://hospice.cancer.go.kr/home/contentsInfo.do?menu_no=443_> 최종접속일 20
20. 06. 01..
8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명시된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
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나아가 여기서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
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
박한 상태로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9
한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으로 나뉘어진다. 그 중에서 입원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총체적 돌봄 서비스로 그 대상이‘암환자’에 국한되어 있다.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며
말기 암환자에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한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가
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팀
이 환자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로 이를 제
공하는 의료기관에 한한다. 가정형 호스피스의 대상은 암을 비롯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 외래 및 응급실에서 담당 의료진에 의해 질환 치료를 받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자문의 형태로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
편입된 호스피스 병동을 연구의 배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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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각각분리 의례, 전이 의례, 통합 의례이다. 여기서 어느 한 상
태에서 다른 상태로 통과하려면‘리멘(limen)’이라는 특정 경계를 넘
어야 한다. 예컨대 아이에서 어른으로, 미혼에서 기혼으로, 살아 있는 사
람에서 조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문턱을 가리키는 라틴어 단어 ‘리멘’
을 이용해 묘사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분기점을 통과함으로써 통과 이
전(preliminal) 단계에서 통과 이후(post-liminal) 단계로 이행하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전 상태로부터 분리되어 또 다른 시기로
진입하고, 새로운 지위에서 새로운 사회와 재결합하는 것이다. 이를 장
례식에 빗대어 본다면, 장례식의 목적은 죽은 이를 산 이로부터 분리시
키고, 죽은 이가 새로운 곳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지점은 ‘문턱’으로 묘사되는 일종의 ‘경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계의 공간은 종종 ‘양다리 걸친’혹은‘이도 저도 아닌 어
중간한(between and betwixt)’ 곳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통과의례에 참가하는 주체들은 일종의 사회적인 중간상태를 통과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인 상태의 속성들을 대부분 잃게 된다(Van
Gennep, 1960; Turner, 1967; 김경학, 2008).
터너는 반 게넵의 이론을 심화 확장한다. 그의 저서 『의례의 과정』
에서 이런 통과의례의 성격을 자세히 분석하여,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사회학적인 모든 현상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Turner, 1969).
그는 통과의례의 전이단계의 상태를 가리켜‘리멘의 상태’라는 의미에
서‘리미널리티(liminalit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과도기, 전이기, 혹
은 리미널 기간으로도 불리는 이 기간은 중간 단계의 위험성과 그 위험
성이 지닌 강력한 힘으로 인해 가장 강조된다. 터너는 과도기에 해당하
는 리미널 기간의 자율성에 주목하고, 이 기간을 ‘정상적인 사회적 역
할 사이에 끼여 있는’기간으로 간주한다(Turner, 1967). 이 기간은 일
상적 맥락과 구별되는 의례적 기간의 정점으로, 다양한 상징을 통해 리
미널 기간만의 특성들이 드러나는데, 역할들이 혼돈되고 심지어는 역전
된다.

사람들은

사회구속에서

벗어나

동질성과

같은 ‘ 커뮤니타스

10

(communitas)’적인 관계 속에 빠지게 된다 . 사람들은 일상성에서 동
떨어져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낯선 사람 사이에도 단번에 친숙해질 수
있는 평등한 관계가 맺어진다. 또한, 기존의 구조화된 세속을 벗어나 새
로운 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통상의 일상적인 문화와 사회의 상태, 그
10

즉, 터너는 일반적인 사회가 구조화된 위계적 체계를 갖는 반면 리미널리티의 공간은
구조화되지 않은 평등하고 연대 가능성이 높은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터
너는 이러한 공동체를 커뮤니타스라고 개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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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형성하고 시간을 경과하게 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구조적인
지위를 정해가는 과정 사이의 중간적인 상태인 것이다(강인철, 2019; 터
너, 2005).
본 연구에서는 비가역적으로 상태가 악화되며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
가는 환자들의 공간인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스 팀원들의 실천에 주
목한다. 호스피스 팀원들은 이처럼 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말기 환자
들과 이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가족 보호자들을 돌보며 치료와 치유
사이, 삶과 죽음 사이와 같이 기존의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양 측면을 중
재하고 있다. 이들은 본 병동을 지키는 이들로서 다양한 관계들과 이분
법적으로 대립하는 관계들을 중개하고 관계를 촉진시킨다. 일반 병동을
비롯한 기존의 구조화된 병원에서 구성원들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위계
화 되고 차별화되며, 그 공간 또한 체계적으로 기능과 질서가 부여된다.
그러나 공간으로서의 호스피스 병동과 내부의 구성원들은 전체 병원의
규제로부터 좀 더 자유로우며 기존에 존재하는 구조적 영향을 덜 받았다.
사람들은 이 공간 안에서 친근감과 동질감을 형성하며 일종의 커뮤니티
를 형성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일상의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 커뮤니타
스 관계를 형성하는 점을 반 게넵과 터너의 리미널리티의 개념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적 실천을 통과의례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호스피스와 같은 통과의례의 대체적 모델이 기존의 삶과 죽음의 경계 담
론에 역동성과 유연성을 부과한다고 말한다 11 . 그리고 이러한 역동성과
11

호스피스 자체를 통과의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던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이
러한 연구들은 ‘통과의례’라는 개념이 호스피스 돌봄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삶에
서 죽음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적절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고 언급한다
(Froggatt, 1997). 특히 터너의‘리멘’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발전은 호스피스 경험
과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돌봄의 이해를 크게 도왔다(Turner 1967, 1969, 1974,
1977, 1978, 1982). 암스트롱(Armstrong, 1987)은 죽음에 대해 변화하는 담론, 특히
죽어가는 환자가 삶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으로 경계를 넘어가는 것에 집중한다. 하키
(Hockey, 1990)는 병원에서의 죽음으로 인해 가정과 사람들로부터 공간적, 시간적, 사
회적 차원에서 이별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가 호스피스적 실천을 통해 용해되고 끝내 통합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호스피스적
실천을 통해 삶에서 죽음으로 이전하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통과의례의 틀 속에
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프로겟 역시 치료나 예방
이라는 일반적인 의료 시스템에 호스피스 활동과 같은 죽음에 대한 대체적인 접근법이
도입되면서 생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호스피스 돌봄이 이루어지
는 공간보다는 호스피스 실천을 하는 사람들에 집중하였고, 이미 죽거나 죽어가는 사람
은 기존의 관계를 지니던 사람들과 사별한 상태를 거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리미널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프로겟은 죽음과 사별이 개인들에 의해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호스피스의 문화적인 측면을 더 깊이 있
게 탐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와 유족들, 호스피스 팀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
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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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이 사망과 사별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
구조화하는데 기여한다고 언급한다(Armstrong, 1987; Hockey, 1990;
Froggatt, 1997). 이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 문턱이 존재하고 호스피스적
실천이 죽음과 특정한 조우를 가능하게 한다면, 호스피스적 실천이 이루
어지는 공간에서는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돌봄이 실행되며 죽음이 지지
되는 공간으로서 리미널한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리미널리티를 공간화 한 개념으로서 푸코의‘헤테로토피
아’를 이용하여 논문에서 언급하게 될 호스피스 병동 공간 분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2 . 호스피스 병동은 병원 외부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들이 중첩되어 형성된 특수한 공간이자 리미널리티의 성질이 내재된
공간이다. 푸코는 주류 공간에 대항하는 공간으로써‘헤테로토피아’라
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의 주류적인 공간이 있다면, 일상적인
공간과는 절대적으로 다르며, 주류 공간을 중화시키거나 정화시키기 위
해 마련된 일종의 구조에 반(反)하는 공간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헤
테로토피아는 실제로 존재하는 고유한 공간의 개념을 가지며 경관을 구
성하는 장소성, 공간성 등과 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정리하자면 헤테로토피아는 기존의 공간이 가지는 질서가 수용하지
못하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한데 모여 묶이게 되는 곳이자, 그 내용이 무
엇이든 기존의 구조와 질서를 뒤엎는‘전복과 경계넘기’의 특징을 지닌
공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통용된다(장세룡, 2009). 기존의 질서체계를
전도하고 교란시키는‘이질성’은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에서도 핵심적인
속성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세계의 모순을 파헤치
고 사회 변혁을 도모하는 이상적인 사회공간인 유토피아와 유사하게 인
식될 수 있다. 그러나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사회와 동떨어진 외
딴 섬과 같은 유토피아가 아닌, 다른 사회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사회제도 안에 편입된 장소라는 점에서 유토피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
다(허경, 2011).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을 헤테로토피아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호스피스 병동이 기존의 제도화된 병원에 편입되어 있지만, 동시에 매우
이질적인 질서체계를 가지고 병원 내에서 죽음과 죽어감을 관리하는 공
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이 죽음을 처리하는 것
12

어원적인 측면에서 헤테로토피아를 살펴보면, hetero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다른’
이라는 뜻이고, topia는 ‘장소’를 뜻하는 topos에서 왔으며, heteropia는 어원적으로
‘다른 곳(other place)’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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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드러나는 호스피스 병동공간만의 이질적인 특징들은 기존 병원이
죽음을 처리하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간으로서의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기존 병원이 고수해 온 구조화된 죽음처리 과
정을 은연중에 교란하며, 더 나아가 급진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질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균열과 틈새로서 작용한다. 내부의 구성 또한 이질적인
공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며, 통상적으로 함께 모여 있기 힘든 행위자
들인 의사, 간호사, 원목자와 수도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팀을 이루어 임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호스피스
병동은 여러 측면에서 이질적인 성질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이는 헤테
로토피아의 특징과도 연결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 종교의 죽음관과 관련 의례에 대해 논
의할 것이다. 죽음관은 죽음에 대해서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그리고 이 죽음관에는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닌 생활습관과 의식 속
에 깊게 자리 잡은 신화 등 여러 철학적, 종교적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채 죽음의 문화를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종교적인 측면
에 집중한다. 흔히 한국인의 전통적 죽음관은 한국 전통 무속, 유교사상,
불교 사상, 도교사상의 죽음관이 서로 융합되어 종합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에 한국인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식이나 주검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무속, 불교, 유교적 방식이 혼재된 모습을 보이며, 한국인의 전통 상 장
례 역시 무속, 불교, 유교의 생사관과 내세관이 내재된 채 공존해왔다.
이에 더해 20세기부터 서양에서 그리스도교가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함
께 죽음관이 융합되어 현재 한국인의 죽음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인의 죽음관과 거기서 비롯된 죽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
하게 혼재된 종교들의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비록 생명의 문제에
기술적 개입이 활발한 오늘날,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종교적인 이해
는 점차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고 있지만, 종교는 여전히 한 민족의 죽음
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둥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천선영,
2012; 김광환  황혜정, 2017).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교 중에서도 가톨릭 종교의 영향에 집중한다.
호스피스는 과거부터 가톨릭 종교와 연관이 깊다. 한국의 호스피스 또한
가톨릭 종교단체에 의해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990년부터 다른
종교들이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즉, 호스피스 실천과 그 바
탕이 되는 정신에는 가톨릭적 요소가 배태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호스피스 기관을 연구하기에 앞서, 가톨릭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호스피스 기관의 사례를 민족지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은 호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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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사
회에서 대체로 분리되어 작동하는 종교와 의학이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연구 현장에서 재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병원 내의 호스피스 병동은 병원 내 죽음을 관리하는 제도적 공
간이자 환자들을 편안한 죽음으로 이끄는 공간으로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 호스피스 팀원들의 업무 수행은 어떠한 분담과 협동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호스피스 팀원들이 생산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담론과 태
도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3) 호스피스 병동에서 종교의 기능은 무엇이며, 호스피스 팀원들의 종교
적 행위는 죽음을 맞닥뜨린 환자들의 임종과 죽음의 경험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생성하는가?
위 질문들에 관한 인류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인생의 끝자락인 임종 기간을 병원에서 지내는 한국의 임종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단선적으로 이해되기 보다 그 경계 안
에 내재한 역동성을 통해 죽어감의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리미널한 공간으로서의 호스피스 완화의
료 병동이 병원이라는 기존 구조 속에서 물리적 측면이나 속성 측면에서
어떠한 이질적인 성질들을 통해 존재가 유지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수행되는 실천들이 그 밖의 기존 구조들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다른 방식들로 구성되는지 분석한다. 이로써 기존 병원이 죽음을 처리하
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이들이 내재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
가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병원민족지
최초의 의료 인류학 개론서를 저작한 포스터와 앤더슨(Foster &
Anderson, 1978)은 초기 대부분의 병원 연구가 비인류학자들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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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고 언급한다. 이 연구들 대부분이 서양의 생의학에 초점을 맞
춘 연구였지만, 생의학적 기술이 사용되는 병원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Lock & Gordon, 1986; Williams &
Calnan, 1996; Johnson & Sargent, 1990). 병원민족지의 역사를 살핀
반 더 지스트와 핑클러(Van der Geest & Finkler, 2004)는 의료인류학
이 발전하던 초기에 이처럼 인류학자들의 병원 연구가 부족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는 병원이 일상 속에서 너무 친숙하여 인류
학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서구 연구자
들의 시선에서 병원은 그 조직적인 측면이나 병동을 구분하는 방식, 의
학적 명명법, 의료 기술과 장비 등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비춰졌다.
이로 인해 ‘병원’은 지역적인 특색이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 전반에
걸쳐 균일할 것이라고 여겼다. 또 다른 이유로는 병원 당국이 사회과학
적 병원 연구에 대한 수동적 태도와 연구자의 진입이 어려웠던 것과 관
련이 있다. 푸코(Foucault, 2016)는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배타적이
고 접근을 거부하는 기관으로서의 병원은 민족지적 조사를 위해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병원 민족지학의 계보에 대해
연구하는 문헌들도 공통적으로 병원이 접근성 측면에서 인류학자들에게
장벽이 있었다고 전한다. 예컨대 1978년에 네덜란드 암 병원에서 진행
된 연구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파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병원 측이 그
연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Van Dantzig & De Swaan, 1978;
Van der Geest, 1989).
의료인류학에서 병원이 중요한 현장연구의 배경으로 자리잡게 된 데
에는 생의학이 갖는 보편적인 원칙이 지역적 특성과 관계없이 문화 전반
에 걸쳐서 균일하게 시행된다고 믿는 서구 중심주의적 통념을 극복하고
난 뒤부터였다(Van der Geest & Finkler, 2004). 이 때부터 인류학자들
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병원의 문화를 설명하고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배경이 되는 문화와 의료기관마다 의학적 견해와 의료
기술이 다르며, 이는 진단과 치료 관습의 차이를 양산하고 있음을 발견
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병원이 병원이 속한 사회의 지배적인 사회화
와 문화화 과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압축적으로 내재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에 대해 인류학자 마가렛 락(Lock, 1980)은 건강, 질병
및 의학을 연구하는 것은 개인, 사회 그리고 문화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언급하며 이를 도와주는 강력한 현
장으로서 병원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병원민족지가 시작될 시기에 연구자들이 병원을 바라보는 것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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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관점이 존재했다. 알려진 바로는 미국 병원에서 진행된 첫 번째 민
족지학 연구는 코서(Coser, 1962)에 의해 시작되었다. 저자는 병원을 '
조밀한 작은 섬' 이라고 일컬었는데, 병원이 섬처럼 '정상적인 삶'이 이
루어지는 세계로부터 단절된 공간임을 의미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병원에 대해 민족지적으로 연구한 자만(Zaman, 2003)은 병원을 외부
세계의 가치와 규칙, 사상을 보유한 장소임을 연구 결과로 밝히면서 병
원을 섬과 같다는 기존의 관점과 상반된 관점을 주장했다. 두 가지 관점
에서 이루어져 온 병원민족지 연구는 비록 상반된 관점을 보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병원 자체가 갖는 복잡성과 다면성을 전제
로 하였다. 이러한 관점들은 후에 추가되는 다른 연구자들의 병원민족지
연구들을 통해 조우하게 된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병원민족지
연구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은 후에 병원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
고 분석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는 작용을 했다(Van der Geest &
Finkler, 2004).
병원은 종종 통과의례가 진행되는 장소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
다. 병원을 통과의례의 장소로서 바라본 연구들은 병원이 궁극적으로 일
상 생활로부터 분리되는 리미널한 공간으로서, 진단을 받고 치료나 수술
을 받으며, 약을 투여 받고 상처의 치료를 받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병원 외부의 사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간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
점은 병원이라는 시공간이 기존의 환자가 속해있던 구조와 다른‘섬’과
같다고 보는 관점과 다시금 조우한다. 병원은 리미널리티의 속성을 보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으로서, 움직임이 자유로운 사람으
로서 혹은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는 장소이기도 하다. 나아가 암 생존자, 새로운 고관절을 가져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사람, 한쪽 다리가 없는 재활 환자와 같이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는 곳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통과 의례
를 종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푸코(Foucault, 2016)
또한 산업화된 사회들의 많은 영역에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전문성이
종교적 전문성과 경쟁하거나 종교적 전문성을 축출하였다고 언급하는 것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병원민족지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출생
하고 죽어가는 장소로서 통과의례의 장으로서 분석해온 역사가 긴 편이
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느끼는 종교적 또는 반종교적 차원에
대한 민족지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류학에 기여하였다. 예컨대 카멜
스와 반 동겐(Comelles & Van Dongen, 2002)은 몹시 끔찍한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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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입원을 하고 입원을 공포의 지옥으로서 기억하는 본인 상황을 기술
하며 이성과 과학의 중심지인 병원에서 기적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생겨
나는 상황에 대해 서술한다. 이때 병원 직원들 역시 환자들에게 종교적
표현을 하며 희망을 되살리고 절망과 싸우도록 돕는다. 이처럼 병원에서
의 의학과 과학기술은 일종의 종교적인 위상을 차지하며 나아가 의학적
인 치료 그 자체로 신성하고 은혜로우며 새로운 희망으로서 간주되기도
한다(Van der Geest, 2005).
병원민족지의 또 다른 갈래에는 병원에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 초
점을 맞춘 민족지적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의과 대학과 레지던트
과정에서의 의사의 사회화를 검토하거나 의사로서의 직업적 규범 혹은
의사 개인의 선입견이 환자와 의사의 대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Hahn & Gaines, 1985). 그리고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의 불확실성에 대
처하거나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을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연구하며, 기술
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나 윤리적 딜레마를 연구했다(Fox,
1959; Bosk, 1979; Reiser, 1984; Veatch, 1977). 그리고 간호 언어를
연구하거나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전문가의 실무적인 기술 지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했다(Mishler, 1984; Freidson, 1986).
병원에서 환자의 질병 서사와 치료 경험을 강조한 의료인류학자 아서
클라인만은 본인의 저서인『Illness Narrative』에서 기존의 병원 연구
가 내적인 치료 경험, 즉 치유의 힘이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놓치고
있다고 언급했다(Kleinman, 1988). 클라인만은 의사들의 치료에 대한
질적 연구들이 질병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설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그는 질병이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괴하고 인간의
존재를 병의 경계선 안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의료 담론만을
사용해 인간의 아픔과 질병을 설명하는 의료적 시선(medical gaze)에는
한계가 있기에 환자들이 제공하는 질병 체험과 질병서사를 인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 내포된 종교적 영향에 대해서 다시 고
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몰(Mol, 2002)은 환자와 질병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실
천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병원민족지 기술을 시도하였다. 그
는 동맥경화라는 병이 다중적인 존재임을 제시하며 병이라는 대상 자체
에 집중하였다. 예컨대 진찰실의 의사들이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 동맥경
화를 연상하는 것, 해부학 실험실에서 사망자의 세포 분석을 통해 동맥
경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 강의실의 교수가 ‘혈관이 막혀있는 현상’
을 통해 동맥경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주체의 실천에 따라 병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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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분석이 달리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몰은 병이라는
대상을 보는 시각이 다양한 것이 아니라 대상인 병을 실천 속의 존재로
두며 그 대상 자체가 다양하다고 해석한 것이다(이강원, 2013).
병원민족지 중에서 병원에서 죽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미국
에서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생애말기의 환자를 돌보는 의료문화에 대
해 연구한 사회학자 글래이저와 스트라우스(Glaser & Strauss, 1968)
그리고 수드나우(Sudnow, 1967)는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병원의 구조
적 특징상 임종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특히 환자 및 가족과 의료진 및
간호사들이 임종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상호적인 대응을 했는지를 연구하
였다. 이들은 병원에서 누가 죽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죽음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임종 시기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임종이 기간과 형태라는 일종의 경향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경향성을 통해 병동에 입원한 말기 환자가 병원에 의해 삶에서
죽음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1960년대 말에 제도화된 의료기관 내 죽음 대안으로 떠오른 현대 호
스피스 운동은 삶의 말기에 개인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조직적인 수
단이 되었다(Russ, 2005). 그리고 호스피스 연구를 건전한 임종, 품위
및 궁극적인 개인주의의 현장으로 여기게 되었다(Seale, 1998; Walter,
1994). 그러나 호스피스 역시 곧 관료화된 상태로 변하였다(James &
Field, 1992). 미국에서 병원에서의 죽음은 현대 의학이 해결해야 할 장
애물이자 의학적 실패로 간주하였다(Timmermans, 1999). 그리고 죽음
을 늦추거나 죽음을 촉진하는 병원의 관행에 민족지학적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Muller, 1992; Zussman, 1992).
중환자실과 인공 호흡기 사용이 보편화된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북
미 및 서유럽의 경우, 수명 연장은‘영웅적’기술로서 칭송받았다. 그러
나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의 생명을 영웅적 기술로 연장하는
것은 의학이 존재하는 의미와 충돌한다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어 왔다
(Kaufman, 2000; Lock, 2002; Muller & Koenig, 1988). 병원에서 민족
지 연구를 한 연구자들은 병원에서의 임종 준비과정을 의학 기술 발전의
맥락에서 받아들였다(Cassell et al., 2003; Chambliss, 1996). 이들은 주
로 죽음의 준비 및 협상, 그리고 이에 대한 지식과 윤리적 문제들을 체
계화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의학적 의사 결정과 병원의 역할을 문서
화하기 위해 미국의 중환자실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 이후 미국에서는 ‘품위 있는 죽음’과 자연사, 다시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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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개입이 없는 죽음과 관행적인 생명 연장
및 임종 연장 기술의 사용에 사이의 괴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Cassell, 2005; Kaufman, 2005; Good et al., 2004; Seymour, 2001).
생의학 기술이 환자, 가족과 때로는 의사로부터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
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면서 경험하는 이러한 괴리는 ‘좋은 죽음’과‘나
쁜 죽음 ’ 의 구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Johnson et al., 2000; Seale & Van der Geest, 2004; Gawande, 2014).
임종기의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 환자와 병원의 관계에 대한 인류학
적 연구들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사 소통 방식과 체계 그리고 의료진
의 통제와 권한 등의 의문을 제기해왔다. 특히 죽음을 인식하는 것과 회
복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진단을 전달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 주제였다
(Christakis, 1999; Field, 1996). 이 연구들은 주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어떻게 희망이 생겨나고, 어떻게 말기의 환자들이 희
망을 품게 되는지 또는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Good et al., 1990).
이러한

갈래에서

퀴블러-로스(Kübler-Ross,

2008)와

가완디

(Gawande, 2014)는 죽어가는 환자들의 임상을 통해 죽음의 단계를 규
정하고 환자들의 ‘죽어감’의 기록들을 정리하였다. 퀴블러-로스는 그
의 저서 『죽음과 죽어감』에서 500여 명이 넘는 시한부 환자들의 병원
생활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죽어감의 5단계를 설명하고 그 내
용을 담았고 환자들과 의사, 간호사, 목사, 사회복지사들과의 관계, 대화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13 . 미국의 의사이며 보건 정책 관료인 가완디는 그
의 임상경험과 말기 환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저서『어떻게 죽을
것인가? 』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모두 8단계의 과정을 경험한다
고 언급한다 14 . 한편 이러한 연구들은 죽음에 이르는 환자가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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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블러-로스는 죽어감을 5단계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과 고립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분노, 세 번째 단계는 협상, 네 번째 단계는 우울, 다섯 번째 단계는 수
용의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
14
가완디가 정리한 8단계의 과정을 설명하자면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그 동안 유지해
왔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혼자 설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무너짐의 단계를 경험함으로써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한 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의존적인 삶
을 살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도움을 받는 단계로서 치료만이 아니라 도움을 받
는 삶을 요청하게 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누구나 마지막까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인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는 두렵지만 꼭 나누어야하는 이야기들을 가족들과 나는 시간을
직면한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용기를 가질
시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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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변화의 단계를 지나치게 일반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은 죽음에 대한 태도는 매우 개인적이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험과 관점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 죽음에 대한 태
도가 사람에 따라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마다 혹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권진숙,
2017).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부터, 병원 민족지의 한계는 다음 세 가지
갈래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병원 민족지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한
문화와 사회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구 중심의 생의학이 개입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고도로 구조화되
어 있으며 접근을 거부하는 기관으로서의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연구자
들이 민족지적 조사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는 점
이다. 셋째, 기존의 병원민족지가 임상의와 환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강조해왔지만 병원에 존재하는 다른 관계들—예컨대 의료진 간,
의료팀 내, 병원 직원들간, 환자의 가족과 친구들, 병동 간병인과 같이
병원 공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다른 이해 당사자들 서사를 다루는 민족지
학적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이다(Kleinman, 1988; Borovoy & Hine,
2008; Ferzacca, 2000; Loewe & Freeman, 2000; Gawande, 2014). 이
에 대해 헤밍스(Hemmings, 2005)는 간호사, 보건 관리자, 의료진 및
환자의 가족, 친구, 지지자 등을 포함하여 임상 환경에서 더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인류학적 통찰력의 유용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병원민족지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서
구가 아닌 한국의 병원, 그 안에서도 병원에서의 죽음 문화에 대해 탐색
하였다. 그리고 비의료인인 연구자가 직접 병동에서 호스피스 팀원으로
서 참여하여 병동의 내부자로서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병동 내
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포섭하여 팀으로 이루어진 호
스피스 팀원들을 개별적인 돌봄 행위의 실천 주체로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 공간 내의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서사와 팀원 주체 간의 상호
구성적 관계를 입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병원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자원봉사자, 원목자와 수도자, 사회복지
사, 원예치료사와 같은 의료진 외의 다양한 돌봄 제공의 주체들은 의료
진만큼이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역할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 왔다. 또한, 이들은 병원 내의 필수적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병원민족지의 연구 참여자로서 포섭하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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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미약했다. 본 연구에서 배경으로 삼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병원 내 다른 병동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의료진과 환자와의 관계보다 더
다양하고 수적으로 많은 사람이 상호작용하며 확장된 형태의 관계망을
형성한다. 호스피스 병동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들을 돌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팀원 개개인이 갖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업무의 적절한 분담 또한 필수
적이다(Parker Oliver et al., 2005; Reith & Payne, 2009). 따라서 다양
한 구성원들의 서사를 통합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을 통해 팀 내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이를 통해 리미널
한 공간으로서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스 팀원들이 형성하는 담론과
죽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더불어 이 논문은 호스피스 팀원 개개인들이 같은 말기 환자를 돌보
며 동일한 임상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역할과 축적
해온 경험에 따라 본 공간과 환자의 상태를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공간에서 이들이
조성하는 죽음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들이 임종과 죽음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의 팀원들 모두를 임종 돌봄을 실천을 제공하
는 주체로서 관찰하고 이들의 행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 공간을 지키는 이들이 어떠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
고 이들의 팀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며 역할을 분담하고 또 협력
하는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2)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돌봄
‘호스피스(hospice)’라는 단어는 원래 중세 유럽에서 여행 순례자
에게 숙박을 제공했던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행자 중 병이
나 건강의 이유로 순례자들이 치료 및 간호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부터
이런 수용시설 전반을 ‘호스피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호스피스라는
단어의 뿌리는 오늘날의 병원을 일컫는 용어인 호스피탈(hospital) 이라
는 단어 또한 교회에서 간호를 맡는 성직자의 헌신과 환대를 일컫는 호
스피탈리티(hospitality)에서 유래하였다. 역사적으로 병원은 병이나 건
강 상의 이유로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 전반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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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호스피스’와‘병원(hospital)’이 간호가 필요한 이들을 환대하고
돌보는 시설 혹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공통적인 목적과 성
질을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맥락이다.
현대적인 호스피스 돌봄 모델의 토대를 만든 사람은 영국의 간호사이
자 의사 그리고 사회복지사였던 시슬리 손더스(Cicely Saunders)이다.
그녀는 간호업무를 하면서 폴란드 피난민과 쌓은 관계를 통해 말기환자
들과의‘정’을 통한 돌봄으로 환자들의 공포와 걱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보고 일반적인 돌봄과는 구별되는 임종기 돌봄 철
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Saunders, 1983). 손더스는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한 돌봄의 새로운 지식적 기반을 세우는 것에 중추적인 역할
을 했다. 그녀는 인간은 신체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사이에는

복잡한

연관을

가지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Saunders, 1996). 그녀는 병보다 환자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총체적 고통(total pain)’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Clark, 1999). 이
개념은 말기 환자가 겪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 고통을 모두 포
괄하는 개 념으로 이후 1960년 중반부터 그녀는 말기환자들의 총체적
고통 개념과 그녀의 임종기 돌봄 철학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
력했다15.
이처럼 총체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나타난 돌봄의 모델이 ‘총체적
돌봄(total care)’이다. 총체적 돌봄에서는 통증을 비롯한 기타 증상과
각종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문제를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
다(Campbell, 2000; Hass, 2010; Cobb et al, 2017). 손탁(Sontag,
1996)은 호스피스를 죽어가는 이와 그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 요구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봉사자들이 총체적인 돌봄을
‘개별적으로’제공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며, 총체적 돌봄 제공 측면에서
의 개별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호스피스 팀을 이
루어 높은 질의 돌봄을 제공하며 일종의 모델을 만든다. 이 모델은 모든
개별 환자가 존엄성을 지닌 채 통증 없이 임종을 맞이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 가족도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
로 한다(City & Labyak, 2010).
한국에서 호스피스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63년 호주에서 한국에 온
15

콥 외(2017)는 호스피스 팀원들은 환자들이 경험하는 총체적 고통의네가지 요인들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 고통)이 변화무쌍하게 혼재되어 있는 문제에 고심하며,
그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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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에 의해 1965년 강릉에‘갈바리 의원’이
개원된 것을 그 효시로 한다(Hong, 2008).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가톨릭 대학교를 중심으로 시슬리 손더스의 ‘총체적 통증’개념과 다학
제적인 팀 접근을 갖춘 현대적 의미의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시작되
었다. 1995년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에 WHO Collaborating Center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면서 1998년부
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대국민 홍보가 적극적으로
시작된 것이다(Hong, 2008).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각 종교가 주도하는 호스피스 단체가 결성
되었는데, 1991년에는 개신교 중심의 한국 호스피스협회가, 1992년에는
천주교 중심의 한국 가톨릭호스피스협회가 창립되면서 의사, 간호사, 사
회복지사, 사목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었으며, 1995년에는 간호
사와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원불교 호스피스회가, 2009년에는 한국
불교 호스피스협회가 창립되었다. 이들은 우리나라 호스피스 보급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초기 활동은 주로 간호와
영적 돌봄을 위주로 시행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한국은 호스피스 활동이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
음에도 오랜 기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2002년에서야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시작되
었다.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의해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 활
성화 사업이 시작되었고 2006년에는 ‘ 제 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2006-2015) ’ 을 수립하여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Hong, 2008). 2011년 이후 암관리법, 2016년에 연명의료결
정법이 제정되어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
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대상 질환이 확대되었다. 특히 2015
년 7월부터 호스피스 병동이 건강보험 적용의 대상이 되면서 저렴한 가
격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8
월 이후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지정되고 있다. 이
에 따라 호스피스 기관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국립암센터가 2020년에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전국 87개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운영 중에 있다 16 . 현재 한국에서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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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현황 및 통계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현황,”
<http://hospice.cancer.go.kr/pain/stat.do>, 최종 접속일 2020.06.18..
국립암센터가 제시한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현황에 따르면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의 수
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제도는 공공기관, 종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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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2018년도에 개정되어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을 암, 후천성면
역결핍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경화 등의 질환으로 말기 환자로 진
단을 받은 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총체적 돌봄을 제
공하는‘입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병동에서 제
공되는 호스피스 돌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병동에 입원한 환자
들의 상태인 ‘말기 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립 암 센터가 정의
한 말기 암이란 다양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죽음이 예견되는 상태로서 남은 삶의 기간이 6개
월 이내로 예측되며 궁극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경우를 말한다(최은숙
 김금순, 2012) 17 . 암은 환자에게만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
보는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말기 암환자를 돌보는 이들은 절망과 고립, 외로움, 무기력,
상실감, 육체적 피로, 활력과 안녕의 상실, 정신적 고단함과 압박감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죽음 전과 후에 상담을 포함한 적
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되었다(최은숙  김금순, 2005; 최순
옥, 2014; Mok et al., 2003).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정의는 다양하며,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국에서 현재 공유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 머지않아 임종이 예견되는
환자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경제적, 사회적, 문
화적 문제들을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 해결을 도와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사회복지사, 원목자, 자원봉

중심의 공급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17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호스피스 정의,”
<http://hospice.cancer.go.kr/hospice/hospiceServiceType.do?menu_no=581&brd_m
grno=> 최종접속일 2020.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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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에 호스피스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 완화의료 ’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통증을 포함한 고통이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통의 완화와 예방을 위한 돌봄, 즉 완화돌봄(palliative care)의 중
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암시한다(서이종 외., 2015). 완화돌봄은 WHO에 따르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통증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통을 완화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접근방법이다.
나아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호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법적으로나 공적인 문서에서‘호스피스’라고 호칭하며, 대중적으
로 익숙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호스피스 보다 더 넓은 개념인 완화돌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완화돌봄(Palliative care)’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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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원예, 음악, 미술 치료사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상호 보완적인
위치에서 돌봄을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극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윤영호, 2014). 호스피스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가 아닌,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둔 돌봄이자 가족에게는 사별의 슬픔을 돕는 것과 같은 정서적 지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것에 목적을 둔다(노유자  김춘길,
1998). 그리고 이를 통해 환자가 행복하고 편안한 가운데에서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다(Hong & Lee,
2000).
이처럼 생애 말기 환자들과 가족들의 복잡다단한 요구들을 충족시키
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과 복잡한 지식 배경을 통합하고 조정할 필요
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학제 팀을 구성하
여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학제팀으로 구성된 호스피스 전문
가들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와 관심사를 공유하여 환자의 질병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의 불안을 경감시키며 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와 같은 팀 활동이 호스피스 완화 돌봄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왔다(Parker Oliver et al., 2005; 최희
경, 2013; Hudso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팀원이자 돌봄 제공 주체들은 주된 연구의
참여자이자, 이들의 실천은 탐색의 대상이다. 따라서 호스피스 팀 구성
원의 기본적인 역할과 임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호스피스
팀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한 김분한의 저서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
육』을 참조하였다(김분한, 2007). 호스피스 팀 구성원 중 의사는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완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증상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호스피스 의사의 자격 조건으로는 암 전문의, 내과 전
문의, 가정 의학 전문의로 말기 환자 치료나 임종 환자 돌봄에 흥미를
가진 자, 종양학에 대한 지식, 통증과 증상 조절 전문인이어야 한다. 주
된 업무는 진단, 통증 및 증상조절, 처방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호스피스 대상자로서의 환자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 팀원
들에게 임상적 소견과 의학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간호사의 경우 환
자와 가족에게 기본적인 신체간호를 제공하고 통증과 증상을 조절하며
이와 더불어 정보제공 및 상담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찾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특히 환자
와 가족들의 재정적, 법적, 보험관계 등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을 받으며 이를 통해 사회심리적인 측면의 도움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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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상담을 한다. 특히 사별가족들이 환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상실
에 대한 고통을 극복하도록 가족들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호스피스 팀
원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계획에 참여한다. 이처럼 심리적, 정신적, 사회
적 그리고 경제적인 면을 지지하며 상담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는 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노유자
외, 2001). 자원봉사자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한 서
비스와 실제적인 도움, 그리고 지지를 제공한다. 이들은 어떤 보수도 받
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김분한, 2007). 원
목자는 영적 돌봄의 조정자로 주로 임종환자와 그 가족들의 신앙 문제에
관해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사목자의 요건으로는 신학, 종
교학이나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건강관리 기관 내에서 최소한 3
개월 동안 임상사목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의학, 간호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종교학 등에서
호스피스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 중에서 호스피
스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팀원들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는 줄곧 다차
원적이고 복합적인 호스피스 완화 돌봄의 현장에서 임종 환자를 돌보는
팀원들의‘경험’과 관련된 것이었다. 호스피스 팀원들의 경험과 관련된
논의의 한 갈래는 이들이 임종기의 환자와 가족을 응대하면서 받는 정서
적 고통, 부담, 스트레스, 그리고 환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논
의이다(Kim, 2004; Lee, 2003; 정미경, 2012). 또 다른 한 갈래는 호스
피스 팀원들의 업무로 인한 업무량과 소진에 관한 논의가 있다(최희경,
2013; 김윤섭, 2010; 김연하  김민주, 2015).
한편 호스피스 팀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지는 것에는 다학제적 팀 구성원들간의‘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각
전문직간의 성공적 협력은 호스피스 돌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팀 안에서 자신의 전문적 역할을 정립하면서 동시에 다른 역할들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실천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전문가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중시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각 팀원들 간의 경쟁을 부
추기거나, 팀원들 간의 불신이나 불평등과 같은 것들을 호스피스 팀원들
의 원만한 관계형성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었다(최
희경, 2013; 양경희  권성일, 2015; 김분한  강화정, 2014; 한인영 
이영선, 2004).
한국에서 이루어져온 연구가 임종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의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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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사자, 원목자 각각을 이해하는데 근거를 제공하고 임종 돌봄에 있어
서 유의미한 기반 지식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호스피스 병동에는 임종 당사자와 가족, 그
리고 임종을 관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함께 공존하며, 이 공간
에서 호스피스 팀원들이 업종별로 분리되어 제각각 돌봄을 실천하는 것
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인 구성원으로서 팀을 이루어 돌봄을 제공한
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애말기 환자를 돌
보는 팀원들의 상황적 맥락과 관계적 역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는 팀원 전체를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묶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호스피스 돌봄은 팀원 내의 상호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돌봄을
위해 협동하고 또 차별적인 전문성에 의해 역할이 분리되기도 하면서 개
개인의 영역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기존의 업무 별로 나누어서 진행되
어온 호스피스 연구만으로는 팀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다학제적 팀원들
의 혼재된 업무, 업무간 경계, 업무 분담과 상호간의 역동을 제대로 보
여주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모여 이루어진 호스피스
팀이 구현하는 임종 문화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행동양식을 개별
적으로 살피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이들의 행동
과 상호작용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있으며, 업무간의 경계가 생애말기
환자를 돌보며 어떻게 공고히 되고 또 허물어지는지 분석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스 팀원들의 총체적 돌봄이
제공되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
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이 총체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또 협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돌봄제공자들
이 말기 환자를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적 경험을 통해 어떻게 돌봄
의 의미가 만들어지고 경험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축
적된 경험들이 말기의 환자에 대한 어떠한 담론과 지식을 생산해내는지
알아볼 것이다.

3) 한국의 가톨릭 종교 의례와 죽음관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도교, 불교, 유교 등의 다양한 종교 문화들
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인들의 심성과 생활에 내재되어 있다(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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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013). 터너(Turner, 2005)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물음은 인류역사
속에서 모든 문화와 종교가 그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진지하게 다루어 온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맞이하는가에 대한 관점
과 이해는 각 종교마다 다르고 각 종교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대하는 태
도에 따라 죽어가는 이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여러 종교
중에서 한국사회에서 가톨릭은 죽음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대답
을 해왔을까? 이를 탐색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가톨릭
종교의례와 가톨릭 죽음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가톨릭 종교에서 행하는 예식이나 예절, 그리고 기도 등은 크게 볼
때 전례행위와 신심행위로 나뉘어진다. 우선 여느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종교 역시 자신의 교리적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
양한 문화들을 형성한다. 가톨릭 종교에서는 이러한 실천적 행위들을 체
계화하여‘전례’라고 일컫는다(조현범, 2010). 가톨릭 종교에서는 전례
를 “ 교회의 머리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 성부께 드리는 공적
경배인 동시에 신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
버지께 드리는 공적 경배”라고 정의한다(최윤환, 2004). 전례를 할 때
는 전례 거행의 자격을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교황청 인준의 전례
서에 따라서 거행하는 것이 전례이며, 이러한 조건들을 채우지 않고 신
자들과 성직자들이 단체로 모여서 행하는 예배 행위나 공동 기도들은 신
심행위라고 간주하였다(윤종식, 2010). 따라서 가톨릭에서 전례행위에
속하는 것은 성사, 준성사19, 전례주년 등이며 신심행위로 분류되는 것은
묵주기도를 포함한 기타 단체 기도 등이다.
여기서 가톨릭 전례의 핵심은 일곱 가지 ‘ 성사 ’ 이다. 일곱 가지
성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거룩한 의식을 통해 재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각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전례 행위의 중심을
이룬다(윤종식, 2013). 일곱 성사에는 1)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2)치유의 성사(고해성사, 병자성사), 3)친교에 봉사
하는 성사(성품성사, 혼인성사)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톨릭 의례에서 핵심을 이루는 일곱 성사 가운데 치유의 성사로 분
류되는 병자성사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의례로 좀
더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회개 또는 참회의 성사, 용서 및 화해의 성사

19

성사는 아니지만 성사의 내용과 그 효과를 모방한 준성사도 전례에 속한다고 알려져있
다. 축성, 축복, 행렬 등이 준성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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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 불리는 고해성사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가톨릭 신자가 된 이후에
도 남아 있는 인간 본성의 불안정함과 나약함 때문에 짓게 되는 죄를 고
백하고 뉘우치고, 용서받는 일련의 절차들로 구성되어 있다. 병자성사는
중대한 질병이나 노령의 환자들에게 영적인 건강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사이다. 이 성사는 회복된 후에도 그리고 건강
이 다시 악화된 뒤에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주교나 신부 등 사제만
이 베풀 수 있는 병사성사는 병자의 이마와 양손에 축성된 기름을 바르
는 예식이 핵심을 이룬다(윤종식, 2013). 상황이 허락하면 고해성사를
먼저 베풀고 병자성사 뒤에 성체성사를 주기도 한다. 한 인간의 죽음에
직면해서, 그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확인하는‘병자
성사 ’ 는 생전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의식이기도 하며 환자가 죽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 성체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기 위한 노자라
는 의미에서 ‘노자성체’라고도 부른다20.
한편 본 논문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가 등장한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
서는 비상사태가 생겨 사제가 오기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
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세례성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한 형
태의 세례를 하는데 이를 ‘대세’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대세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제를 대신하여 예식을 대폭 생략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다. 종종 ‘비상세례’ 혹은 ‘약식 세례’ 라고도 불린다. 대세는 세례
를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임종대세와 조건
대세가 있다. 임종대세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임종에 임박하여 세례를
원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의식이 없다 하여도 평소에 그런 뜻이 있었
던 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대세를 받을 수 있다.
임종기의 환자가 있는 병원과 같은 공간 중 원목실이 있는 비교적 큰 병
원의 경우 임종환자들에게 이러한 대세를 주기도 한다. 다음으로 조건대
세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과거에 세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혹은 유효
한 세례를 받았는지 조사를 하여도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 조건부로 세
례를 베푸는 것인데 이는 세례는 인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성사이
기 때문이다21.

20

천주교서울대교구주교좌명동대성당 홈페이지, “병자성사,”
<http://www.mdsd.or.kr/bbs/content.php?co_id=5070> 최종접속일 2020. 06.27
21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2014.07.16., “대세를 주는 방법”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40> 최종접속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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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 의례적 측면에서 성사 이외에도 중요한 것은 전례행위에는
속하지 않는 각종 ‘신심행위’이다. 이는 교회의 공식예배나 기도의 전
례행위가 아니면서, 부분적으로 전례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행위를 의미
한다. 많은 신심행위는 전례 행위와 구분이 모호하여 넓은 의미에서 전
례행위 혹은 일상의례로 간주하기도 한다. 신심행위는 전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신심행위는 말씀의 전례, 성체현
시와 강복예시, 십자가의 길 기도, 묵주기도 등이다. 전례행위와 신심행
위들은 가톨릭 종교 본래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의례들이
다(김영수, 2006).
한편 가톨릭 종교에서 상례의 경우는 위의 전례와 신심행위들과는 조
금 다르다. 상례의 경우 성사와 다르게 본래의 전례를 외형 그대로 이식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유교적 민간 의례적 전통을 받아들
여 내재적으로 순응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톨릭 종교에서 상례
의 경우 가톨릭 의례와 한국의 민간적 의례가 만나 융합된 형태로 드러
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박일영, 2009). 예컨대 연도와 우제 미사, 사십
구재 미사 등은 한국 민간의례를 천주교의 전례에 적용한 경우이다. 사
실 상례는 종교전통이나 민간풍습을 막론하고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의
례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아가 죽은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정성을 쏟기 때문이
다. 이로 인해 상례는 종교들마다 가장 정교하고 다양하게 발전된 의례
의 모습을 보여준다(박일영, 2009).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는 가톨릭 종교의 초창기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인데 그 중에서도 연도는 한국 가톨릭 종교의 고유한 기도형태
이다(이완희, 2002). 연도는 한 사람의 개인이 기도와 의례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기도의 공동 주관자가 되며 노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기도 방식은 죽음이라는 큰 일을 공동체가
함께 대처해 나간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노래를 함으로써
그 안에 정성을 담음으로써 마귀를 쫓아줄 뿐만 아니라, 정든 사람을 이
세상에서 잃은 슬픔을 표현하기에도 적절하다고 여겨져 왔다(강영애,
2005)
그렇다면 가톨릭 종교에서 죽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가톨릭 성
직자들과 신자들이 죽음을 앞둔 이들과 죽은 이들을 위해 행하는 전례
행위와 신심행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가톨릭 종교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 종교에서 죽음이란 슬퍼하기만 할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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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아가는 부활의 단초로 여겨진다(그레샤케, 1980). 다만 부활을 통
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곧바로 열려있지 않으며, 생전에 지은 죄에 대
한 정화의 과정을 거친 뒤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가톨
릭 종교에서 인간은 죽음 이후 영혼이 심판을 받은 뒤 영원한 삶으로 나
아갈 수 있는데, “지상 생활 동안 선을 행하였거나 이를 소홀히 한 일
의 궁극적 결과”에 따라 부활을 통해 천국에 가거나 끝없는 벌을 받게
된다고 가르친다 22 . 이 때 죽음 이후의 심판의 과정을 좀 더 설명하자면
인간이 죽음의 상황을 겪게 되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심판
을 받게 되는데, ‘연옥’이라고 불리는 정화를 거쳐 천국으로 가는 과
정,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 영원한 벌을 받는 과정에 대한 심
판인 것이다. 23 이 심판은 하느님으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받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연옥’이라고 불리는
정화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활을 통하여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곧바로 열려있지 않으며, 생전
에 지은 죄에 대한 정화의 과정 즉 연옥을 거쳐서 도달할 수 있는 것으
로 인식된다. 따라서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거치
는 것이 연옥이다. 그리고 죽은 뒤 정화과정에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
여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도가 요구된다. 연옥의 영혼들을 위한 간청의
신심행위는 죽은 신자들이 정화되어 하느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되기
를 청하는 행위이다(윤종식, 2013). 따라서 연옥은 천국에 가고 싶은 누
구에게나 희망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죽음을 앞둔 말
기 환자들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의미가 강조된다.
따라서 가톨릭 상장례의 측면에서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통과의례이며, 심판과 부활을 위한 전초적인 단계로서의 의
미를 갖는다. 그러나 가톨릭 종교에서 죽음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학자 윤종식(2013)은 여기서 가톨릭 신자들이
죽음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의 부활하여 그리스
도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은 자신
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 지으며, 죽음을 예수께 돌아가는 것으
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교리서의 말로도 정

22

가톨릭교회교리서, 2008, 1039항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2013.08.07., “연옥을 알고 있나요?”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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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있다 24 . 결국 가톨릭 종교에서 죽음은“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과정인 것이다25.
오늘날 죽음을 단순히 종교의 영역으로만 밀어 넣는 일은 더 이상 불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종교가 더 이상 세상의‘중심’으로 작동
하지 못하는 오늘날에도 죽음의 문제에 관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권적 위치를 무시하기는 매우 어렵운데 이는 종교가‘초월성’을 끊임
없이 암시하는 유일한‘사회체계’이고, 죽음이란 현상은 그 속성상 초
월성에 관한 논의와 무관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천선영, 2012). 또한
각 종교가 지니는 죽음과 관련된 의례들은 죽음에 대해 부여한 저마다의
의미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교 중에서도 가톨릭
신자들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원들에 의해 수행되는 가톨릭 종교의 의례
행위들에 집중한다.
영적 돌봄과 치유를 종교적 관점에서 연구한 다일 프리드만(Dayle
Friedman) 은 모든 의례의 기능을 “위기의 순간에 닻 혹은 정박의 역
할을 하면서, 타자 혹은 환경과 연결 지어 고립을 줄이고 공동체를 구축
하며, 의미를 확인하고 재확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Friedman,
2003). 의례는 반복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반복은 종교적 측면에서 의
례의 힘을 강화한다. 의례는 인생이 불확실할 때 안도감을 주고, 삶의
여정에서 이정표가 되어준다. 예컨대 병원에서 치러지는 장례식은 거기
서 지내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죽
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사람들 사이를 연결한다. 의례
를 통해 사람들은 죽음, 슬픔, 상실을 경험 및 공유하고 거기에 참여하
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를 마련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
의료기관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실천되는 다양한 가톨릭 전례와 신심행위
들에 대해 탐색한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병동에 만연한 죽음과 죽어감
을 둘러싸고 가톨릭 신자들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원들이 형성하는 담론
들과 수행하는 실천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종교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세속적인 사고가 만연한 오늘날 의학과 종교의 긴밀한 관계를 논한다
는 것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종교를 과학적 학문인 의학과 연관시
킨다는 것이 시대착오적 발상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이
둘은 인간의 몸을 치료하고자 했던 인류의 첫 시도 때부터 긴밀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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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 과거에는 불가사의하기만 했던 질병의 원인은 종종 주술이
나 신적 존재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치료자들은 초자연적인
힘에 호소하며 도움을 구했다. 이는 의학기술이 부재했던 과거부터 첨단
의학기술이 삶을 연장하는 오늘날까지 종교가 비록 그 입지는 점차 좁아
졌을지는 몰라도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의학과 공존하며 교감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Cobb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 의료기관에서 가톨릭 신자들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원들이 말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어떠한 종교적 영향
을 주체적으로 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근대화의 산물인 종합병원 내
에서 가톨릭 종교가 어떠한 전략을 이용해 공존하며 호스피스 정신을 영
속하는지를 맥락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또한 호스피스 팀원들은 임종기
의 환자에게 신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대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팀원들이 종교적 의례 행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주체적 참여 및
실천하고 있는지를 민족지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호스피스 병동 현장을 배경으로 실행된 인류학적 민족지 연
구는 부재하다.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사후세계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는 임종기 환자들의 공간인 호스피스 병동에서 종교가 갖는 역할과 기
능에 대한 탐색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현장에서 종교인들의
역할이나 종교적 의례 행위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는 간과되어왔다. 현재
한국의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절반 이상은 종교 기관에 의해
설립되며, 종교 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종교기관 별로 호스피스
현장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러 호스
피스 기관 중에서도 가톨릭 기관이 운영하는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민족
지 사례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공간인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종교의 영향은
병원의 다른 어느 공간보다 극대화된다. 호스피스 병동 내에서는 원목자
와 수도자들을 포함하여 가톨릭 신자들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원들이 다
양한 가톨릭적 종교 의례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팀원들이
생애말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어떠한 가톨릭적 종교 의례를 수행
하고 있으며 그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
대화의 산물인 병원 내에서 가톨릭 종교가 어떠한 전략을 이용해 공존하
며 영속하는지를 맥락적으로 살필 것이다. 또한 임종 시기에 신앙이 어
떻게 말기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호스피스 팀원들이 종교적 의례 행위
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주체적 참여 및 실천하고 있는지를 민족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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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가톨릭 종교에서 의례의 역할과 기능을 호스피스
팀원들의 주체적 종교행위 실천 양상을 통해 입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가 진행된 장소는 서울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중의 하나이다.
본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지난 2015년까지 호스피스 서비스를 산재형 시
스템으로 운영하였으나, 2015년 11월 입원형 시스템으로 전환하였고,
2016년에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후 본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 ’ 라는 이름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중이며,
본 병동은 총 14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상급종합병원은 가톨릭 의
료기관이며, 원내에 원목실과 성당이 있고, 원목자와 수도자들이 병원
곳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도자인 수녀와 수사의 경우 여러 수
도원에서 파견되어 병원에서 업무를 보도록 지정된 것이었다. 본 의료기
관은 병원을 구성하는 의료진들과 그 외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가
톨릭 종교를 가질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가톨릭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세례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진들
과 기관 종사자들이 가톨릭 신자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은 가톨릭 전
례 행위와 용어들에 익숙했다.
연구자는 본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호스피스 팀원들을
대상으로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에서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정식으로 자원봉사자가
되는 과정을 밟아야 했다. 자원봉사자가 된 이후부터 7개월간 금요일마
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봉사자로서 업무를 보았다. 공식적인 연
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사(승인번호 IRB No. 1509/003-016)를 거
친 뒤 2019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호스
피스 병동에서는 다학제적 팀원들이 팀을 이루어 말기 암환자와 가족들
을 위해 돌봄을 제공한다. 따라서 병동에서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원목자와 수도자, 원예치료사를 모두 만날 수 있었다. 본 연
구는 호스피스 병동을 구성하는 호스피스 팀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만
큼 업종별로 적어도 한 사람씩 모두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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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중 자원봉사자의 경우, 연구자가 속한 금요팀 자원봉사자
를 중심으로 모집하였다. 금요팀 자원봉사자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자를 제외하고 모두 연령이 50대에서 60대였고, 짧게는 1년에서 길
게는 15년까지 본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해 온 경력을 가지고 있었
다. 금요일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함께 봉사 업무를 하면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경력이 긴 자원봉사자부터 경력
이 비교적 짧은 자원봉사자가 모두 있어 이들이 인식하는 임종 돌봄에
대한 논의를 경력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전체 자원
봉사자 약 40명 중 남자 자원봉사자는 3명이었고 자원봉사자의 구성원
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보수 없이 말기 환자를 돌보
는 일이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호스피스 병동에 사회복지사는 한 명밖에 없다. 이는 법적으로 호스
피스 병동의 환자 14인당 사회복지사를 한 명만 두도록 정해놓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한 명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였다. 본 병동
의 사회복지사는 수도자이며, 수녀원의 권유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
게 되었다. 의사의 경우, 본 병동에는 주치의가 한 명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의사들은 펠로우 과정에 있거나, 초빙된 외부 의사였다. 따라서 본
병동의 주치의 한 명만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였다. 간호사의 경우, 본
병동에는 열 명의 간호사가 교대로 업무를 보았다. 연구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업무 경험이 가장 긴 세 명의 간호사를 연구참여자로 모집할
수 있었다. 원목자의 경우, 병원 자체 원목실의 신부를 연구참여자로 모
집하였다. 본 병동에서 호스피스 팀을 이끄는 팀장은 간호사이자 수도자
이기도 하였다. 주요 업무는 호스피스 팀장으로서 팀을 이끄는 일, 간호
업무 그리고 수도자로서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일을 하였다. 매주 금요
일에는 원예치료 교육이 2시부터 4시까지 예정되어 있다. 원예치료사는
과거에 오랫동안 본 병동에서 자원봉사자 업무를 하다가, 원예치료 자격
증을 따고 난 뒤부터 본 병동에서 원예치료사로서 일하고 있다. 연구자
는 매주 금요일마다 원예치료사를 만날 수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로 모
집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실습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호스피스 병동의 팀장에게 연
구를 목적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명시하였으며, 공식적인 모집
문건을 통해 호스피스 팀원들을 업종별로 모두 모집할 수 있었다. 호스
피스 팀원들은 업종별로 정해진 임무에 차이가 있었지만 동시에 끊임없
이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었다. 병동에 일어난 일 예컨대 환자의 임종이
나, 장례식 관련 정보들은 신속하게 카카오톡 SNS 메신저를 이용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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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되고 있었다. 연구자는 자원봉사자이자 호스피스 팀원으로서 병동 내
대부분의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호스피스 팀원들의 실천 간의
경계와 돌봄을 위한 협력과 분담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할 수 있었다. 호
스피스 팀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팀원들과 소통하며 호스피스 팀원들
의 실천을 관찰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연구자는 호스피스 팀원들을
리미널리티의 공간인 호스피스 병동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보았다. 이
들이‘경계의 공간’에서 경험하며 얻은 체험이나 입장과 관련된 서사들
은 호스피스 병동을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번호

이름

성별

나이

종교

병동 내 담당업무

담당 업무 기간

1

차혜련

여

63

가톨릭

자원봉사자

8년

2

정현미

여

53

가톨릭

자원봉사자

8년

3

장경아

여

62

가톨릭

자원봉사자

13년

4

정서연

여

62

가톨릭

자원봉사자

14년

5

장선희

여

53

가톨릭

자원봉사자

1년 6개월

6

차재학

남

61

가톨릭

자원봉사자

3개월

7

성노연

여

57

가톨릭

8

박문정

여

46

가톨릭

9

정현숙

여

49

가톨릭

간호사

4년 3개월

10

박현지

여

46

가톨릭

간호사

3년 8개월

11

남보라

여

33

가톨릭

간호사

3년 2개월

12

강단비

여

49

가톨릭

의사

11개월

13

김소래

여

49

가톨릭

간호사, 팀장,
수도자

8개월

14

김지환

남

46

가톨릭

원목자

자원봉사자,
치료사
사회복지사,
수도자

<표1> 심층면담 피면담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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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2년

2) 연구방법
연구자는 호스피스 팀원들이 병동에서 업무를 하면서 경험하는 일상
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인류학적 현장연
구를 진행하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진입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8년 12월에 가톨릭 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호스피스 전문가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표준교육과정 공고를
보았다. 연구자는 본 공고에 서류 지원 후 선발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다. 본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호스피스 완화의
료 표준교육과정 교육 센터에서 주관하는 호스피스 전문가 양성과정이며
실습 기간을 포함하여 3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약 3개월에 거쳐 진행되
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호스피스 돌봄 철학,
암에 대한 병리학적 이해에 대해 가르쳤으며, 두 차례의 실습이 포함되
어 있었다. 교육과정은 매주 토요일마다 호스피스 연구소 차원에서 세
명에서 네 명 정도의 외부 혹은 자체 강사와 교수를 초청하여 강의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58명이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이미 호스피
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원목자를 비롯한
수도자들 이였다. 이 교육과정은 주로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원목자와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자 대부분
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업무와 관련된 일을 기존에 하고 있거나, 앞으로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기 위해 본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통상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표준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
서는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연구자가 말기 환
자를 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면접 과정을 따로 거쳐야 했다. 그리고
두 차례 다른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면접을 본 후, 서울 소재 종합
병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의 금요팀 자원봉사자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의사를 미리 호스
피스 팀장에게 밝혔으며 이에 대해 허락을 받았고, 호스피스 병동의 팀
장으로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의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5월부터
8월까지 거친 후 정식으로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음을 통보받았다. 자원
봉사자가 된 이후부터 7개월간 금요일 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봉사자로서 일하였으며, 공식적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사를 거
친 뒤 2019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수습
기간이 마무리되고 10월 11일부터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연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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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모집은 병원 측의 허가를 받아 호스피스 병동 내에 모집 문건을 배
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호스피스 병동의 팀 미팅에 참여하였으며, 병동에서 주최된
제3분기 사별가족모임, 자원봉사자 월례교육, 기초교육, 호스피스의 날
행사, 자녀 사별 프로그램, 12월 사별가족 전체모임, 추석행사, 성탄행사,
떡국 데이(설날 행사), 대세 예식에도 모두 참여하였다. 자원봉사자로서
본 행사들에 참여하여 간호사, 원목자, 그리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도
와 행사의 진행이 매끄러울 수 있도록 도왔다. 호스피스 팀원의 일원으
로서 함께 일하며, 호스피스 팀이 제공하는 돌봄이 어떠한 협력과 분담
을 거쳐서 진행되는지 직접 체험하고 목격할 수 있었다. 또 여기서 개개
인이 경험적으로 축적한 임종기 환자 돌봄에 대한 지식이 공유되고, 담
론화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팀원들이 말기 환자를 대
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하며, 이들이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어
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다양한 업무를 호스
피스 팀원들이 함께 혹은 분담하여 하면서 업무간의 경계가 어떻게 혼재
되고 또 공고해지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민족지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설문
조사, 참여관찰, 비공식적 면담, 심층면담, 그리고 문헌자료 분석과 같은
다양한 상호보완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 개개인에게 설문지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이, 성별, 종교 여부,
경력과 같은 기본적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설문지의 항목 문항 수는
10개 이내이며, 소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였다. 설문 장소는 본
병동의 자원봉사자실 및 요법실로 할 것이며, 이 공간들을 선정한 이유
는 이 공간들이 병동 내의 다른 공간들에 비해 비교적 비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호스피스 팀원들이 병동에서 업무를 하면서 관찰되는 일상
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참여관찰이 수행되었다. 참여관찰
시에는 녹음 및 녹화를 하지 않을 예정이나 관찰한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개인 컴퓨터에 문서 형식으로 남겼으며 참여관찰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 참여자 모집과 동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참여관찰은
10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구 기간 동안 가능한 호스피스 팀원들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시간대에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원칙 내에서 수행
되었다. 업무 환경 내 관계와 현장성 그리고 혼재된 업무 경계와 역할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자 업무는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환자의 신체적 돌봄을 해드려야 할 경우가 많았기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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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서는 병동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관찰하거나 다른 팀원들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참여관찰을 통해서 일을 할 때 보지
못했던 부분들과 다른 팀원들의 업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호스피스 팀원들과 일상적으로 자주 비공식적 면담을 수행
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당시 입원한 환자가 수적으로 많지 않거나, 환
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취침하는 환자가 많은 경우, 의도치 않게 자
원봉사자실에서 대기를 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마다 자원봉
사자들로부터 평소에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
었고, 연구자 또한 평소에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의 구조적 환경과 분위기로 인해 업무를 보는 공간에서는 진실된 이
야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비공식 면담은 호스피스 팀
원들이 임종기 환자를 돌보는 실천과 행위에 대한 진실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전해 듣기에 좋은 장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함께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다른 팀원들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우에도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비공식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
를 기록하였다.
심층면담은 서울대 IRB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아 진
행하였다(승인번호 IRB No. 1509/003-016). 심층면담을 통해 설문조
사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호스피스 팀원으로서의 일상 경험에 관해,
본 연구에 동의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업무 경험과 일을 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해서 설문지
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면담 방식은 1:1로
만 진행하였으며, 면담 장소는 자원봉사자실과 요법실로 한정하여 공간
이 비어 있을 경우에만 진행하였다. 호스피스 팀원의 심층면담은 1인 당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로 진행하였으며 횟수는 1인 당 3~4주에 한 번
씩 최대 4회 정도로 한정하였다. 추가 면담은 꼭 필요한 경우 한 회 정
도로만 진행하였다. 호스피스 팀원들인 의료진, 원목자, 사회복지사, 자
원봉사자들을 심층 면담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은 가능한 일
상적인 업무와 일정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진
행 시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을 진행하였으나 녹음 혹은 심층면
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리, 본인의 발화가 녹음된 자료에 대해
언제라도 검토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일반적인 호스피스 팀원들의 업무와 호스피스
병동 공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병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임종돌봄표준지침 가이드북과 본 병동이 속해 있는 서울소재 종합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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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인터넷 자료와 게시물, 그리고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정보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나아가 병동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와 가톨릭
적 전례 행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병원 내 마련된 성당의 미사 자료와
가톨릭 평화신문 주보, 기도문 안내서, 전례 의식 순서와 과정에 대한
설명문 등을 활용하였다. 환자의 통증과 그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 파
악하기 위해 팀 미팅 자료와 임종돌봄 가이드북을 참고하였다. 문헌자료
들은 연구자가 여러 번에 걸쳐 검토하면서, 본 병동에 진입하는 환자들
의 상태, 업무별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파
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호스피스 병동 자체의 연례 계획과 행사, 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과정 등을 미리 알 수 있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
여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호스피스 팀원으로서 전례 행위를 위한 기도문
과 전례 행위 순서에 대해서 안내 책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환자의 상
태가 갑작스럽게 변하였을 때 가능한 해결책들은 어떠한 것들로 제안되
는지 그리고 각 팀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
다.
연구자는‘종합병원 내의 호스피스 병동은 병원 내 죽음을 관리하는
제도적 공간이자 환자들을 편안한 죽음으로 이끄는 공간으로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호스피스 팀원들의 업무 수행은 어떠한 분담과 협
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스피스 팀원들이 생산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담론과 태도는 어떠한 내용을 이루어지는가?’,‘호스피스 병동에
서 종교의 기능은 무엇이며, 팀원들의 종교적 행위는 죽음을 맞닥뜨린
환자들의 임종과 죽음의 경험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생성하는가?’라는
질문들에 보다 더 충실히 답하기 위해 호스피스 팀원들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며, 연구자의 담당요일 외에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행사가 주최될
때마다 자발적으로 동의를 얻어 참석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로서의 업
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병원 차원에서 실시되는 봉사자 월례 교육을
모두 참여하였으며, 림프 마사지 교육, 심폐 소생술, 통증 교육 등에 대
해 숙지하고 자원봉사자 업무에 임하였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팀원들의
주체적인 업무 수행의 현장 속에서 위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가까이서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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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구성
본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논문의 본론은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들은 연구자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관찰
한 1)공간, 2)호스피스 팀원들의 관계와 실천, 그리고 3)호스피스 팀원
들이 형성하는 담론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을 통하여 리미널한 공간인 호
스피스 병동에 내재된 역동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의 공간과 도구를 탐색함으로서 실제하는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호스
피스 병동 공간을 분석한다. Ⅲ장은 호스피스 팀원들의 업무와 혼재된
역할들을 이들의 실천과 관계를 통해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IV장은 호스
피스 팀원들이 말기 환자를 돌보며 생산하는 말기 환자의 상태와 죽음에
대한 담론 그리고 이들의 서사에서 드러나는 종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서 논의한다. 호스피스 팀원들은 병원 내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
의 죽어감과 죽음을 돌보는 특수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호스피스
팀원들의 돌봄이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이용하여 수행되며, 그 역할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어떻게 유동적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실천
이 어떠한 경계를 넘어서 수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종교적 행위들에는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각 장의 내용을 보
다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종합병원에 편입된 호스피스 병동을 외부에서 내부로 진
입하는 과정을 조명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이어서 호스피스 병동
내부의 공간 구성과 도구들에 대한 탐색한다. 물리적 공간과 공간을 구
성하는 도구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
의 구체적인 생활과 행위가 직접 경험되는 실천적인 공간으로서 본 공간
을 분석한다. 호스피스 병동이 다른 병동과 다르게 갖는 고유한 공간적
특징들은 본 병동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특수한 환자들을 위해 마
련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Ⅲ장에서는 호스피스 팀원들이 형성하는 관계와 이들의 실천에 대해
논의한다. 호스피스 팀원들의 업무에 대해 분석하고, 팀으로서 돌봄을
제공하면서 팀원들간의 역할과 업무가 어떠한 방식으로 유동적으로 혼재
되고 분담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호스피스
팀원들이 환자와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직조하는 돌봄의 그물
망이 형성되는 맥락을 파악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
식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시되는 목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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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의‘병원’과‘의료진’에게 호스피스 병동과 그 안에 존재하
는 불치의 환자는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 보다 넓은 맥락에서 구체적으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의료 담론에 익숙한 호스피스 병동
의 의료진들은 치료와 치유의 경계 사이에서 외적,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이들의 서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호스피스 팀원 중
원목자와 수도자의 역할과 실천을 조명하여, 합리성이 중시되는 의료기
관 내에서 가톨릭 종교의 영향과 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은 호스피스 팀원들이 형성하는 담론들에 대해 파악
하기 위해 마련된 장이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온 순간부터 환자와 가
족들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호스피스 팀원들에 의해 재분류된다. 다양한
분류의 기준들은 호스피스 팀원들의 오랜 돌봄 경험에서 기인하며, 이는
후에 환자의 죽음이 웰다잉인가 아닌가에 대한 예측과 분류의 기준이 되
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별 환자들의 죽음의 과정은 호스피스 팀원들의
예측을 빗나가며 기존의 분류기준은 지속적으로 허물어지고 다시금 수정
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장에서는 이렇게 웰다잉의 조건을 유형화하며
담론을 구성하는 맥락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어서 호스피스 팀원들이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신앙을 장려하고,
이들을 위해 종교 의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호
스피스 팀원들이 공유하는 가톨릭적 전례의 기능과 의미가 무엇이며, 지
속적으로 가톨릭적 내세관이 언급되는 상황을 맥락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다. 호스피스 팀원들은 지속적으로 죽어감과 죽음을 목격하는 집단이다.
이들이 공유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담론과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
기 어려운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며 형성된 것이다. 호스피스 팀원들이
형성하는 담론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얼마나 유동적이고 역동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 드러
내는 작업을 하였다.

Ⅱ.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의 공간과 구성
실재하는 장소로서의 호스피스 병동이 헤테로토피아로서 해석될 가능
성을 어떻게 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Ⅱ장에서는 호스
피스 병동의 공간과 병동 내부의 구성을 조명하였다. 기능적인 건출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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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병원은 수많은 부서와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 배분에 있어서
합리성이 중시된다. 호스피스 병동 또한 큰 맥락에서는 종합병원에 속한
병동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의 존재 목적은
병원 자체가 본래 지니는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특수한 공간이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공간에 진입하는 경로를 시작으로 호스피스 병동 내
부의 공간적 도구적 구성을 정리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의 공간적 구성은
병원 내의 다른 병동과 다르며, 공간적으로나 도구적으로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들을 위해 구성 및 배치되고 있었다. 물리적 공간과 공간을 구
성하는 도구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 인간의 구체적
인 생활과 행위가 직접 경험되는 실천적인 공간으로서 본 공간을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말기 돌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1.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으로 들어가기
연구자가 현장연구를 수행한 호스피스 병동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
원의 8층에 위치한 호스피스 병동이다. 본 종합병원을 구성하는 건물에
는 본관과 마리아관이라고 부르는 별관, 병원 부속 장례식장이 있다. 별
관의 1층은 뇌건강 센터이며 나머지는 의료진들의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다. 본관은 총 1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1층부터 6층까지는 진
료과별 외래 진료실과 각종 센터 및 검사실이 위치하고 있다. 7층부터
11층까지는 입원환자들을 위한 병동이 있으며 12층에는 건강증진센터,
림프종센터 그리고 임신센터가 13층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있다. 호스피
스 완화의료 센터는 8층에 총 다섯 병실(805호-809호)로 구성되어 있
으며, 동병동과 신경외과 중환자실이 동일 층에 함께 있다.
8층에 위치한 동병동과 신경외과 중환자실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
료 센터라고 불리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다. 각 병동은 중앙에 위치한 엘
리베이터 5개만을 공유한다. 각 병동은 자동문으로 경계 지어진다. 그러
나 동병동과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경우, 암호를 입력하거나 지정된 사람
들이 지닌 카드 바코드를 인식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자동문이 있다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의 자동문은 암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26 . 사실 대부분의 말기의 환자가 입원을 한 병동은 환자
26

2020년 1월 말 COVID-19이 일어난 직후 암호 기능을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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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취약한 면역력을 보호하고, 다른 환자에게 줄 수 있는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의 암 환자만이 수용된 시설임에도 그러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았
다. 따라서 면회를 온 방문객들이 따로 출입증을 받아야 하거나, 시간에
제한을 두고 방문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호스피스 팀원들이 드나드
는 것에 있어서도 다른 병동에 비해 제한이 없고 자유로웠다. 거동이 가
능하거나 휠체어를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 또한
5층에서 연결되는 옥외정원에 출입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호
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은 다른 병동과 다르게 그 특성상 다양한 구성원들
이 존재하였다. 예컨대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과 수의 제한이 없이 드
나드는 가족들에게 자유롭게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호스피스 병동이 가
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호스피스 병동은 실제로 열려 있고, 호스피스 병동과 연관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시간이나 업무의 제한이 없이 드나들 수 있다. 하
지만 호스피스 병동 내부에 진입할 수 있는‘환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
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말기 암 환자와 보호자가 그들
의 주치의로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와 동의
를 한 상태에서 가정의학과 외래로 전화 문의 및 방문하여 가정의학과
외래진료를 예약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외래를 통해 주치의가 적극적인
치료의 시행이 환자에게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말기 환
자, 통증 및 증상(구토, 섬망 등)완화를 필요로 하는 환자, 임상과 주치
의나 호스피스 전문의가 호스피스 진료를 추천한 환자 그리고 동시에 의
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을 결정할 수 있
다.
본 연구가 실행된 곳에서 가정의학과 외래는 본관 2층에 위치하였으
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담당 주치의 강단비 씨는 외래 진료 시간에는 호
스피스 병동이 아닌 가정의학과 외래에서 업무를 보았다. 외래에 오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주 보호자가 내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원이
힘든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다른 직계가족이 외래 진료를 볼 수 있다.
외래 진료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는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최
근 검사자료(CT, MRI)와 약 처방전이었다. 의료기관 내 호스피스 병동
이용을 위한 법적인 절차는‘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의서’외에는 없
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유무는 호스피스 이용의 전제조건 혹은 요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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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었다. 호스피스의 철학과 목적을 고려할 때 호스피스를 이용하
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연명의료 중단등 결정에 관한 동의
서로 이해하면 안되었다.
호스피스 병동에 진입할 수 있는 환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질병의 종류 측면에서 말기의 암환자만 들어갈 수 있으며, 2)암환자여
도 항암치료를 비롯한 완치 목적의 치료를 그만 두겠다는 결정을 한 환
자이어야 하고, 3)가족들이 환자에 대해 더 이상 살리기 위한 치료를 중
단하겠다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동의를 한 환자이어야 하며, 4)말기의
환자가 호스피스에 갈 수 있도록 기존의 주치의가 추천을 해야 하고, 5)
호스피스의 이론대로라면 환자는 의식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는
등 환자의 진입 조건은 무척 까다롭다. 특히 유교전통의 가족주의가 지
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것은‘효’와도 밀접
한 연관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가족들이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겠다
고 동의를 하는 것 또한 논의가 필요한 일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을 들어오기 위해서 환자는 이처럼 여러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만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진입
하여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문턱을 넘지 않으면 이러한 돌
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였다. 따라서 병원 내의 환자들은 철
저하게 호스피스 병동 내부로 들어오는 사람과 들어오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졌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 사람들은 진료를 받거나 응급실로 병원
에 들어와 병동에 입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서 마음대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할 수는 없었다. 죽음
이 눈 앞에 다가온 이들에게 중환자실은 몇 가지 절차만 지나면 입원이
가능하며, 이들의 입원 가능성을 주치의의 추천 여부에 의거해 파악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에는 같은 암환자이더라도 말기 상
태의 암환자만 입원할 수 있으며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진단받아야
했다. 나아가 이 환자들은 주치의나 다른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 주치의
에 의해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것을 추천받아야 했다. 이처럼 호스피스
병동 공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도
개인과 가족의 결정이 필요한데 이 결정은 다른 병동을 입원하기 위해
내려야 하는 결정의 종류와는 조금 다르다. 호스피스 병동은 완화적 돌
봄을 위한 공간이며, 증상의 조절과 치료는 가능하지만 ‘회복을 위한’ 치
료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족들과 환자들이 동의하여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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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표면적으로는 호스피스 병동, 중환자실, 신경외과 병동, 일반 병동 등
이 모두 병동이고, 호스피스 병동 또한 병원 내에 존재하는 여러 병동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환자가 호스피
스 병동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했으며, 다
른 것이 다 성립하여도‘말기의 암 환자’라는 상태적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었다. 이처럼 병동에 들어올 수 있는 환자가 그 상
태의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본 병동의 문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공간에 환자와 관련된 가족들과 다른 방
문객들의 출입에는 제한이 없다. 호스피스 팀원들의 출입 또한 제한이
없으며, 호스피스 팀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에도 별다른 제한이 없이 병동에 드나들 수 있다. 이처럼 호스피스 병동
은 환자에게만 선택적으로 경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스피스 병동은 다른 병동들에 비하여 물리적인 출입의 제한이 삼엄
하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진입 가능한 환자가 상당히 제한
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호스피스 병동의 물리적 경계가 선택적
으로 공고하기도 하고 유연하기도 하며, 모두에게 열려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양가성을 지닌 공간으로 만들었다.
신경외과 중환자실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동일한 층에 있으나
진입하는 경로나 병동의 구성원, 공간의 구성, 그리고 공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오는 환자들은 호스피스 병동과 같이
주치의에 의해 권고 받거나 상의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호스피스 병동과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앰뷸러스 이송요원들에
의해 실려 오기도 한다. 연구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연구를 하며 신경
외과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소방요원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용
공간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족들이 통곡을 하거나, 대화를 하고, 면회
시간을 기다리는 장면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이 병동들은 면회를 위
해 정해진 시간이 있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아무 때에나 중환자실로 진입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병실 밖 공용 공간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동일 층에 있는 동병동의 경우 종합병원 내의 호스피스 병동과 일반
병동을 비교한 강성창과 박재승(2003)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일반 병동과 호스피스 병동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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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일반병동에서는 환자가 간호의 초점이라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보호자와 가족이 환자를 위한 돌봄에 관여하지만 동시에 호스피스 팀원
들의 돌봄의 대상이다. 2) 일반병동에서는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활
동을 하는 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검사, 진단과 같은 의료 활동이
최소화되어 진료부와 검사부와의 연계성이 덜 중요하다. 3) 일반병동에
는 죽음을 부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과 사별
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요구되며, 환자가 편안히 임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이를 수용할 공간이 요구되는 점이다.
4) 일반병동은 의료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돌봄을
제공한다. 5) 병동의 배치와 구성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 타시설 이용자의 부정적 인식과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의 타시설
입원환자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배치하는 것에 제한이
따른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호스피스 병동과 관련된 병원 내의 공간을
본관 2층의 가정의학과 외래, 5층의 옥외정원, 5층의 병원 부속 성당, 별
관의 장례식장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각각의 공간들은 개별적으로 존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호
스피스 병동에 환자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정의학과 외래를 거쳐야 한
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나가는 과정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한가지는 본 병동에서 법적으로 최대 머물 수 있는 기간인 두 달을 지난
뒤의 다른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전을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임
종을 하여 장례식장으로 옮겨지는 것이었다.
호스피스 병동 내부와 달리 외부 즉 병원은 기능적인 건축물로서 수
많은 부서와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 배분에 있어서 합리성이 병원
건축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최광석, 2007). 이러한 합리성은 호스피
스 병동과 관련된 공간 중에서도 외부의 공간인 가정의학과 외래 공간과
장례식장 공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가정의학과 외래실과 장례
식장은 기존의 병원 구조와 계획에 따라 설계되고 호스피스 환자와 그렇
지 않은 일반 환자, 호스피스에서 임종을 맞이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
자가 혼재하는 공간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을 제외하고 병동을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정의학과 외래진료실과 병동을 나가며 거쳐야 하는
장례식장은 기존 병원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호스피스 병동의 공간은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죽어감을 돌보는
곳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병원이 고수해온 방식과 운영 원리의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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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호스피스 병동만이 갖는 이러한 이질성은 호스
피스 병동을 나머지 병원으로부터 한편으로는 고립시켰고, 다른 한편으
로는 특별한 지위를 영위하도록 만들었다. 호스피스 병동 공간 자체가
이러한 양가성을 내재한 헤테로토피아 였다. 이러한 헤테로토피아의 외
부는 기존의 우리가 인식하는 병원 즉, 병과 싸우며 전쟁터를 방불케 하
는 치열한 현장이자, 돌봄을 통한 치유의 가치보다 의술을 통한 치료의
가치가 더 중시되는 곳이었다. 다음은 전체 병원의 원목자로서 업무를
보고 있는 김지환 신부와의 심층면담 내용이다.
[사례 Ⅱ-1] 김지환 / 원목자 / 심층면담
김지환: 8층에는 호스피스가 있지만 7층만 가봐도 얼굴 노랗게 되시고
기계에 의존하시는 분들 계시고, 10층 11층에만 가셔도 계셔요. 거기에 그냥
스테이션 옆에 간호사들이… 손 뻗으면 닿을 곳에 가족이 아닌 분들이 계시
죠. 이 분들 중에는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 말고는 사실 의식도 없고, 대화
도 안되고, 특히 중환자실에는 대화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없으니까
… 병동 안에 정(情)도 없어요. 지금 보면 [이런 곳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죽음이] 옛날 아주 옛날에 의료가 아예 없었을 때의 죽음만도 못하다고 생각
될 때가 있어요.

김지환 신부와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을 제
외하고는 기존의 병원이 죽어감과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병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환자들이 돌보아지고 있었다. 7층, 10층, 11층은 모두
다른 병실과 병동이 존재한다. 그러나 김지환 신부는 이 병동들이 죽어
감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갖는 비인간적인 성격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호스피스 병동 내부는 공간적 측면에서 이와 어떻게
다르며, 이러한 공간적 성질이 병원이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적인 측면을 어떻게 부각하고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병동
공간의 내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의 내부
1) 병동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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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 기관들은 의료시설의 환경적 경쟁이 진행되어 왔다. 환자
의 상태를 배려하는 의료 환경이 중시되면서 의료 기관이 점차 이용자
중심의 의료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박진규, 2011). 특히 말기 환자에 대
해 치료가 아닌 돌봄과 치유가 진행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치유 활동
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병동
의 공간은 호스피스 돌봄과 말기 암환자들의 상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
간 내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호스피스 병동에는 암환자만 있
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으로 소진된 가족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다학제적 호스피스 팀원들을 위한
공간 또한 필요하다. 호스피스 병동의 공간적 구성은 이처럼 다양한 상
태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공간인 만큼 시설 환경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말기 암환자들
과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정되며,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자, 2)다양한 팀원들이 효율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종교적 의례와 행사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의 공간 구성은 병원 내 다른 병동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
는데, 그 이유는 내부에서 생활하는 구성원들이 다르기 때문이었다27.
사실 병동은 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생활하고 거주하며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인 동시에 의료진이 환자의 간호와 치료를 위한 행위와 업
무를 보는 곳이며 그 외 미화원 배식원 및 그 외 병동 이용객들이 공동
으로 이용하고 지나가는 곳이다(김세련, 2020).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은
이와는 다르다.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과 거주 또한 중시되
어야 하며 진료와 치료가 아닌 치유와 돌봄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의료
진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원목자, 자원봉사자들의 행위와 실천이 어우
러지는 곳이다. 따라서 호스피스 병동의 공간과 관련된 연구는 기존의
일반적인 병동에 관한 연구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27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3.28일 시행)에 따르면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3개 이상의 입원실, 간
호사실, 처치실, 임종실, 상담실, 가족실, 목욕실, 화장실, 이동시설, 안전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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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호스피스 병동 내부 안내도

동시에 본 공간에서는 통상적인 병원의 실천과도 구별되는 실천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병원이 고수하는 구조적 조건들의 영향을 덜 받
고 있다. 나아가 호스피스 병동이 병원 내 죽음 공간의 대안적 경로라는
점은 본 공간을 실제하는 유토피아 즉 헤테로토피아로서 분석 가능하게
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종합병원 내의 호스피스 병동
내부에서 환자, 가족, 그리고 호스피스 팀원들을 위해 어떠한 공간이 마
련되어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현장연구를 실행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총 14병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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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실 2실, 4인실 3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
담실, 프로그램실, 처치실, 자원봉사자실을 갖추고 있다. 호스피스 병동
내부에서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 4인실과 1인실로 이루어진 병
실, 임종실, 목욕실, 화장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공간들은 환자의 기
본적인 생활공간으로 연령, 성별, 경제적 능력, 신체기능이 고려된다. 그
외의 공용공간에는 상담실, 프로그램실, 가족실이 있다. 환자들의 공간은
환자들만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호스피스 팀원과 가족
보호자들이 함께 공간에 머물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병동은 출입 제한이 없는 자동문 하나만을 사이에 둔 채 나
머지 병원 부속 병동들과 외래실 등과 경계 지어지며 그 공간의 구성원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공간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그 내부의 구
성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간의 구성은 공간 내에 존재하는 요
소들과의 상관관계 하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오은경, 2016). 이는 어
떤 유형으로든 사회가 있는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 혹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활하고, 경험하고, 다양한 실천이 일어나는 곳으
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은
그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실천을 행하는 존재들에 의해 구성되고 형상화되는, 그러므로 유동적이
고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하는 곳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의 암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치료와 사별 가족을 위한 지원까지 총체적인 돌봄(total care)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원목자, 자
원봉사자, 영양사, 약사, 요법치료사 등으로 구성된‘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의학과뿐만 아니라 혈액종양내과, 내과,
외과 등 관련 의료진들이 다학제적 협진 체계를 구축해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탐색과 함께
해당 공간에서 돌봄을 실천하는 주된 팀원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논의하
고자 한다.
호스피스 병동에는 다른 병동에 비해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을 한다.
우선 호스피스 구성 팀원 중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는 자원봉사자들
이 월요일-토요일까지 오전부터 오후까지 6일 간 출입을 한다. 전체 호
스피스 자원봉사자 수는 그 수만 약 40명 정도가 되며 요일 별로 약 6
명 정도가 출입한다. 나아가 호스피스 병동의 가족 보호자들은 그 수나
시간에 제한이 없이 아무 때에나 출입이 가능하며, 이는 환자와 가족보
호자들이 고용한 직업 간병인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본 병동에는 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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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출입이 자유로운데, 예컨대 병원의 상주하는 원목자와 수도자들 이
외에도 환자 혹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방문하는 종교인들 또한 출입할
수 있었다. 원예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와 같은 특수 치료사들
또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방문을 한다. 마지막으로 본 병동에서는 다
른 병동과 달리 욕실에서 환자들의 목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온찜질,
침상목욕, 세발 등이 매일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빨랫감 수거와 욕실 청
소 등이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고용된 청
소 관리인들의 출입이 잦으며 이를 통해 병동 내 위생과 청결이 유지된
다. 이처럼 호스피스 병동은 다른 병동에 비해 출입을 해야 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 빈도도 많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병동 출입의 제한을 완화하게
되었다. 병동간의 경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공간의 경계는 앞서 언
급한 여러 목적들에 의해 완화된 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호스피스 돌봄의 대상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므로 병동에는 가
족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데, 가족실과 상담실이 이에 해당한다. 가족실
의 경우 기본적인 주방 시설(전자레인지, 식수대, 싱크 등)이 있어 식사
를 할 수 있으며, 가족 보호자들간의 대화를 나누는 장소이다. 간병인들
의 경우도 이 곳에서 식사를 하곤했다. 가족실의 역할은 상당히 컸다.
환자들 중에는 상태적인 이유로 인해 금식을 할 수밖에 없거나 약물의
효과를 위해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이런 환자들의 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일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가족실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또 가
족실은 다른 가족들과 만남을 갖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위
로하고 위로 받는 공간이었다. 다른 가족들과 친해지면서 가족 보호자들
은 호스피스 병동에 더 금방 익숙해졌고, 이 병동을 편안하게 여길 수
있었다. 동시에 임종을 앞둔 환자 앞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 예컨대
장례식 문제, 유산이나 빚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논의하기에도 가족실이
적절했다. 의식이 있는 환자의 곁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족
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실의 위치가 병실과
도 멀지 않기에 돌봄 공백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다. 가족실은 가족보
호자들이 환자를 돌보는 것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 잠시나마 환자가 아
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회포를 풀기도 하였으며 가족간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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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족실

[그림 4] 상담실

상담은 호스피스 돌봄에서 중요한 업무이다. 그러나 상담실을 이용하
는 상담은 주로 상담이 주요 업무인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 대상은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사는 한 환자의 보호자와 최
소 세 차례에 걸친 상담을 한다. 가족들은 상담을 하면서 환자의 병증,
돌봄 부담과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자녀를 비롯한 친지들에 대한 매우 사적인 이야기까지 공유하기도 하였
다. 또한 상담 도중에 환자와 가족들은 슬픈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 등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환자와 보호자의 사적인 이야기는 사회복지사
에 의해서 호스피스 팀원 전체에게 공유되었다. 그러나 다른 환자와 가
족들에게 공유되어서는 안되었다. 따라서 상담실은 병동 내에서 비교적
사적이고 접근이 제한적인 장소였다.
처치실과 간호 스테이션(Nurse Station)의 경우 간호사와 의사들의
영역이며, 자원봉사자실은 자원봉사자들이 회의를 하고 대기를 하는 공
간이다. 안내 데스크 안쪽으로는 사회복지사와 수도자들의 공간이 마련
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호스피스 팀원들만의 영역이었으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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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간에 비해 출입에 제한이 있었다. 특히 처치실에서는 환자들의
약품을 관리하기도 하였고, 병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다음 환자가 침
상채로 대기하는 공간이기도 했으며, 갑작스럽게 임종하여 임종실에 입
실하지 못한 고인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했다. 처치실에
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때로는 조심스럽고, 정확해야 했으며 엄숙하
고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따라서 이 공간은 병동의 전문가인 호스
피스 팀원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의료진들의 공간과 가깝
고 이들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그림 5] 병동 로비와 간호 스테이션

[그림 6] 처치실

호스피스 팀원, 가족, 환자, 미화원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은 호스피스
병동 내 로비에 위치한 실내 정원이다. 실내 정원의 가운데에는 마리아
상이 있으며, 꽃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 꽃과 나무와 같은 식물이 심겨
져 있는 것은 다른 병동에서 보기 어려운 호스피스 병동만의 특징이다 28.
28

식물과 꽃에는 박테리아가 정상 균주로 존재하며 식물이 심어진 흑 속의 조직 부패물들은 곰팡
이를 성장하게 한다. 흙과 생화의 표면에는 균이 있는데 이 균들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면서 면역
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일종의 감염원으로서 작용을 한다. 정상인에게는 괜찮지만 암 환자와 면역
력이 떨어진 환자는 각종 호흡기 질환 등을 앓을 수 있어 통상적으로는 병실에는 화분을 비롯한
꽃과 흙의 반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하지만 본 병동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연구자가 방문했던
다른 종합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는 어항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병동의 호
스피스 팀원들은 생물의 존재가 환자들의 기분을 환기시켜주고, 병동 생활의 무료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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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식물과 흙의 미생물과 균의 서식으로 인해 면역이 저하된 환
자들이 입원한 병실이나 중환자실, 침습적인 처치가 이루어지는 수술실,
검사실, 외래, 병동 치료실 등에는 흙과 식물을 두지 말도록 병원 자체
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은 이러한 규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구자가 관찰한 호스피스 병동의 실내 정원에는 식물들이
철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매주 금요일 마다 방문하는 원예치료
사는 매주 다양한 종류의 꽃을 대량으로 가져와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원예 치료를 하며 또 남은 꽃들을 병실의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실
내 정원에 배치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른 병동에서는 금지이자 반입이
불가한 것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금지가 아니며 반입이 가능하다. 이는
호스피스 병동의 실내 정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공간이 통상적인 병원의
규제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며 기존의 통념을 뒤엎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스피스 병동의 팀원들은 환자들이 꽃을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
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호스피스 원예치료사는 병실에
꽃이 있으면 우울한 병실이 덜 우울해지고, 화사한 색의 꽃들이 환자의
기운을 좋게 한다고 언급하였다. 병동 내의 꽃들은 주로 지지 않고, 오
래 가며 오래도록 푸르른 종을 둔다. 원예치료의 경우 꽃들은 주로 다
피지 않은 봉오리 상태의 꽃을 이용하였다. 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하
루하루 피워가는 꽃을 보며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통해 우
울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호스피스 병동은 치료와 침습
적인 처치와 반대되는 실천을 공간을 통해 허용하며 환자들과 가족의 정
서를 치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실내 정원은 호스피스 병동이 병원 내
다른 공간에 비해 병원의 규제를 덜 받는 공간임을 잘 드러내는 상징적
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원예치료사이자 자원봉사자로 업무를
하는 성노연 씨와의 면담 내용이다.

완화시켜 준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어항 또한 화분과 같이 일반적으로 다른 병동에서는
반입이 불가한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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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내정원

[사례 Ⅱ-2] 성노연 / 자원봉사자 & 치료사 / 비공식면담
연구자: 선생님께서 늘 꽃을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왜 가져오기 시작
하신거예요?
성노연: 꽃 봉사를 하면 좋겠다 해서… 꽃은 살아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에
너지가 있고, 이게 환자에게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호스피
스 병동에 오면 아직은 죽으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굉장
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꽃이 봉오리 맺고 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옛날 회상도 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내가 좋아하는 꽃,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향기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제 꽃이 두 송이가 있다 그
러면 한 송이가 환자고, 다른 한 송이가 보호자다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꽂
고 싶어요? 마주보고 꽂는다든지. 옛날에 좋았던 추억 같은 걸 끄집어 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살면서 좋은 추억이 있었고, 좋은 감정이 이렇게 남아 있
으면 슬픈 감정이라든지 죄책감 같은 거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연구자: 그런데 사실 흙이나 식물이 다른 병동에서는 반입 금지되는 그런 것
이 아닌가요?
성노연: 사실 호스피스에 온 환자는 치료는 하지 않고, 증상완화하고 통증관
리 받고 그러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 증상에는 그 꽃이 갖는 어떤 균
이라든지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을 주는 요소가 아닌거에요. 이미 몸이 많
52

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PP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원예
를 안해요. 근데 이제 요법 중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원예를 가장 좋아하
죠. 살아있는 거니까 꽃은…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호스피스 병동에는 기도하고 묵상하며 의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여러 곳에 산재하여 존재한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공간이 실내
정원의 마리아상을 중심으로 하는 호스피스 병동의 로비였다. 이 곳에서
는 가톨릭 종교의 의례적 행위들만 이루어졌으며 다른 종교의 의례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호스피스 팀원들 중 신실한 가톨릭 신자들은 병동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마리아상에서 십자성호를 긋고 기도를 드렸다. 호
스피스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대부분 로비에서 이루어졌다. 성
탄, 부활, 세례와 같이 가톨릭 종교에서 의미가 큰 행사들의 경우에도
로비에서 이루어졌는데, 마리아 상을 중심으로 모여서 의례행위가 이루
어졌다. 성탄 행사 때에는 마리아 상 옆에 아기 예수 상을 두기도 하면
서 실내 정원을 유동적으로 재구성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의 프로그램실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다용도로 쓰이며
그 이용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다. 예컨대 프로그램실은 호스피
스 팀원들의 팀 미팅, 팀원들을 위한 월례 호스피스 교육, 가족들과 환
자들을 위한 원예치료, 미술치료, 그리고 음악치료가 진행되는 공공공간
이다. 나아가 호스피스 병동의 행사들 예컨대 설날 행사, 추석 행사 등
을 위해 준비를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만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공간인 프로그램실은 다양한 가치들
을 생산하고, 또 병동 내로 주입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의 활용 방식이
다양한 만큼 이 공간을 구성하는 사람들 또한 다양하다. 여러 목적을 위
해 함께 있으면 어색한 이들이 모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 병동
에서의 약물 사용과 관련된 강의가 열리면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가
족, 환자가 프로그램실에 모여 앉아 의사 강단비 씨의 강의를 들었다.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병원 내 영성팀 수녀들이 강의를 여는 곳
도 프로그램실이었다. 정리하자면, 프로그램실에서 누군가는 교육을 받
기도 했고, 요법으로 치유를 받기도 했으며, 행사를 위한 구상이 이루어
졌고,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따금씩 주방으로 쓰이며 음식이 만들어 지
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프로그램실은 호스피스 병동이 헤테로토
피아로서 갖는 특수성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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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병동은 다른 병동과 다르게 신체 돌봄을 위한 용품들이 정
리되어 있는 창고와 목욕실이 있다. 욕실용품창고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며 평소에는 잠겨 있기 때문에 호스피스 팀
원 중에서도 제한적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간이다. 이 공간은 샴푸, 린스,
면도기, 비누, 마사지용 크림, 바디 로션 등 환자들의 신체돌봄을 위한
용품들이 저장되어있다. 그리고 목욕이나 세발을 위한 용품들이 쌓여있
다. 이 공간이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위생상의 문제와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신체 돌봄을 한 뒤에 용품들을 세
척하고, 말리고, 소독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는 환자간의 감염의 문제 때
문이다.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은 면역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이며 몇몇
의 환자들은 개별적으로 균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여러명의 환자를 신체돌봄을 할 때에도 중간중간에 반드시 세척하기-말
리기-소독하기의 과정을 거쳤다. 과거에 이 공간이 열려 있었을 때 가
족보호자나 간병인들이 용품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신체 돌봄을 직접
하였다고 한다. 이 경우 세척하기-말리기-소독하기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고, 관리가 어려웠다. 이 공간의 운영 방식은 그 이후로 제한적인
인력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림 8] 목욕실의 욕조와 목욕 용품

창고를 거치면 목욕실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목욕실은 미닫이문과 커튼
으로 2중으로 경계가 지어져 있다. 목욕실은 말 그대로 말기 환자가 목
욕을 하는 공간이다. 많은 말기 암환자들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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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며, 서 있기조차 힘들어 하였다. 이들을 위해 목욕의자나 환자들을
위한 욕조가 마련되어 있었다. 환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목욕실은 빠
르게 따뜻하게 데워져야 한다. 따라서 문이 이중으로 닫히는 것이 보온
효과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환자들이 탈의한 채로 있기 때
문에 외부에서 안쪽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도 필요했다.
호스피스 병동의 병실은 4인실 병실 세 개와 1인실 병실 두 개로 이
루어져 있다. 법적으로 임종실은 병실에 포함되지 않기에 본 병원의 호
스피스 병동은 14병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의 4인실 병
실은 병원 내의 다른 병실에서 5-6인실로 쓰는 병실을 4인실로 개조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호스피스 병실을 처음 이용한 환자와 가족들은 병상
이 있는 공간이 다른 병원이나 다른 병동의 병실보다 넓다고 느꼈다. 각
환자들의 병상은 커튼으로 분리되었으며 각 병상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옷을 넣을 수 있는 옷장과 짐을 정리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며, 작은 냉
장고가 개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화분이나 휴지, 로션 등을 보관하
는 탁자와 서랍이 있었으며, 환자의 보호자가 쉴 수 있는 간이침대가 있
었다. 간이침대와 침대 사이에도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보호자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하는 보호자를 볼 수도
있었다. 병실 중앙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세면대가 있었다. 커튼으로
경계 지어진 각 병상은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공간이었다. 커튼 하나만
걷어내면 이 병상은 공적인 영역에 포섭되어 다른 환자와 가족들 호스피
스 팀원들이 함께하는 공용 공간으로 변하였다.
1인실 병실의 경우, 병실 내의 가구나 물건이 4인실 병실과 크게 다
르지 않았다. 다만 공적으로 사용하는 세면대가 1인실 병실에서는 혼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화장실과 샤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방문객이나 가족 구성원이 많은 환자에게 적합했다.
1인실 병실은 커튼으로 병실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미닫이 문으로 병실
과 호스피스 로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적인 공간의 성격이 강한 점은 장
점이기도 했고 단점이기도 했다. 예컨대 커튼으로 구분된 4인실 공간의
경우에는 환자의 신음 소리나, 낙상 시 나는 큰 소리를 다른 환자와 가
족들과도 공유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외부의 호스피스 팀원들과 소통
전달이 원활하여 호스피스 팀원들의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 그러나 1인
실의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
한 대응이 4인실처럼 빠르고 즉각적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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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스 팀원들, 특히 간호사들은 1인실 병실을 일부러 더 자주 들어가
보기도 하였다. 반면 4인실 병실에서는 개별적인 가정의 일들과 호스피
스 팀원들과의 소통 및 서비스 내용 등이 다른 세 팀 병상의 환자와 가
족들과 공유되었기 때문에 사적인 이야기를 편안히 하지 못하기도 했고,
호스피스 팀원들이 큰 소리를 내기도 다른 환자와 가족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점이 있었다.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있어 그들이 입원을 한 병실의 공간은 생각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호스피스 팀원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1인실이라고 해서 4인실 보다 더 좋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사실 이러한
병실은 호스피스 팀원들과 보호자들 간병인들이 드나든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적인 장소로 간주되며 양가적
인 성질을 내재하고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는 4인실
과 1인실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환자와 가족을 돌보기 위
해 구성된 호스피스 팀원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병원 내의 다른 병동들
에 비해 모든 공간들은 공적인 장소로써 이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죽음이 머지않은 환자들이 머무는 호스피스 병동의 모든 병실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의례의 장소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개인 병실은 특히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머물 때, 보다 더 직접적인 의례 장소가 될 수 있
다. 이는 기도를 비롯한 특정 의례가 요청될 때에 더욱 그렇다. 호스피
스에서는 의례를 위한 배려가 더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규모가 크거나
의례 자체의 의미가 크고 중요한 경우에는 주로 병동 로비의 마리아상을
중심으로 의례가 이루어졌으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적 의례 행
위와 신심 행위는 병실에서 환자를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각각의 공간들은 병원 외부에서는 한 장소에 모여 있기 힘든 공간들
이다. 호스피스 병동의 구성원들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지점들은
다시금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를 연상시킨다. 헤테로토피아는 그 자체적으
로 이질적인 공간이며 일상 속에 있으나 일상과는 다른 공간이다. 호스
피스 병동은 그 자체로 죽어감과 죽음을 돌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병원
내에서는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의 내부 공간의 구
성 또한 통상적으로 병원이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과 다르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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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4인실 병실

한 병동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병실들과 공간들은 모두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제한적인 구성원들에 의해 점유되거나, 공적인 장소로써
활용되고 있었다. 해당 공간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이해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는 그 공간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호스피스 팀원들이 말기 암환자들과 가족들을 전인
적으로 돌보는 측면에서 각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기도 했다.
푸코(Foucault, 2014)는 “헤테로토피아가 실제인 장소에서 서로 양
립할 수 없는 낯선 것들의 다양한 배치, 다양한 공간을 병행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 고 언급했다. 호스피스 병동의 내부에서는 양립할 수 없
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원적인
가치들의 조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혼재된 공간이었다. 이러한 공간
을 배경으로 호스피스 팀원, 가족, 환자들이 생활하고 각자에게 맞는 실
천을 수행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은 병원 내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
졌던 것들이 실제로는 가능할 수 있음을 공간을 통해 증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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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미널리티의 중첩: 임마누엘 방
연구자는 호스피스 병동 내에서 임마누엘 방이라고 불리는 임종실에
주목했다. 29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호스피스 병동은 병원 전체 내에서도
삶과 임종 사이의 경계를 확장한 공간으로서 리미널리티의 성질을 내재
한다. 그러한 병동 내에서도 임종실은 이러한 리미널리티 공간 내의 또
다른 리미널리티의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마누엘 방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환자 중 임종 시기가 사나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고 예측되는 환자들이 의료진의 선고 하에 옮겨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임마누엘 방은 호스피스 병동 내에서도 병동과 바깥 그리고 삶과 임종
사이에 놓인 중첩된 리미널리티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임마누엘 방은 1인실이며 호스피스 병동 내에는 한 방뿐이며 크기가
크고 화장실이 내부에 함께 있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를 병상채
로 옮기기 때문에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어 있다. 임마
누엘 방은 호스피스 병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는 다른 사람
의 출입을 제한하고, 환자와 가족이 오롯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간
을 제공하며 동시에 다수의 다양한 호스피스 팀원들이 집중적으로 돌봄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
는 가족을 포함한 방문객이 많아 소란스럽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하면
서 가족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다. 따라서 임마누엘 방을 병
실과 분리하여 따로 두는 것은 타병실의 말기 암 환자들에게 영향을 덜
미친다는 점에서 다행인 일이었다.
종합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의 공간에 관해 연구한 건축학자 하영창과
이특구(2001)는 임종실은 가족, 원목자와 수도자들을 위한 공간의 확보
가 필요하고 환자의 유언과 신변의 문제를 고려하여 조용한 분위기를 갖
도록 출입구, 병실, 공용공간과 혼잡한 지역에서 떨어진 위치로 하되 임
종 후 사체의 운반경로를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언급하
였다. 이에 맞게 임마누엘 방은 호스피스 병동의 가장 끝에 위치하며 장
례식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승강기와 가깝게 위치한다.
임마누엘 방에 환자가 있을 때면 호스피스 팀원들 중 자원봉사자들은
항상 들러서 가톨릭적 신심 행위를 하였다. 함께 모여서 성가를 부르기

29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
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로 운영되는 임종실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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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고, 성경구절을 읽기도 하였다. 환자나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독교 주기도문 혹은 불자를 위한 기도를 올리기도 하였다. 가족들은
함께 이러한 의례 행위에 동참하는 경우가 잦았다. 임마누엘 방은 따로
떨어져 있으며 1인실 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부
담이 적었다. 환자의 침상을 둘러싸고 자원봉사자들과 가족들 가능하다
면 간호사들도 모여서 함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다.
임마누엘 방의 공간 내부의 구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임마누엘 방
의 내부에는 마리아상이 있다. 종종 환자의 가족들이 임종을 돌보며 많
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간이침대 두 개가 병상과 평행하게 두 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두 개가 배치되어 있다. 독특한
점은 임마누엘 방에 오디오 세트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오디오는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의 종교에 따라 기독교 찬송가나 가톨릭
성가 등이 틀려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 전체가 임종기의 환자들이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면, 임마누엘 방의 환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죽음의 문턱에
가까운 환자들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 방은 리
미널리티의 성질이 중첩되고 강화되어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호스피스 팀원들에 의한 임종기 환자를 위한 돌봄 행위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휘되는 곳이다. 이러한 모든 팀원들과 가족들의 집중적인
행위들은 환자가 삶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으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
록 도우면서 동시에 팀원들과 가족들 또한 다가올 죽음과 이별을 준비하
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은 임마누엘 방에서의 행위를 통해 삶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 사이의 경계를 완화시키고 유연하게 하고 있었다. 이 공간
이 갖는 리미널리티한 성향은 그 내부 사람들의 상호교류를 촉진시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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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임마누엘 방(임종실)의 모습

임마누엘 방은 호스피스 병동의 가장 끝에 있는 승강기 바로 옆 방에
위치한다. 이 승강기는 일반인들이나 일반적인 상황에는 사용할 수 없도
록 만들었으며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는 문을 지나야만 승
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승강기는 임마누엘 방에 입원했던 환자가 임
종을 하면 고인이 별관의 장례식장 혹은 외부로 바로 이송될 수 있도록
외부로 연결된 승강기이다. 이는 환자가 죽음에 이르면 그 고인은 다시
기존의 병원이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과 합리성의 원리에 맡겨지고 있음
을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례 Ⅱ-3] 환자의 임종 후, 임마누엘 방 (임종실) 상황 / 필드노트
임종실은 다른 병실과 떨어져 있고 병동 복도 가장 끝에 있다. 임종시기에는
가족이나 환자의 지인의 방문이 많았다. 환자가 언제 임종할지 모르기 때문
에 가까운 가족들은 병실에서 밤을 지샌다. 임종실에 소파가 많은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임종실의 위치는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와 가족에게 임종실에서 퍼질 수 있는 통곡소리나, 사람들이 많아
서 북적거리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이기도 했다. 그러
나 임종 후 임종방은 줄곧 통곡소리로 가득하다. 아무리 문을 굳게 닫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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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통곡 소리는 병동의 반대 쪽 끝인 병동 입구에서도 들릴 정도로
컸다. 사실 다른 병실의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도 사별 가족의 슬픔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5월의 어느날 변OO 님이 돌아가셨다. 자원봉사자들이 급하게 호출되었다.
막 임종하신 변OO님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임종실의 모습
은 다음과 같았다. ]
돌아가신 변OO님의 침대를 중심으로 변OO님의 오른쪽 상체 부근에 부인이
앉아 있고, 부인 옆에 아들이 앉아 있다. 변OO 님의 왼쪽에는 딸이 앉아 있
다. 3명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특히 부인은 큰소리로 통곡을 하고 있다.
[부인도 몸이 많이 좋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기에 통곡하는 것이 많이 힘
들어 보인다.]
이내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 변OO님의 부인과 자녀들에게 인사한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는다. 장경아 자원봉사자가 부인의 어깨에 손을 두른다.
정서연 자원봉사자가 딸의 손을 잡는다. 사별한 가족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신
심행위를 하기 위해 들어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변OO님이 가톨릭 신자임을 호스피스 팀원들은 알고 있다. 추가적인 질문 없
이 바로 전례행위가 시작된다.
주기도문을 낭송한 뒤, 임종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 […]
자원봉사자들이 다음과 같이 낭송한다.
주님, 변OO 형제님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빛추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한 저희의 부르짖음이 예수님꼐 이르게
하소서. 주님, 변OO 형제님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빛
추소서 변OO형제님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
을 얻게 하소서
아멘[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기도가 이렇게 끝이났다. 부인의 통곡 소리가 계속된다.
이어서 자원봉사자 7명이 모두 함께 520번 성가를 부른다30.
520번은 임종 후에 부르는 성가이다. 곡 자체가 슬프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
성한다. 여럿이서 이 곡을 부르면서 방 전체의 분위기가 더욱 엄숙해진다.
성가를 부르니 가족들은 오열한다.
520번 성가를 부르는 동안 부인의 통곡 소리는 더 커지고 애절하다. 부인은
슬픔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듯하다. 변OO님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문
지른다. 슬픈 분위기가 지속되고 성가가 분위기를 더욱 엄숙하고 슬프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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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 520장의 제목은 “오늘 이 세상 떠난” 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 2007,『원목기도서』, p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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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 통곡이 멈추지 않는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슬픔을 보는 것을 힘들어한
다. 자원봉사자들도 눈물이 나는 분위기이다.
자원봉사자가‘너무 울지 마세요. [딸에게] 아버님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말
씀 많이 하세요’라고 말하자 부인의 통곡소리가 더 심해진다.
장경아 자원봉사자는 내내 부인의 손을 잡아드린다. 그리고 조용히 나온다.
이러한 상황은 25분 정도 지속되었다. 환자의 죽음에 가족들만 슬퍼하는 것
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슬퍼했다.
한편, 임종실 바로 앞에서는 사회복지사 박문정 씨와 팀장 김소래 씨가 변
OO님의 장례절차를 논의한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신심행위가 끝날때까
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리미널리티의 공간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일반
적인 병원 구조에서는 통용되는 법과 일반적 규범이 있다. 그러나 호스
피스 병동에서는 그러한 기존의 구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
면서 기존 구조와 일부 단절이 가능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임종실인
임마누엘 방으로 옮겨지고 난 뒤에는 임마누엘 방의 외부인 호스피스 병
동 또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구조가 되었다. 임마누엘 방은 이처럼 리
미널리티의 성질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임마누엘 방에서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호스피스 팀원들은 다시금 새로운 상태로 접어들었
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임마누엘 방에서
는 가능해졌다. 예컨대 호스피스 팀원 전체가 모두 모여 성가를 부르는
행위, 오디오를 이용해 환자가 평소에 좋아했던 찬송가나 성가를 크게
켜놓는 것, 가족들이 목 놓아 우는 상황들이 그러했다.
환자가 임마누엘 방에 옮겨지면 호스피스 팀원들은 그 공간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자주 방문했다. 환자의 가족들을 물론 호스피스 팀원들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집중했으며, 환자의 조그마한 상태의 변화에도 몰
입하고 의미를 부여했다. 호스피스 팀원 중 자원봉사자들이 행하는 신심
행위 또한 더욱 정성을 들였다. 예컨대 성가를 선택하는 것에도 신중하
였으며, 성경구절을 선정하는 것에도 많은 시간을 쏟았다. 자원봉사자들
은 임종을 앞둔 환자의 몸에 손을 올리며 축성을 했다. 이러한 과정 속
에서 가족들 또한 이들의 신심행위에 몰입하였다. 임마누엘 방에는 원목
자나 외부의 목사가 들어와 기도를 올리고 축성을 하기도 했다. 원목자
의 경우 병자성사를 하면서 전례를 올렸다. 그 순간만큼은 원목자인 신
부의 신성스러운 전례 행위에 모두가 집중하였다. 터너(2005)는 이처럼
신성하고 종교적인 순간에 돌입했다가 돌아오는 과정을‘퍼포먼스’라고
지칭하면서 일상의 경계적 시공간에 잠시 머무르는 공간과 상태를 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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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티라고 정의했다. 나아가 터너는 이처럼 리미널리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상황, 공간을 ‘커뮤니타스’라고 했다. 임마누엘 방에서
의 신심 행위와 전례는 터너의 관점에서 일종의 퍼포먼스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호스피스 병동 내에서 임마누엘 방은 퍼포먼스의 성질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를 통해 리미널리티의 공간 안에 리미널리티의 공간이라
는 형태로 일종의 ‘중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공간에서 이러한 퍼포
먼스는 임마누엘 방에 머무는 기간 내내 일어났다. 특히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커뮤니타스의 퍼포먼스는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 내에서도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기 위한 가장 마
지막 과정은 임마누엘 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3.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도구와 쓰임
본 절에서는 말기 환자 돌봄을 위한 도구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푸코
(Foucault, 2014)는 공간이 인간이 개인과 사물을 단순히 배치할 수 있
는 빈 공간이 아니라, 여러 성질들이 부여된 공간으로서 이에는 환상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르디외(Bourdieu, 2006)도 공간
의 사회적인 구성이 무엇보다도 물체의 변화와 움직임, 그리고 물체의
배치와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호스피스 병동 내
도구들의 배치를 알아봄으로써 본 병동이 가진 환상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병동의 도구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호스피스 병동 내의 특징적
인 도구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서면 가장 먼
저 정면에 보이는 것은 수많은 해바라기와 떠오르는 태양이 그려진 액자
이다. 사실 해바라기가 그려진 액자는 집안에 행운을 깃들게 한다고 알
려져 줄곧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되곤 하였다. 강한 태양과 해바라기를
보며 어떤 팀원들은 강한 에너지를 느끼기도 했고, 어떤 팀원들은 입구
정면에 해바라기 사진이나 액자를 두면 재물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하
며 풍수지리를 논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바라기가 좋은 기운, 행운과 복
을 가져온다는 점, 해바라기와 태양의 노란 색이 갖는 의미가 기쁨과 희
망이라는 점 등을 이야기하며 액자의 배치와 존재에 대해 저마다 알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내놓았다. 가톨릭 종교적 분위기가 짙은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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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간적 차원에서 지속하여온 믿음도 공존하고 있었다. 팀원들은
이 액자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면 병동에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좋은 기운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림 11] 병동내부의 해바라기 액자

호스피스 병동에는 많은 성물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모든 병
실과 공간에 십자가가 벽에 걸려있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임종실, 로비,
상담실에는 마리아상이 있었다. 자원봉사자실에는 묵주와, 십자가와 같
은 성물들을 보관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으며, 매일 아침 자원봉사자 팀
미팅을 할 때, 이 공간에 양초들을 켜고 신심행위를 하기도 했다. 가톨
릭 신자인 환자와 보호자들은 묵주를 병실에 각자 두기도 하였고, 보호
자들은 환자의 아픈 부위에 묵주 팔찌를 올려두거나 걸어 두었다. 이처
럼 성물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성물이 곳곳에 존재하는 것은 본 병원이 가톨릭 정신을 표방
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물들이 이 공간에 존재하는 사
람들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상징물로서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했다. 가톨
릭 종교에서 성물이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의미한다. 성
물은 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축복으로 거룩해진 물건을
의미한다. 병동에 있는 십자가나 성모상, 묵주와 같은 성물들은 대부분
사제가 축복 예식을 통해 그러한 물건들을 일반 세속의 것과 구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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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가톨릭 종교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성물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특정 공간에 두고 기도하면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왔다. 반드시 축복 예식을 받은 성물만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신자들은 축복을 받은 성물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신앙과 봉헌의 자세로 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믿
었다. 축복을 받은 성물을 통해 축복을 받을 때 십자성호를 그으며 경건
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는 가톨릭 신자들인 호스피스 팀원들이 로비를
지나 다닐 때마다 마리아상에 십자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도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볼 수 있는 간호 카트는 일반 병동의 간호 카트와
모양이 유사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 매우 달랐다.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
카트에는 진통제로서 사용하는 마약류 약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액이 많이 담겨 있는 이유는 많은 환자들이 암의 전이로 인해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이 들어있는 수액을 음식 대
신 투여하고 있었다. 수액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 다른 병동
에서도 볼 수 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최대한 환자들이 먹고 싶어하
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하거나, 통증을 심화시키거나, 그로 인해 빠르게 임종에
다다르게 하는 상황을 피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약물은 의료적 측면이
가장 강한 용품의 상징이다. 환자에게‘완화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유
일한 의료적 수단이기도 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어떠한
돌봄을 위한 실천도 오히려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 있으나, 통증이 조
절된 이후에 이러한 다양한 돌봄 행위와 프로그램들이 더 의미 있게 작
용하였다. 따라서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 카트는 환자들에게 전인적인 돌
봄을 수행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였다. 이는 의료진과 같이 매우 제한적
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독특한 서비스 중에 하나는 목욕과 세발 서
비스이다. 오랜 시간 항암 치료를 받아온 환자들, 병원 생활을 오래 해
온 환자들은 머리를 감는 것이나 목욕을 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
조차 하기 어려웠다. 병원에 대개 이러한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
암치료의 경우 방사선 치료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방사선 치료는 몸에
물이 묻는 행위를 환자에게 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양해야 할 행위
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은 몇 달 동
안 목욕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으며 상태가 서서히 악화되면서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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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씻지 못하는 상태에 다다른 경우의 환자들도 많았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온 환자들은 더 이상 항암치료를 하지 않는 환자들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에는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 환자들이 힘을 쓰지 않아도 병
실에서 혹은 침대를 목욕실로 옮겨서 세발과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구
와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도구와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의 로비 한 가운데에는 환자와 가족들이 실내 정원을
감상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는 나무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은 계절에 따라 봄에는 벗꽃나무, 겨울에는 눈이 덮인 나무, 가을에
는 감나무로 바뀌었다.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 중에는 의식이 있고, 자
신의 힘으로 휠체어를 이용해 산책을 다녀올 수 있는 환자가 있긴 했지
만, 그 수가 많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상태가 많이 악화된 채
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왔고 그로인해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
았다. 이들에게는 호스피스 병동 내 로비로의 이동도 쉬운 일이 아니었
다.
이들에게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 모형들은 간접적으로나마 외부
의 계절감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 나무는 지
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병동 외부의 시간을 병동 내부로 끌어들이는 인위
적인 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나무 모형은 호스피스 병동과 외부의
시간감의 차이를 극복시키는 일종의 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나무
를 보면서 어떤 호스피스 팀원과 환자 그리고 가족들은“벌써 가을이 왔
구나”,”밖에도 벚꽃이 만개했겠지”,“올 겨울에는 눈이 안 오나”하
는 식의 발화를 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었다. 종종 수녀들은 이 나무
에 사별가족들이 임종한 환자들에게 쓴 편지들을 걸어 놓기도 하였다.
환자의 가족들은 이러한 편지를 보면서 위안을 얻고, 공감을 하기도 하
였다.
병원 안에서‘시간이 가는 느낌’은 병원 외부와는 달랐다. 이는 병
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병원 내에서도 팀원들이 느끼는 각 병동의
시간관념은 달랐다 31 . 예컨대 중환자실에서 오래 일을 했던 간호사들은
그곳이 긴박하게 치료와 검사가 진행되고, 병상의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한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
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곳이 적극적인 치료와 각종 검사가 이루어지지
31

인류학자들은 다양한 사회를 연구하면서 각 사회가 갖는 상이한 시간관념을 민족지적
으로 드러내는 연구를 행해왔다. 시간에 대한 인간의 의식은 인간의 문화에 있어 본질적
인 의식의 차원에 있는 것으로 인류학 연구에서는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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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병상의 회전율이 비교적 낮은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흘러
가는 느낌이 든다고 언급한다.

[그림 12] 계절마다 바뀌는 병동 로비의 나무 모형

이상에서 언급한 호스피스 병동의 도구들은 저마다의 의미와 가치가
담겨있다. 어떤 도구들은 종교적인 상징성과 의미를 담기도 했으며, 민
간 신앙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였고, 거동과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들
을 배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였으며, 외부의 계절 변화를 병동 내
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미와
기능이 상이한 도구들이 한 공간에 배치되어 호스피스 병동 공간을 구성
하고 있다. 이 공간의 사람들이 이 도구들에 대해 의미하는 방식이나,
반대로 이 도구들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영향력의 정도는 종교의 유무,
몸의 상태 등에 따라 모두 다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도
구들이 호스피스 병동 내에 그냥 자리를 점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함유한 채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호스피스 병동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공간은 텅 빈 공간이 아닌 이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구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이러한 의미와 상징의 도구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었다. 이
는 병원 내 다른 공간에서도 보기 힘든 공간 구성방식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의 이러한 특징은 다시금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를 연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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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호스피스 팀원들의 업무와 실천
Ⅲ장은 호스피스 팀원들의 주체적인 실천과 이들이 형성하는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팀원들이 임종을 앞둔 환자들과 가
족들에게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본 장을 시작하였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팀원들간의 역
할이 어떻게 혼재되고 있으며, 역할간의 경계가 공고해지기도 하고 희미
해지기도 하는 현상들을 분석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가족들의 돌
봄이 호스피스 팀원들과 분담되고 있었다. 환자와 가족들의 사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들이 호스피스 팀원들과 가감없이 공유되고, 이러한 정보
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팀원들은 개별적인 환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돌봄
의 그물망을 조직하였다. 본 장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확장된 형태의
돌봄의 그물망이 생성되는 맥락에 대해 논의한다. 나아가 호스피스 의료
진은 치료와 치유 담론의 경계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기존의 의료적 시선에 익숙한 의사와 간호사에서 부각되는 갈등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호스피스 병동과 내부
의 팀원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병원에서
업무를 보는 원목자와 수도자들은 병원의 운영원리와 의료적 담론에 누
구보다 익숙했다. 이들의 치유 행위는 종교적 담론만큼이나 의료 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종교 행위 또한 일반적인 성직자들의
치유행위와 일원화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처럼
호스피스 팀원들의 실천을 다루며, 그 안에 내재된 관계와 갈등을 드러
내는 작업을 시도했다.

1. 호스피스 팀원들의 업무 분담
1) 돌봄의 그물망 짜기
호스피스 병동에 환자가 들어오면 호스피스 팀원들은 환자와 가족의
인생에 들어가는 준비를 시작한다. 일면식도 없는 환자와 그 가정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환자의 상황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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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임종 단계라면 누군가의 삶 속에 진입하기에는 참으로 묘한 시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호스피스 팀원들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
로 환자와 그 가정의 삶 속에 진입하였다. 본 절에서는 호스피스 팀원들
이 환자와 가정을 돌보기 위해 어떠한 실천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본 호스피스 병동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명시된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2 14개의 병상이 있는 본 병동에는 간호사이자 수도자인 팀장 한
명, 전문의 한 명과 펠로우, 두 명씩 3교대로 업무를 하는 간호사 열 명,
사회복지사인 수도자 한 명, 원목자 한 명, 요일마다 다섯명에서 일곱명
까지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는 전체 40명 정도가 있었다. 이 중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에만 전담을 하고 있으며, 당직의사 근무 체
계와 간호사의 24시간 근무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호스피스 병동의 각 팀원들이 하는 업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는 재진 환자를 외래에서 관리하고, 환자가 본인의 상태
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였다. 다른 병원 내 다른
병동이나 다른 병원에서 본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과 및 이전하는
환자들을 관리하였다. 병원 내 감염내과 혹은 호흡내과 등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전하는 환자들에 대해 해당 환자의 주치의와 상의를 하기도
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에 진입하는 환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고, 호스피
스 병동에 진입 가능한 환자를 분별하는 역할 또한 의사의 역할이었다.
다음은 의사가 환자를 받는 과정에 대한 심층면담의 내용이다.
[사례Ⅲ-1] 강단비 / 의사 / 심층면담
연구자: 선생님께서는 외래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강단비: 오늘 [외래를 보는데] 다른 병원에서 폐암 환자가 왔는데 컨디션이
나아지지가 않길래 그냥 약물만 조절해 드렸고, 그래도 이 분은 언젠가는 나
빠지실 텐데 그냥 외래만 왔다 갔다 하시게 하기에는 조금 불안해서… 제가
SS병원 호스피스를 권해드렸어요. 거기는 단기 입원을 하고 나면 가정형[호
스피스]으로 바꿔서… 거기는 또 70% 이상은 가정형 호스피스로 운영을 하
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런 서비스가 아주 좋죠, 저도 불안하지 않고. 구정 지
나서 2주 정도 뒤에 입원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한 2주 정도의 약만 좀
32

2019.3.28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인력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호스피스
병동의 병상 20개당 전문의 1명 이상, 다만, 병상 20개당 기준으로 계산하여 남은 병상
이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병동의
병상 10개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병상 10개당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10
개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호스피스 병동 당 1
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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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을 해드렸어요. 거기는 또, 그 병원은 단기로 입퇴원을 할 수가 있잖아
요. 그래서 갑자기 뉴모니아[폐렴] 같은게 생겨서 안 좋아지면 다시 입원을
하고 나아지면 퇴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정말 안 좋아지면
저희 쪽으로 전원을 하세요. 이런 분들은 제가 저희 쪽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에게 따로 좀 부탁을 하죠. 제가 보던 환자니까… […]
연구자: 그럼 본 병원 호스피스로 갈 것을 권유 받는 환자들은 주로 어떤 분
들이 어떻게 오시는 거에요?
강단비: 아직까지는 우리 병원에서 호스피스로 전과되신 분들은 컨디션이 많
이 안좋은 분들이에요. 여명이 1-2주 남으신 분이 주로 많고요. 여기 혈액종
양내과에 교수님 중 한 분이 호스피스를 한 6개월 정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진짜 일찍 보내세요. 항암을 안하겠다 하고 중단을 하면 바로 보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게 좋은 곳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환자
를 받을 때는 저희한테 환자의 담당 의사가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
서 [환자를 직접] 보고 병실이 있으면 받고… […]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
어요. 포괄수가제 때문에 환자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항
생제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제한항생제를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환자가 제한항생제를 더 안 쓸 때까지 좀 기
다려야 해요.

호스피스 병동에 환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의 권유가 있어
야 했으며 호스피스 주치의의 허락이 필요했다. 대화에서 언급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환자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환자의 상
태가 호스피스 병동에 적합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이 호스피
스 병동에서 사용하지 않는 약일 경우에는 들어올 수 없었다. 의사는 환
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통증에 맞는 약물을 선정하였으며 투약에도 관여
를 하였다. 아침마다 회진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통증이 완
화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간호사들에게 추가적인 약물을 투약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간호사의 역할은 그 범위가 매우 넓었다. 이들은 통증완화를 위해 직
접 약을 투여하고 환자들에게 제 시간에 적절한 약을 투여하기 위해 간
호카트를 가지고 병동들을 돌아다니며 주기적으로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
하였다. 데스크를 지키며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항상 들어주고 있었으
며, 기본적인 상담 업무를 하면서 가족들의 고민과 문제를 들어주었다.
임종이 가까운 시기의 환자의 경우 그 가족들에게 임종과 임종의 과정,
장례식과 같은 임종 후 절차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임종을 하고 난
뒤의 사후 관리 또한 간호사들의 역할이었다. 이들은 침대 시트를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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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체위를 변경하는 일, 구강 간호, 배뇨 및
배변 관리도 하였다. 치료를 하지 않는 대신 통증 완화와 호스피스 돌봄
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들의 업무는 그 범위
와 종류가 넓고 다양했다. 다음은 간호사 업무에 대한 남보라 씨와의 면
담 내용이다.
[사례Ⅲ-2] 남보라 / 간호사 / 심층면담
연구자: 일반병동에서도 일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이곳에서의 간호사 업무
와 일반 병동에서의 간호사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남보라: 정리하자면 간호사 업무 플러스 면담인 것 같아요. 물론 뭐 환자를
뭐 라운딩 돌고, 그냥 액팅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바이탈 확인하고 증
상 있으면 약주고 그런 간호사들의 액팅적인 것 플러스 면담. 임종이 가까워
지면 그런 임종에 관련된 증상들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해야하니까… 그것
도 법적으로 수가를 받으려면 법적으로 1시간씩 면담을 해야 해서 하는 것
도 있지만, 컨디션이 떨어지면 이제 [간호사들이) 최측근에서 케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족들한테 설명을 해야겠죠. 임종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
병동에서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죠. 여기서는 앉혀놓고 미리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니까요.

임종이 가까워지면 간호사들은 임종 돌봄 계획(Care Planning)을 보
호자들에게 언급해야 한다. 병동 내에서는“씨피(CP)를 한다”라고 표
현을 했다. 이는 다른 병동에 입원한 말기 환자에게도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고 세심하게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음을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환자가 임종과정 동안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와 임종이 임박했을
때의 징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환자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
는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행동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가족
들이 임종기 징후들로 받게 될 충격을 미리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호스피스 팀원들 중 사회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가족과의 상담이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의 수가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환자가 병동에 들어오
면 환자 또는 보호자와 72시간 이내에 한 시간 동안 초회(初回) 상담을
해야 했다 33 . 그리고 환자가 병동에 들어온 뒤에도 꾸준히 상담을 하고

33

사회복지사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72시간 이내에 한 시간 가량의 상담
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 이 상담을 처음하는 상담이라는 의미에서 초회(初回) 상담이라
고 불렀다. 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가족이 호스피스 병동에 머무는 동안 최소 3회 상담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를 각각 초회, 재회(再回), 임종 상담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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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남겨야 했다. 이러한 상담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병
력, 치료과정, 현재 상태, 심리사회적 상황, 그리고 가족관계와 역동 등
을 미리 파악한다. 사회복지사는 상담의 내용을 팀 미팅에서 공유하였다.
그 내용에는 환자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 예컨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갈등, 경제적 문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정도, 접근 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환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팀원들에게 환자의 상황을 알리고 미리 주의를 주었다. 환자
나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병원비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거나, 갑작스러운 호스피스 병동으로의 입원으로 인해 미처 경제적 문
제를 해결하지 못한 환자들이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가 임종과정 동
안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와 가족의 역할에 대해 이해함으
로써 임종과정 동안 가족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왔다.
호스피스 팀원들 중 원목자와 수도자들은 환자들 및 가족들의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에는 두 명의 수녀가 있었으며 그 중
한 명은 사회복지사이다. 다른 한 명은 간호사이자 수녀였으며 호스피스
팀을 이끄는 팀장이었다. 본 병원에는 원목자인 신부가 있으며 이 신부
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종속되어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호
스피스 병동의 각종 행사에서 전례행위를 이끄는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병동 내 환자들과 가족들을 제한 없이 꾸준히 만나며 원하는 이들에게는
기도를 해주기도 했고, 성경말씀을 해주기도 하면서 정신적, 영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병동 내 환자와 가족들은 각자 자신의 종교에
맞는 사목자를 외부에서 초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호스피스 팀원들 중에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 팀원 중 가장 많은 수
를 차지한다. 자원봉사자는 요일 별로 5-6명씩 있으며, 각 요일마다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여성환자를 담당하고, 다른 한 팀은 남성환자를
담당하였다. 자원봉사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온찜질, 침상
목욕, 욕실 목욕, 세발, 면도, 손톱과 발톱 깎기, 이발, 기저귀 갈아드리
기, 침대 커버 교체해드리기와 같은 신체돌봄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자
원봉사자는 임종한 환자 곁에서 함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고, 신심행위
를 하기도 하였다.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돌보는 만큼 이들
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도 많았다. 가족이 환자 곁을 비우는데 대한 심리
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를 대신 돌보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자
원봉사자들은 임종 환자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보호자 분들께 인사를 드
리기도 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자원봉사자와의 면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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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Ⅲ-3] 장선희/ 자원봉사자 / 심층면담
장선희: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같이 있어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의미가 있
는 것 같아. 어쩌면 우리가 가족분들보다 더 끝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기회
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마지막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업무들 보다는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
지만 나도 언젠가 그분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죽음을 맞이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때,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산 마지막 시간인데 누군가가 같이 있어줬다는 그 따뜻한 온기,
마음이 느껴지는 가운데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 그리고 나
는 그때 우리가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그분에게 성가를 불러 드렸을
때, 나는 그분이 다 듣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그분 의식은 없는데
가족들이 막 따뜻한 말하고 성가를 부르면서 울고 하는데, 그분은 들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외에도 호스피스 팀원에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미술치료, 심리치
료, 음악요법, 원예요법, 요가치료 등을 제공하는 외부 강사들이 포함된
다. 이들은 주 1회 혹은 월 2회 정도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호스피스
병동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실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각종 요법과
치료를 시행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말기 암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팀원들이 돌봄
의 그물망을 구축한다. 먼저 의사가 환자의 호스피스 병동 진입에 관여
한다. 의사가 담당했던 외래의 환자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전과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전원하여 들어오는 환자의 경우에는 병력을 확인한다. 이
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환자가 들어오면 사회복지사가 환자 혹은 환자의
가족과 72시간 이내에 초회 상담을 시작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회
복지사 박문정씨와의 면담 내용이다.
[사례Ⅲ-4] 박문정 / 사회복지사 & 수도자 / 심층면담
박문정: 가족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초회 상담이 우리[호스피스 팀원]한
테만 필요한게 아니라 그분들[환자와 가족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를 느
껴요. 초회 상담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초회 상담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굉장
히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묻지 않은 것까지. 그러다 보면 사실은 보통 [환
자보다] 보호자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환자 얘기를 하다가 본인의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럼 본인의 상처와 아픔이 막 나와요. 그 과정을 통해
서 어떤 치유 아닌 치유라고 해야하나? 위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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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센터에 일단 이제 개방이
되는거에요. 한번 일단 확 [자기의 속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편안하신거죠.
‘이곳에 누군가는 내 얘기를 이렇게 다 아는 사람이 여기에 누군가가 있다.’
‘이 센터가 나에 대해 알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는 거에요.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것에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만약 초회 상담 그 시간
이 없다고 하면 아마 서로 관계형성이 많이 힘들텐데… 그 시간에 자기 얘
기, 그리고 환자얘기 이렇게 막 하시다 보면 많은 것들을 오픈 하게 되고 그
러면 그 속에서 위로도 받고, 기본적인 초기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많이 돼
요.

초회 상담을 통해 알게된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복지사에
의해 호스피스 팀원들에게 공유된다. 가족과의 상담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하는데 상담 내용의 깊이 면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
은 이에 대한 간호사와의 면담 내용이다. 이렇게 알게 된 내용들은 화요
일과 목요일에 있는 미팅에서 공유되었다.
[사례Ⅲ-5] 남보라 / 간호사 / 심층면담
남보라: [다른 병동의 간호사와] 업무는 비슷한데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는 업
무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를 히스토리 테이킹을 한다. 이랬을 때, 일반병동
에서는 가볍게 스크리닝 하는 정도라면 여기서는 가족관계라든지 누가 주보
호자라든지…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그리고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장례에 대한, 임종에 대한 인지랄까요. 환자도 어느정도 인
지가 있는지, 가족도 임종 암 병식이 있는지, 말기 인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
에 대한 면담을 더 깊이 한다고 해야 하나?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저희보다
더 깊이 하시고… 저희는 그런 가족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
른 간호사들에게] 인계도 해야하니까… 예를 들어 가족관계가 문제가 있는
집이면 이 배우자는 사별했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들은
인계를 하거든요. 저희보다 [사회복지사] 수녀님이 더 깊이 있게 면담을 하
시니까 저희가 그걸 또 참고를 하죠.

사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상담의 주요대상은 가족인데 이처럼 호스피
스 병동이 일반 병동과 가장 대조되는 지점은 바로‘가족’에 대한 관점
이다(손연정, 박영례, 2015).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가족도 돌봄의 대상
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호스피스 돌봄의 실제 수혜자는 환자와 가족
들이라고 볼 수 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를 둘러싸고 가족들이 구
성하는 죽음의 문화는 곧 그 가족의 장시간에 걸쳐 형성해 온 ‘가족의
문화 ’ 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자를 비롯한 가족에 대한 총체적인 돌봄
74

제공을 목표로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의 입장에서 이러한 가족 문화
의 특수성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들의 아침 미팅에 참석하여 상담 내용을 공
유했다. 이를 통해 요일별로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환자와 가족들 만
나고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발언들에 대해 미리 언지를 하였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
고, 자원봉사자들만의 아침 미팅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상담 내용을 공
유하는 것에 할애하였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환자와 가족 보호자들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은 환자들에게 신체돌봄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
을 주었는데 이는 이러한 신체돌봄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하지 못
하는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환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신체돌봄을 하는 동안에는
가족들이 잠시라도 마음을 놓고 가족들의 업무를 볼 수 있었다. 예컨대
환자의 성향이나 신체적 상태에 따라서는 보호자들이 잠시도 한 눈을 팔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환자가 섬망이 심한 경우이거나, 낙상에
대한 우려가 큰 환자일 경우에 그러했다. 이럴 경우에는 보호자들은 잠
시도 편하게 잠에 들지 못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의 신체돌봄은 이러한 보
호자들에게 잠시나마 쉴 틈을 제공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자원
봉사자의 심층면담 내용이다.
[사례Ⅲ-6] 정서연, 장경아 / 자원봉사자 / 심층면담
정서연: 가장 의미 있는 건 가족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목욕 같은거. 옆에서 위안을 줄 수 있는거면 뭐든지. 발 마사지(온찜질)도 우
리가 20분 정도 우리가 할애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기뻐하면 좋잖아. 하고 나
면 아픔도 잠시 잊을 수 있고, 나른하고 졸릴 수도 있고, 주무시고 그러면
그만큼 고통을 조금 덜어드린다는 뿌듯한 마음… 잠시이지만… 끝나고 잠들
어 있고 그러면 이 순간만큼 고통을 조금 덜어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
는 위로의 말이든 신체적인 케어든 그 환자가 잠깐이라도 고통을 덜었으면
하는 거에 많이 치중을 하는 편이야. 그리고 또 그 시간만큼은 가족들도 쉴
수 가 있으니까… 가족들도 옆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 […]
장경아: 그래… 아픈 사람은 자기 병 때문에 아프겠지만, 또 그걸 바라 봐야
하는 가족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
가 들어가면 나는 좀 쉬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폐하
거든. 근데 막상 쉬는 가족들 별로 없어요. 또 우리가 환우분들을 돌봐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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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가족들이 좀 쉴 수 있다면 환우분들은 또 그걸 좋아할거야. 자기 가족
이 쉬니까.

자원봉사자들의 신체돌봄은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장기간의 돌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소진이 일상화된 가
족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었다. 실제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돌봄
을 분석한 클랙스턴-올드필드 외(Claxton-Oldfield et al., 2010)는 자
원봉사자가 환자를 돌보아 주는 동안 가족들은 잠시라도 쇼핑, 산책, 햇
볕 쬐기 등의 휴식시간을 통해 돌봄으로 인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가족들의 휴식이 환자에게
도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
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을 오래 간병한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들이 잠시나마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
나 편안하게 쉴 수 있길 바라는 환자들이 실제로 많았다.
이처럼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직종과 역할이 다른 호스피스 팀원들이
말기의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둘러싸고 ‘ 돌봄의 그물망(webs of
care)’을 구성하고 있었다 34.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돌봄의 그물망은 특
정한 누군가에 의해 직조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
조되어 있는 환자와 가족 중심의 그물망을 돌봄을 위한 전문가들이 모여
인위적으로 그물망을 확장하고, 빈틈을 더 촘촘하게 메워서 직조된 지탱
이 잘되는 형태의 그물망이었다. 호스피스 팀원들이 이와 같은 돌봄의
그물망을 형성함으로써 이들은 이미 임종이 머지 않았음을 선고받은 특
수한 상태의 환자들이 삶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으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리미널리티의 영역을 지키며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별을
앞둔 가족들이 이별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호스피
스 팀원들은 가족들 또한 함께 지지하고 있었다.

34

윤석주·이현정(2019)는 연명치료를 받는 말기 환자를 둘러싸고 직종과 역할이 다
른 사람들이 돌봄의 그물망을 구성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인류학자인 클리퍼드 기어츠
는“인간이란 자신이 직조한 의미의 그물망에 매달려 있는 존재”라고 하였다(Geertz,
1973). 여기서는 비가역적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말기의 환자는 가족과의 연결이든 사회
와의 연결이든, 또 성글든 촘촘하든 궁극적으로 돌봄의 그물망에 매달려 있음을 강조하
고자 “돌봄의 그물망(webs of car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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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호스피스 팀원들이 돌봄의 그물망을 구성하는 방식35

돌봄의 그물망은 병원 내 다른 병동에서는 보기가 어렵다. 진단과 예
후 그리고 의료적 치료에 대한 판단과 결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의료진들
은 환자와 가족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는
다르다.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다. 그
리고 이들은 본 공간이 회복을 위한 치료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동의하
고 본 공간으로 들어왔다. 따라서 호스피스 팀원들은 환자와 가족들과
거리를 둘 이유가 없었다. 이는 호스피스 팀원으로 하여금 촘촘하고 지
탱이 잘되는 돌봄의 그물망을 직조 가능하게 하였다.
호스피스 팀원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전체 팀 미팅을 한
다. 팀 미팅에는 호스피스 담당 주치의, 펠로우, 간호사들,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팀장, 수녀,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였다. 이 미팅에서는 병

35

본 도식은 기존의 말기환자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형성하고 있던 돌봄의 그물망이 호
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스 팀원들에 의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도식이다. 그물망이
확장되면서 가족들은 말기의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이자 호스피스 팀원들에게
돌봄을 수혜받는 대상이 된다. 호스피스 팀원들은 개개인이 갖는 고유한 전문성으로 말
기환자와 가족들을 돌본다. 이에 대한 영역은 도식에서 실선으로 표현되었다. 동시에 호
스피스 팀원들 모두는 말기환자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역할
을 다른 팀원들과 분담하기도 한다. 역할의 유동적인 경계를 가장자리에 점선과 화살표
로 표현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이처럼 구성원들이 확장된 형태의 견고한 돌봄의
그물망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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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환자들의 상황을 간단히 브리핑하며 지난 며칠 동안 병원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에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 회진을 돌며 관찰한
내용들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중심적인 주제 중 하나였
다. 이 때 가족들과의 상담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 3교대를 하면서 하
루 종일 환자와 가족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간호사, 그리고 가장 가까이
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신체 돌봄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이들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만큼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
라든지 가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깊이 있게 다뤘다. 단순히
표면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의 갈등
이 어떠한 원인으로 시작되었으며, 가족 내에 대립되는 상황이 있다면
각 가족 구성원이 어떠한 입장으로 대치하고 있는지까지도 회의에서 중
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자원봉사자들은 환자와 가족들과 가장 가
까이서 소통을 하는 팀원으로서 신체돌봄을 하며 알게 된 가족들 내의
갈등이나 문제, 환자의 신체적 불편함,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변화 등
에 대해 공유했다. 이 회의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 다음은 팀 미팅과 관련된 강단비 의사
와의 면담 내용이다.
[사례Ⅲ- 7] 강단비 / 의사 / 심층면담
강단비: 간호사들이 전해주는 또 간호사들만의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저희
가 이제 아침 화목에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땠냐? 라고 물어보니까… 간호진들의 반응은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간
호진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기도 하고. 다른 데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약간 [업종간의] 수직적인 면이 많거든요.
여기는 그게 강하지 않아요. 경험 많은 우리 간호사들이 있는데 그 분이 그
냥 좀 주무시는게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저도 그게 더 나을 수 있겠다
…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것들… 그러니까 확실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다른 식으로 저한테 정보를 전해줘요. 팀웍이 그래서 중요하겠죠.

의사 강단비 씨는 오랫동안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업무를 보아오다
가 약 1년 전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오게 되었다. 그는 호스피스 병동에
서의 팀 미팅이 자신이 지금까지 속해 온 병원 내 다른 집단들과의 회의
와는 많이 다르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차이점은 업종
간의 위계에 관한 것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의 팀 회의에 경우 다른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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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들에 비하여 수평적인 특징이 있으며, 의사는 간호사의 조언에 경청
하고 간호사들 또한 자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
라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병원 내의 질서를 유지하던 업종간의 위
계가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스
피스 병동에서 의료진들은 직무의 종류보다는 경력이 더 설득력 있는 조
언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팀원들은 돌봄의 그물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병원 전체의 목적과는 상충하는 호스피스 병동만의 목적과 계획을 실현
시키기도 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의사와의 면담 내용이다.
[사례Ⅲ-8] 강단비 / 의사 / 심층면담
강단비: 저희가 원래 한 달이었는데… 뭘 좀 해드리려고 하면 가시니까… 사
실 두 달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회의 때 한번 의논은
했던 것이고, 이게 저희가 입력 데이터베이스 1년에 한 500명이상 입원환자
가 있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건데… 근데 뭐 그 기준
맞출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한테는 또 있는 분들을 잘 케어 하는 게 중요하
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법적인 시간까지는 계실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두 달로 연장을 하게 된거죠. 근데 그래도 모자라요. 한 달만 더
주면 좋겠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본 호스피스 병동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말기 환자의 최대 입원 기
간이 한 달로 제한되어 있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두 달까지 말
기 환자를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에 머물게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입원
기간은 호스피스 병동을 갖춘 병원과 호스피스 병동의 재량에 맡겼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 달 입원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다
른 병원을 찾아 이전해야 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불안과 부담이 큰 문제
가 되었다. 또한 비가역적으로 상태가 악화된 말기 환자가 새로운 환경
에 적응을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호스피스 팀원의 입장에서
도 이제 막 라포를 쌓고 호스피스 돌봄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즈음이면
환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들
에 대한 논의가 팀 회의에서 발언되면서 모두의 상의 끝에 최대 입원 기
간을 법적으로 정해진 최장기간인 두 달로 늘리는 결정이 내려졌다. 사
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호스피스 팀원들 또한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는 말기 암환자들을 장기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병
원 전체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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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자원봉사자나 외부에서 온 치료사들과는 달리 병원의 공식적인
직원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팀장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부담을 병원으로부터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정은 말기의 환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돌
봄의 그물망을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의 결정을 내
렸다. 병원에서 권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권장하는 사항이며, 실제로 그
내부를 지키는 호스피스 팀원들의 가치 체계에서는 돌봄의 그물망을 유
지하는 것이 병원의 권장 사항을 준수하는 것보다 상위의 가치로 여겨졌
다.
[사례Ⅲ-9] 강단비 / 의사 / 비공식면담
강단비: 우리 [병동에서] 임종한 환자분 보호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
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어머니 이제 임종하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잘 버티셔
가지고 한 5-6주 정도 계셨어요. 근데 그 보호자분이 여기 간호사들은 손을
잡아도 요렇게 잡는데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이런 간호사분들이 모이셨어요. 하나같이 마음
이 예쁘고, 이런 태도로 하는 거는 처음 봤다고… 근데 분위기가 그런거 같
아요. 우리 신규 간호사도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 많이 어설프
고 잘 할 수 있나 걱정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말한 분이 그 간
호사였어요. 물론 자질이 있었던 친구였겠지만 또 분위기가 이러니까… 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환자들이 섬망이 많잖아요.
섬망이 좀 많이 생기시는데, 그 때에도 손을 잡아주면서 얘기를 들어주는거
에요. 나는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다른 병동
에 있다가 새로 들어온 그 친구도 그 분위기에… 우리 왜- 장소가 갖는 에
너지라는게 있잖아요. 여기 수녀님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긍정의 에너지. 그분이 또 오셔서… 더 최고인 것 같아요.

상태에 호전이 없이 서서히 악화되는 환자들을 결국 떠나보내야 한다
는 것을 아는 것은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몸 담았던 호스피스 팀원들
모두의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고통을 받는 환자와, 환자와 가족
에게 돌봄을 제공하면서 그 고통을 지켜보아야 했던 호스피스 팀원들의
고통 사이에는 종종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호스피스
팀원들은 말기의 환자를 비교적 장기간 돌보는 과정에서 환자 및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관계는 환자의 병이 진행되어 가면서
가족뿐아니라 호스피스 팀원들에게도 정서적인 위기를 주기도 했다. 그
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팀으로서 확장된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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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물망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했고, 충격을 분산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의 팀이 된다는 것은 동시에 돌봄의 그물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물망이 잘 조직되기 위해서 각 팀원은 본래
가지고 있던 행동양식을 버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행동양식을 습득해
야 했다. 의사 강단비 씨와의 면담 내용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경험
이 부재한 신규 간호사의 호스피스 병동 적응에 대한 내용이 이를 보여
준다. 이처럼 병원 내에서도 이질적인 공간인 호스피스 병동에서 새로운
행동양식을 잘 습득하는 것은 호스피스 팀워크(teamwork)와 연결되었
고 나아가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는 것의 조건이었다.

2) 유동적이고 혼재된 업무
호스피스 완화 돌봄은 팀원들의 개별적인 전문적 역할뿐만아니라 팀
원들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팀원들은 다학제적 팀 안에
서 자신의 전문적 역할을 정립함과 동시에 다른 전문가의 역할을 이해하
고 이들과 협력할 때 효과적인 실천을 수행할 수 있다(최희경, 2013).
그러나 동시에 호스피스 팀원들의 협력적 업무 수행은 역할의 중첩과 각
구성원들의 전문성에 따라 다른 가치부여 등으로 인해 업무간 경계가 매
우 유동적이며 때로는 경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역할
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호스피스 팀원들의 역할이 혼재되고 있는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호스피스 팀 구성
원들이 다른 전문직 팀원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역할의 중첩
으로 인한 경쟁이 일어나며, 이로 인한 갈등을 다루고 있으나, 하나의
직종의 입장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성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Reese
& Sontag, 2001; 박남규, 2006; 최희경, 2013). 이는 교류가 활발하고
협력이 돌봄의 중심이 되는 호스피스 팀원들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이해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연구자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기대하게 되는 역할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역전되고 역할간의 경계를 넘어서 실천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와 혼재되기도 하였고, 자원봉사자의 역할과도
혼재되었다. 의사의 역할은 원목자와 혼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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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관없이 호스피스 병동 내에서 직종간의 경계가 혼재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처럼 역할이 혼재될 수 있다는 것은 각 전문직간의 지위의 격
차가 비교적 작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고, 자신의 전문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다른 전문직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도 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갖고 있는 헤테
로토피아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음은 간호사 박현지 씨와의 심층 면담 내용이다. 박현지 씨와의 면
담을 통해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역할이 혼재되고 있으며,
의사의 권한과 영역이 간호사의 권한과 영역이 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종기의 환자를 봐온 경력이 긴 간호사의 경우 간호사가 의사에게
의료적 조언을 하기도 하면서 전문성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채 교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Ⅲ-10] 박현지 / 간호사 / 심층면담
박현지: 의사 일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일반 병동과 좀 다른 부분이 저희가
약을 쓰는 거에 있어서 자율성이 있다는 거에요. 약제가 10개 정도가 넘는
약을 닥터가 미리 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호흡 곤란
이라든지 아지테이션이라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면… 약을 딱 알맞게 썼을
때, 그 때 딱 증상이 조절이 되어서 편안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 내가 약을
잘 썼다. 닥터가 하는 업무가 물론 있지만 닥터가 밤에 없는 경우도 있고,
없을 때 저희가 그 때 그때 자율적으로 약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일반병동에
서는 보고를 일일이 하고 써야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주체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간호사 역할이 정말 중
요하고 자율성이 있어서 주관적으로 어쩔 때 보면 닥터보다도 신규 닥터보
다도 이럴 때는 ‘이런 약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의견을 줄 수 있
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제가 마음대로 약을 쓰고 그게 그 사람이 좋아
졌을 때… 그러면서 그게 조금 보람이 있고.

한편 이와 같은 역할의 혼재성과 전문성간의 경계가 자유롭게 허물어
지는 현상은 문제를 양산하기도 하는데, 본래 같으면 의사가 해야 할 업
무가 간호사의 업무가 되기도 하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부담이 가중
되는 것이 그 예이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치료가 아
닌 통증완화와 치유이기 때문에 본래 병원에서‘치료’의 영역을 담당하
는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이 적극적인 치료가 아닌 통증완화를 통한 돌봄
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그 역할 면에서 재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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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는‘약학을 포함한 의
학적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보다는 오히려‘임종기의 환자를 얼마나 오
랜 기간 동안 보아 왔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약물 사
용과 관련하여서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경력이 중요한 신뢰도의 요소로
작용했다. 이는 약물의 사용과 관련된 지식들이 학습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임상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영역임을 보여준다. 특히 말기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에 대한 반응이
나 효과가 다르다. 따라서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 처방은 의학적 지식과
호스피스 실무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제 사례들에 이론을 어
떻게 적용하는가가 중요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병동 내에서 임상적으
로 습득한 지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면서 말기 환자 돌봄 경력이
긴 간호사에게 의사들이 자문을 구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이는
다른 병동과 구별되는 점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호스피스 팀원 중 의사의 수와 간호사의 수는 큰 차이가
난다. 간호사의 수가 월등히 많다. 그러나 실제로 두 명씩 교대로 8시간
씩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동에서 항시 만날 수 있는 간호사의 수는
두 명이었다. 의사는 24시간 있는 것이 아니며, 외래를 보는 동안에는
호스피스 병동의 업무를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간호사 박현지 씨
와의 심층면담 내용이다.
[사례Ⅲ-11] 박현지 / 간호사 / 심층면담
박현지: 너무 좀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의사도 [부족하고]… 인력을 안주
니까… 위에서는 호스피스는 돈이 안되니까 인턴도 안주고. 사실 욕창[소독]
이나 여기 중심정맥관 삽입도 저희가 다 하기엔 좀 벅차거든요. 사실 다른
병동이나 그런 곳에서는 인턴의 업무이기도 한데 여기는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일을 다 해요. 근데 너무 많은 일을 할 때, [환자 중에] 복
수가 막 젖을 때 사실 인력이 더 있다면 좋을텐데… 그런 부분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너무 막 몸이 녹초가 될 때가 있죠... 그래도 분위기는
참 좋고 다들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있
다’ 하면서 다들 다니긴 하는데… 어쩔 때는 몸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피
곤하니까 소진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욕창관리, 중심정맥관 삽입, 말기 암환자에게 나타나는 많은 현상 중
하나인 복수를 처치하는 것은 줄곧 인턴 의사가 하는 처치에 해당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간호사의 업무가 되기도 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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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다. 간호사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인력부족이라고 명시했지만 동시에 이처럼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서 호스피스 병동의 낮은 수익성을 언급했다. 수익성이 보장되
지 않는 호스피스 병동은‘위’라고 일컬어지는 병원 내의 수뇌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의사의 역할마저도
모두 간호사가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병동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이 모호하며 다른 호스피
스 팀원들과 중복된다는 점은 호스피스 완화 돌봄이 이미 제도화되어 정
착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지적되는 문제이다. 한국에서도 사회복
지사의 역할 규정과 지위,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andsen, 2005; 최희경, 2013).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와의 영역 및 역할의 중복성 문제를 초래하였으
며 전문직간 혼란과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현장 연구를 한 곳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는 수녀였다. 2년
전까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수녀원의 뜻에 따라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 김사복씨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상담으로 초회
(初回), 재회(再回), 임종 상담이었다. 환자가 병동으로 들어오고 난 뒤
72시간 이내에 상담을 해야만 수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는 금요일에 환자가 들어오면 주말에도 출근하여 초회 상담 업무를 보았
다. 상담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경우
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더 길었고 그 내용이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상황
에 관한 경우가 많았다. 말기의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전례행위를 하기도
했고, 병원 내 다른 수녀들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하여 성가를 부르는 신
심행위도 함께 하였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이자 수녀인 박문정 씨와의 면
담 내용이다.
[사례Ⅲ-12] 박문정 / 사회복지사 & 수도자 / 심층면담
연구자: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업무와 얼마나 자주 면담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박문정: 음 - 상담은 일단 호스피스 센터는 다 똑같이… 수가가 책정이 돼
요. 그래서 저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는 다 똑같이
일주일에 60분을 해야해요. 한 환자 혹은 가족당 60분.
연구자: 그럼 열 네 개의 병상이 다 차면 한 주에 열 네 시간을 상담을 하셔
야 하는거에요?
박문정: 그렇죠. 근데 그게 하루에 한 시간을 해도 되지만 이제 나눠서 오늘
15분, 이렇게 나눠서 1주일에 60분을 해야해요. 분할이 되든 아니면 통으로
하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시로 환자 보호자 만나는거… 그러면 이제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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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모아가지고 일주일치를 기록을 또 넣어야 되고. 이게 또 증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번째 업무에요. 가장 큰 업무. 환자 보호자 상담.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호스피스 센터에 있는 이유 자체도 사실 행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행정을 하려면 굳이 사회복지사가 필요 없죠.
행정 사무원이 있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있는 이유는 환자 보호자의
어떤 심리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사회복지사가 필수인력으로 있는거죠.

환자와 환자 보호자와의 상담과 그와 관련된 행정, 경제적 상담과 관
련된 법적 자문을 구하는 일은 사회복지사 김사복씨만의 업무이지만, 동
시에 수녀로서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정서적 돌봄을 수행하는 것은 병동
원목자와도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상담업무는 간호
사가 환자와 가족보호자들과 하는 면담과도 매우 유사했다. 다음은 면담
과 관련된 간호사의 언급이다.
[사례Ⅲ-13] 남보라 / 간호사 / 심층면담
남보라: 면담 같은 걸 할 때, 호스피스에 대한 편견이 있고, 호스피스가 죽기
위해 오는 곳은 아니고, 죽음을 편안하게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곳이
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종착이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
에 장례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근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 장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 물론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때 조금 어려운 경
우가 있고요.

이처럼 업무간의 명확한 경계가 없이 역할이 혼재되고 중첩되는 것은
호스피스 팀의 특징이자 호스피스 병동만이 가지는 특징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 병원의 조직 문화를 연구한 김영훈(2001)은 현대의 병원이 급
속한 의학의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성이 강조되고 따라서 직무기능
에 있어서 횡적 종적 분화가 고도화되었다고 언급한다. 이는 병원 내 개
별적인 구성원들간의 전문성이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호스피스 팀원들의 경우는 구성원 내의 뚜렷한 위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각자의 전문성이 뚜렷하여 각 영역이 단선적으로
경계지어지기 보다는 매우 유동적이고 역할 또한 혼재되고 있었다. 이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업무를 보는 호스피스 팀원들에 한하여서는 일반적으
로 병원 조직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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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병동의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가톨릭 신자였다. 이들은 죽음
을 앞둔 이들이 겪는 두려움과 외로움의 감정을 달래는 것에 종교가 도
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들은 주된 업무인 신체돌봄을 마치고 항
상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리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경말씀을 환자가 들릴 수 있도록 귀 가까이
에서 낭송하였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자들의 신심행위는 수도자들의 의
례 행위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환자들과 가족들은 종종 이들에게 “천
사님이 오신 줄 알았다 ” 라는 언급을 했다. 다음은 이러한 신심행위에
대한 자원봉사자 장경아 씨와의 면담 내용이다.
[사례Ⅲ-14] 장경아 / 자원봉사자 / 심층면담
장경아: 사람이 내가 건강할 때하고 뭔가 간절할 때하고 느낌이 달라. 아픈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그분들이] 매일 보는 거는 가족이야,
이 병원 관계자들이야. 봉사자들이 수도 많고, 요일마다 바뀌니까 사실 새로
워. 이 환자들이 눈도 감고 말도 안하고 그럴 때 누구한테 의지를 하겠어.
미지의 세계의 신한테 의지를 한다고.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갖는 바램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 기도해서 신밖에 없는 거야. 그럼 위로가 되
는거야. 속으로. 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픈 사람들은 특히 어디에 매
달리겠어. 몸에 좋다는 거 먹어도 쓸모 없고,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신한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루어질 것만 같은 어떤 희
망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기도라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라고 생
각해.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는거야. 기도해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싫다고
하는 환자는 100명중에 1-2명도 안돼. 이게 경험으로 본인이 느끼는 거지.
개신교 신자들도 기도를 해주고, 불교신자도 기도를 해드리지. 그 때 한번
봐봐. 그 기도를 할 때 그 얼굴의 진중함은 정말… 이 사람들은 거기에 끈을
잡고 있는거야. 내 생각으로는 기도는 이들에게 희망이다… 천주교든 개신교
이든 본인이 가진 종교는 희망인거 같아. 기도를 해드린다고 하면 환자들이
참 좋아하잖아.

실제로 환자와 가족들은 자원봉사자들의 기도를 반가워했다. 자원봉
사자들은 환자들이 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신체돌봄을 받지 않
는 환자에게도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임종실의 환자에게도 따로 찾아가
성가도 불러드리고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며 성경말씀을 귀에 대고 읽
어드리기도 했다. 의식이 있는 환자들은 누운 채로 손을 모으고 함께 기
도했으며, 십자 성호를 긋기도 하였고, 주님의 기도를 함께 낭송하기도
했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의 행위가 병동 내 원목자들의 행위와도 혼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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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행사가 자주 있었다. 분기별로 사별가족 모임
행사가 있었고, 어버이날, 추석, 성탄, 설 행사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
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의해 주최되었다. 병동 자체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많은 것은 호스피스 병동만의 특징이었다. 행사를 할 때마다 인력이 많
이 필요했고, 병동 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사가 있는 날에는 기존의 업
무보다 행사를 위한 업무가 우선 순위 업무가 되었다. 행사는 팀장을 중
심으로 계획되고 주최되었으며 자원봉사자들과 간호사가 동원되기도 하
였다.
설날에는 떡국데이라는 행사가 있었으며, 한 주 전부터 행사 당일에
일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 행사에 필요한 음식들은 케
이터링 서비스에서 주문을 하기도 했지만, 음식 솜씨가 좋은 자원봉사자
들이 음식을 직접 준비해 오기도 하였고 병동의 프로그램실에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였다. 행사 당일날에는 자원봉사자의 주된 업무인 신체 돌봄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사가 끝나고 정리를 마
무리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이루어지곤 하였다. 꽃 시장이 가까운 자
원봉사자는 꽃 시장에 들러 행사용 꽃 장식과 환자들에게 나누어 줄 꽃
을 사오기도 했다. 호스피스 팀장과 사회복지사는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으며,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들였다. 행사에는 원목자인 신부를 포함한 호스피스 팀원 전체와
환자 그리고 가족들이 참여하였다. 환자들의 경우에는 금식을 하는 경우
가 많았기 때문에 환자의 보호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편안하게 식
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행사를 하는 날이면 이처럼 모든 팀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행사에 참석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이 행사
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이처럼 유
동적으로 팀원들이 협동하고 있었고, 기존의 인력을 다양한 업무에 동원
하여 인적 자원을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매년 연 단위로 호스피스 행사를 계획한다. 매
달 적으면 2번 많으면 6번 까지도 행사가 있었다. 이 때 호스피스 병동
의 행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주로 가톨릭 종교의 기념일이나
명절에 이루어지는 행사, 사별한 가족들을 위한 행사, 마지막으로는 호
스피스 팀원들을 교육하고, 단합하고,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행사이다.
행사의 대상이 누구이든지간에 호스피스 팀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
며 이들이 없으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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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제4분기 사별가족 모임 행사

사별가족모임은 분기별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6월, 9월, 11월에
있었던 2분기, 3분기, 4분기 사별가족 모임에 참여했다. 이 모임에는 호
스피스 병동에서 1년 이내에 임종을 한 환자의 가족 보호자들 중 참여
의사가 있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으며 주로 본관 지하1층
의 소모임실이나 5층의 강당에서 이루어졌다. 환자가 임종을 한 뒤부터
호스피스 팀원 중 사회복지사는 사별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우편을 부
치고 이를 통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팀원들이 고인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알리고, 사별한 가족들의 슬픔
을 누군가가 나누고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별가족들에게
이러한 우편을 보내는 것은 환자가 임종을 한 후부터 1년간이었다. 1년
이 지나면 더 이상 우편을 보내지 않았고, 사별가족모임에도 초대하지
않았다. 여전히 본 병동에는 임종 직전에 오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1년
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환자가 이 곳에서 임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그만큼 많은 가족들이 사별가족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별가
족을 돌보는 일은 환자의 임종 후 1년까지만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새
로운 사별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집중하였다. [그림 14]는 고인이 임종
을 한 후 1년이 지나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별가족에게 보내
는 편지이다. 이 편지와 내용은 사회복지사가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편
지를 부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사회복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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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업무는 주된 업무가 있긴했지만, 그 외의 다양하고 넓은
범주의 일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팀원들은 현재의 환자와 가족들 뿐만 아니라 고인이 된 환
자와 사별을 한 가족들까지도 장시간 돌보고 있었다. 환자들이 평균적으
로 호스피스 병동에 머무는 기간이 최소 몇 시간에서 최대 두 달이라고
하였을 때, 환자가 임종을 하고 나서 1년간 사별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병원 내에서도 호스피스 병동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만큼 호스피스
병동에서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병동 외부의 기존 병원의 가치와 이질적
인 것임을 보여준다. 전체 병원이 환자의 죽음에 대해 갖는 통상적인 인
식과 규율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려
병원에 대항하는 공간으로서, 나아가 대항하는 가치를 준수하고 유지하
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병원을 연구한 팍스(Fox, 1993)는 병
원이 인간존재의 희극과 비극, 그 고귀함과 비속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는 공간이지만 병원시계는 무심하게 흘러가고 가야만 한다고 언급하였다
(천선영, 2015).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의 시계는 결코‘무심하게’흘러
간다고 보기 어렵다. 이 곳의 시계는 조금 느리지만, 세심하게, 그리고
병원 조직의 시간이 아닌 환자의 가족들의 시간에 맞추어 흘러가려고 노
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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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사별가족에게 호스피스 팀원들이 보내는 편지

3) 경험으로 구축된 고유 영역: 정체성 드러내기
호스피스 팀원들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고, 환자와 환자의 가족을 둘러싸고 각자의 역할에 맞추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와중에는 역할의 혼재도 일어났고, 필요시에는
모두 협업을 하여 임무를 완수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가 단순히 혼재
되어 있다고만 볼 수는 없다. 각 팀원들이 가진 전문성은 업무간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협업만큼이나 각 업무별로 팀원들이 지니는 고유
한 전문성은 호스피스 팀원 전체를 단단하게 조직하는 힘이기도 했다.
이는 한 팀원 혹은 한 업무의 부재는 호스피스 돌봄에 있어서 큰 공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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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했기에 서로의 자리가 공백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단단히 붙잡고 있
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사 박문정 씨는 팀원들이 담장
의 벽돌 같은 존재라고 언급했다.
[사례Ⅲ-15] 박문정 / 사회복지사 & 수도자 / 심층면담
박문정: 일단 이게 팀웍이 굉장이 중요하다는 거… 각 직군마다 제 역할을
다 해줄 때, 이게 서비스가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구나. 의사, 간호사,
저도 그렇고 자원봉사자, 원목자 그래서 모든 파트가 제 역할을 해주어야…
저는 이게 담장있잖아요. 벽돌로 쌓여진 담장,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바로 무너지잖아요. 비교적 여기는 잘.. 다른거는 몰라도 우리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인적 자원이다…

호스피스 병동의 팀원들이 갖는 역할은 혼재되고 다른 팀원들과 중첩
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 그 팀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 존
재했다. 의사의 경우에는 병동에 환자를 유입시키는 수문장의 역할을 했
는데 재진 환자, 다른 병동에서 전과하는 환자, 다른 병원에서 전원하는
환자를 조절하고 통제하며 관리하기 때문이다. 의사의 결정과 판단은 환
자와 환자의 가족의 임종기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의사 강단비 씨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는 환자만을 보는 것이 아
니라, 멀지 않은 미래에 본 병원의 병동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나,
현재로서는 입원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보다 자문형이나 가정형 호스
피스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식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의
형태를 권유하였다. 또 타 호스피스 의료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
에 다른 기관의 특징이나 장단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지
식은 환자로 하여금 적절한 호스피스 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지만, 의사가 했을 때 환자에게
가장 설득력있었다. 의사의 결정은 호스피스 팀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
는데, 어떤 환자가 들어오는가가 돌봄의 그물망을 형성하는 호스피스 팀
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후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어떤 보수도 받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며, 전문의료진과 협
동하여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와 필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김분한, 2007).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 팀원 내
수적인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 곁에서 아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환자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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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희망, 환자 가족과 보호자의 아픔과 소망까지도 공유하고 있다(황병
덕, 2011). 나아가 이들은 의료진을 보좌하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돕게 된다는 점에서 절대 소홀히 다
룰 수 없는 전문적인 인력군이었다(최외선 외., 2007).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돌봄은 신체돌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본 종합병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는 산재형으
로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업무가 신체돌봄뿐만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본 병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입원형으로 전환되면서 호스피스 팀원들의 역할은
신체돌봄이 중심이 되었다. 말기 암환자에 대한 신체돌봄에는 세발, 면
도, 침상목욕, 욕실목욕, 온찜질, 손톱 및 발톱 깎기, 이발, 시트갈기, 기
저귀 갈기, 욕창 케어, 로션 바르기 등이 있다. 신체돌봄은 가족들이나
환자의 가까운 보호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
지만 단순히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로 말기 암환자에 대한 신체돌봄이 쉬
운 것은 아니었다. 이는 줄곧 환자들의 건강상태, 돌보는 가족들의 성별,
체력 등의 요인 때문이었다. 또한 환자와의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오히
려 신체돌봄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우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들 중 거동이 가능하고 자
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환자들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환자들도 많았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온 초기에는 거동이 가능
하고 기본적으로 몸을 가누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여도 임종시
기에 가까워지면서 점차 상태가 악화되었고 몸을 움직이는 것에 어려움
을 겪는 환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의 경우 이러한 환자의 몸을 어
떻게 돌보아야 할지 고민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에는 자신이
건드려서 환자의 고통이 더 커질지도 모른다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 환
자와 보호자가 성별이 다를 때 다른 성별의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한 부담
감, 그리고 말기의 환자를 돌보는 상황이 처음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보
호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도 있었다. 이러한
두려움, 부담감, 막막함과 같은 감정들은 가족들로 하여금 환자를 위한
신체돌봄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었다.
몇몇 환자의 가족 보호자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환자가 건강했을 때,
청결함과 위생을 중시했음을 언급하곤 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와
그런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과 간병인들은 머리를 감는 일, 목욕하는 일,
면도를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은 수건에 물을 적셔서 닦아주는
것이 최선이지만 아프기 전에 청결을 중시했던 환자에 입장에서는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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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닦는 정도로는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여성
배우자가 환자인 남편의 수염을 깎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번도 깎
아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상처가 날까봐 차마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었
다. 환자 중에서 특히 과거에 청결과 위생을 중시했던 경우, 환자의 보
호자들이 오히려 목욕을 하고 나서 더 기뻐했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를 표했다.
반면에 자원봉사자들의 경우는 다르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자원봉
사자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5년이 넘는 자원봉사 경력을 가진 사
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경력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말기 환자
들을 만나면서 오랜 경험으로 구축한 임상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음을 의
미하였다. 여기서 자원봉사자가 습득한 지식은 다른 전문가들의 지식과
는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팀원들에 비해 환자와 물리적 거리상으로도 가
장 가까이서 돌봄을 제공하지만 목욕이나, 세발, 기저귀 갈기, 로션 바르
기와 같은 돌봄을 제공하면서 신체적으로도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의 내
밀한 곳까지도 접근해야 하는 팀원들이다.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
해온 말기 환자의 신체에 대한 지식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양상으로 발
현되었고, 이는 환자에 대한 상태 파악과 그를 통해 신체 돌봄을 원활하
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경력이 많은 자원봉사자로부터 비교적
경력이 짧은 자원봉사자에게로 전수되었는데, 이러한 전수의 과정은 글
이나 문서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마다 현장에서 상황에
대응하면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과 태도 등을 터득하는 것과 같이 자연
스럽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사례Ⅲ-17] 장경아, 정현미 / 자원봉사자 / 비공식 면담
장경아: (걱정 어린 목소리로) 저기 805호에 그 남자 환우분, PP분이 살 날
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시네…
정현미: 왜요 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장경아: 아니 침대에 등허리가 그냥 딱 붙었어. 축 처지고...
연구자: 선생님, 그렇게 되면 임종이 얼마 안 남은 거에요?
장경아: 사람들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몸이 축 늘어지고, 척추도 이렇게…
일반사람들은 누우면, 허리 뒤에 손을 넣어보면 이렇게 [손이] 들어갈 자리
가 있어서 들어가지는데, 이 분들은 안그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환자가 많
이 안 좋은 것 같다 하면 손을 등 뒤에 넣어봐. 손이 들어가지나 하고. 근데
이분은 손이 안 들어가. 어찌나 등이 딱 [침대에] 붙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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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실에서 대기 중에 이루어진 대화였다.
자원봉사자 장경아 씨는 금요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오랜 경
력을 가진 팀원으로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도 환자에 대한 상태 파악이
빠른 편이었다. 장경아 씨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에는 다른 것
들도 있었지만, 촉감이 있었다. 위의 대화에서처럼 환자의 등 뒤에 손을
넣어봄으로써 임종에 가까워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그에 대한 사례이
다. PP 환자는 실제로 그 다음날 새벽에 임종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목욕이 있다. 환자들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목욕을 신청해야 했다. 목욕은
하루에 2명이상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이는 목욕이 시간적으로
가장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목욕할 경우 다른 환자에 대
한 신체돌봄을 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
요되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의 체력이 많이 요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목
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환자가 목욕을 해도 되는
가에 대한 허락이 필요한데, 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목욕을 할 수 있
는지의 여부가 판가름 되기 때문이었다. 환자를 목욕시키는 것은 자원
봉사 업무 경력이 많지 않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10년 이상을 일한 숙련
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다음은 목욕이 진행되는
과정을 서술한 연구자의 필드노트이다.
[사례Ⅲ-18]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자들의 목욕 / 참여관찰 일지
욕실이 데워지고 목욕이 준비되면 환자는 병실에서 침대에 누운 채로 욕
실로 옮겨진다. 욕실에는 커다란 욕조가 있는데 환자를 그 욕조로 옮기기 위
해서는 환자가 누운 침대의 침대 커버를 이용한다. 침대 커버의 네 모서리에
자원봉사자 3명이 하나씩 붙잡고, 나머지 한 모서리는 데스크의 간호사의 도
움을 받는다. 이 작업은 힘이 많이 필요하며 순발력과 정확성이 필요하다.
네 모서리 중 한 부분이라도 힘을 못쓰면 환자가 한 쪽으로 쏠려 자칫 환자
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환자를 옮긴 뒤에는 환자의 환의를
벗긴다. 웃옷을 벗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다. 환자들 대부분이 팔에 주사바
늘이 꽂혀 있으며 링거와 연결되어 있어 자칫 옷을 잘못 벗으면 주사바늘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변 줄이 있는 경우에는 소변주머니도 함께
옮겨야 하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몸에 절개 수술을 받거나 상처가 있는 환
자들은 방수 테잎으로 그 부분을 잘 가려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한다. 하
의를 벗을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환자의 중요 부위를 수건으로 빠르게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을 경우 기저귀도 제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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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환의를 탈의한 뒤에는 환자의 손에 물을 묻혀 물의 온도가 적절
한지 묻는다. 환자가 물의 온도가 괜찮다고 하면 천천히 상체부터 하체까지
물을 뿌려준다. 목욕을 할 때는 세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게 된다.
한 명은 계속해서 물을 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몸이 약한 환자들은
추위를 잘 타며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기에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닿게 해
주어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한 명이 물을 뿌리는 동안 다른 두
명은 머리를 감기고, 면도를 한다. 면도를 할 때는 면도로 깎인 수염이 욕조
물에 섞이지 않도록 면도용 대야를 따로 이용한다. 샴푸를 할 때는 눈에 비
누가 들어가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한 명이 지속적으로 체크한다. 환자의 중
요 부위를 닦는 일은 주로 가장 오랜 기간 일을 한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가
담당한다. 등허리와 엉덩이를 닦는 일은 힘이 필요한데, 이는 환자의 몸을
좌, 우로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거나 허리가 아픈
환자의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이용해서 등허리를 닦아야 한다. 다 닦
은 뒤에는 수건을 이용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바디로션을 바른다.
환의를 입히는 일은 환의를 벗기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특히 한 쪽 팔을
끼우고 나서 다른 쪽 팔을 끼우는 일이 어려운데 주삿바늘과 연결된 링거가
많거나, 소변줄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 하의를 입힐 때는 먼저 하의
를 끝까지 입힌 뒤에 중요 부위에 있었던 수건을 치운다. 그 후 다시 환자의
침대를 욕실로 끌고 들어온다. 환자를 욕조에서 침대로 옮길 때는 먼저 욕조
벽의 물기를 수건으로 모두 제거한 다음에 환자 침대의 침대시트를 이용한
다. 환자가 욕조에 있을 때, 침대 커버를 욕조에 누워있는 환자 밑에 깔아준
다. 그 뒤에 네 모서리를 처음과 같이 붙잡고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환자를 위하여 욕조를 세척한다. 이렇게 목욕이 마무리
된다.

환자의 목욕은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이었
다. 환자를 추위로부터 지키는 것, 온갖 호스와 줄이 주삿바늘로 연결되
어 있으므로 목욕을 할 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각종 절개 수술
부위가 방수 테잎으로 잘 가려져 있는지 거듭 확인 하는 것, 눈과 귀에
비누가 들어가지 않게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 환자 신체의 중요 부위
를 가리는 것, 환자를 욕조로 옮기기 위해 침대시트의 네 모서리를 잘
잡고 동시에 들어올리는 일까지 긴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일 뿐
만 아니라 기술이 없으면 지나치게 많은 육체적 힘을 가하여 자칫 봉사
자 혹은 환자가 다칠 수도 있었다. 환자들은 한 번 목욕을 신청하면 매
주 같은 요일에 같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목욕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
다. 이는 환자들이 목욕을 하면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자신의 몸을 보여
준 자원봉사자들을 더욱 친밀하고 편안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며, 다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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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자원봉사자들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
다.
자원봉사자들은 환자와 가족의 곁에 밀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
라서 이들이 말기 암환자와 가족들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은 다른 팀원
과 구분되었다. 이들은 특히 환자의 신체를 직접 만지고 몸의 이곳 저곳
을 돌보았다. 따라서 이들이 말기 환자의 상태에서 얻게 되는 감각적 지
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물론 이들의 지식은 경험적으로 직접 많
은 환자들의 신체를 돌보면서 생성된 것이므로 일부는 해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암묵적이기도 했고, 자원봉사
자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어쩌면 오랜 경험을 통해 갖
게 된 육감 같은 것이었다. 스콧(Scott, 2010) 은 이러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전수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렇게 얻은 통찰력은 오직 세
밀한 관찰과 정성 어린 돌봄, 그리고 오랜 기간 환자를 봤을 때만 생성
될 수 있는 것이며, 결코 실천과 분리되어 전수될 수 없는 것이었다.
[사례Ⅲ-19] 장선희 / 자원봉사자 / 심층면담
장선희: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마사지하고 하
는 그러한 일들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
서 사시는 동안 같이 있어주는 거 그리고 우리 마음 속으로 그분에게 하사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분이 마지막 지금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 우
리 저번에 변OO 환자분 산책 다녀오신 후 30분 후에 금방 돌아가셨거든.
언제 돌아가실지, 여기 있는 분들이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

호스피스 팀원들은 환자 개개인에 대한 반응의 레퍼토리는 그야말로
광범했다. 호스피스 팀원들의 업무인 총체적 돌봄이라는 것은 환자의 신
체적 상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모든 부
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기에 무엇 하나도 간과할 수 없었다. 환자와 환자
의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이들의 판단은 슬픔에 빠진 가족들보다 더 꼼
꼼했다. 이들은 병원 내 그 누구보다도 임종 상황의 환자를 많이 만난
집단이었다. 2년 전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오게 된 사회복지사는 2년 동
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말기 암환자가 400명이 넘는다고 하였다.
400명의 환자를 만났다는 것은 400명의 환자의 죽어감을 함께 한 것이
었고, 400명의 환자의 가족들을 만나 상담을 한 것을 의미한다. 10년을
넘게 이 곳에서 일을 한 자원봉사자들은 말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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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예상치 못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그들의 감각 또한 좀
더 정확했다. 업무 도중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도
다시금 안정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는 있었다. 이
는 자원봉사자들이 환자와 가족들과 밀착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얻게된
수많은 경험들에서 기인한 능력이었다.

2. 치료와 치유의 경계
1) 의사와 간호사의 딜레마
호스피스 병동의 목적상 본 공간은 치료를 위한 공간이기 보다는 돌
봄을 통한 치유를 위한 공간이었다.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약물로서
통증과 다른 증상들을 가라 앉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기 환자들에게
다양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체적 고통을 완화하는 것에 집중하였
다. 병동에 들어오기 전에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의사와 간호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목적을 설명한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거의 모
든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때
문에 이들은 임종 직전에 심폐소생술(CPR)을 받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
고 병동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와 같이 기존의 생
명을 살리기 위한 치료에 익숙한 팀원들의 경우 내적으로는 치료와 치유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다음의 간호사 박
현지 씨와 의사 강단비 씨와의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Ⅲ-20] 박현지 / 간호사 / 심층면담
박현지: 805호에 환자 3분이 밤새 호흡곤란을 호소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직
전인 것 같은 가래랑 호흡곤란 증상이 너무 심해 가지고… 세 분이 막 병실
에 들어가자마자 호흡도 그리고 그 가래소리가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료진한
테도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조절하려고 약을 좀
적극적으로 써봤어요. 석션(suction)도하고 가래도 막 말리는 주사도 드리고,
호흡곤란 마약 성분 진통제도 드리고 어떻게든 이 분을 조금 조절이 잘 되
게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제 때는 아니지만 그 다음번 간호
사 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막 열심히 했는데 안되니까 [환자의 상태
가] 말기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가 내 몸이 부스러지도록 정말 뛰어다니
고 했는데 안되는거에요. 그럴 때. 내가 의료진인데 증상도 좀 낫게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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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에요. 제 의지로 그럴 때 좀 속상하면서 딜레마
에 빠지고…. 아 내가 여기가 안 맞나… 하면서 딜레마에도 빠지고… 변oo님
아시죠? 그분이 저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보호자가 없는데 그 때 갑자기 호
흡곤란인데 제가 막 가래주사도 드리고 호흡곤란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조금 연장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럴 때 일반 병동에서는 CPR을 막 하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제가 너무 뭐라
고 할까 너무 능력이 없고 그런 간호사…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바로 그렇
게 되어버리니까 의료진으로서 되게 속상하다는 느낌. 살리고 싶은데 그게
안되고 그냥 바라만 봐야 될 때 그 때 되게 보호자들이 왔는데 면목이 없는
것 같고. 나 때문이 아닌데,,, 그 질환 때문인데 그 때 보호자도 없었잖아요.
그 날 안 계셔가지고 좀 약간 죄책감? 갑자기 그런거라서 어떻게 대처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되게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집에 가서 막 울고 속상해
가지고…
[사례Ⅲ-21] 강단비 / 의사 / 심층면담
강단비: 죄책감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조금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조금 집착하게 되는 환자가 있
어요. 좀 만 더 사셨으면 좋을텐데 하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환자 분들이
힘들어요. 나도 이제 계속 연습을 하는거에요.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사실
너무 어려워요. 의식이 있는 한은 죽을 때까지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
인데… 그래서 내가 자꾸 나를 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 박현지 씨와 면담이 실행되기 하루 전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잘 지내시던 변OO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간호사는 호스피스 병동
의 의료진이기 이전에‘의료진’으로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 싶은 마
음이 다분했으며, 변OO님이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였다면 심폐소생술로 잠시 동안이라도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발언
을 하기도 하였다. 간호사가 언급한‘의료진’으로서의 정체성은 치료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보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정체성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의 의료진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여
건이고, 환자 또한 치료를 원치 않는 다는 것을 박현지 간호사 또한 알
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 의료진 ’ 이라는
정체성은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박현지 씨 자신을 무
능력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으며, 죄책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이는 의사와의 면담에서도 찾을 수 있는 감정이었다. 의사 강단비 씨
역시 간호사와 유사하게 환자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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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인이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일종의 집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떨쳐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환자들의 죽음 앞에서 간호
사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기도 했다. 호스
피스 병동의 담당의사로서 치료를 통해 살리려고 하는 집착을 버리기 위
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이들은 끊임없이 죽어가는
환자에 대해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었다. 여러 간호사들이 환자의 갑작스
러운 상태 악화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다른 간호사와의 면
담 내용이다.
[사례Ⅲ-22] 정현숙 / 간호사 / 심층면담
정현숙: 병동에 있었던 환자가 숨이 너무 차서 약을 줘야 하는 상황이길래
줬는데, 약을 주고 나서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약
때문인지 아님 이제 컨디션이 환자가 진짜로 안 좋아서 그런건지 사실 아무
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거에서 오는… 만약 그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럼 약간 그 간호사는 그걸 약간 주저하게 돼요. 그런 지점이 있긴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이 그 딜레마에 대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화적인 목적으로 투여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라고 배웠지만 그래도 현
실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긴 하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는 환자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가 점차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환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상
태의 악화와 죽음을 막는 것이 의료진의 유일한 역할이라고 여겨온 의료
적 담론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만이 들어오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그 정
도는 미약하지만 역시나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통증 완화 라는 가장 큰
업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약물에 따른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들이 투여하는 약물은 치료를
위한 약이 아니라, 지금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의
진통제가 주를 이루었다. 이 진통제에는 대중적으로 복용하는 진통제부
터 강한 마약성 진통제까지 있었는데 약의 강도에 대한 범위와 종류가
다양했다.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약 투약과 관련해서 의학 차원에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이에 대해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약에 대한 환자의 반응은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었다. 이
는 의료진들에게 또 다른 내적 갈등과 고민을 양산했다. 하나는 약으로
인해 통증이 완화된 것일 뿐이지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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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갈등, 다른 하나는 환자의 상태 악화가 약물 때문인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다.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호스피스 의료진은 진통제성 약물을 투여
하면 환자는 이내 통증으로 인한 고통이 완화되어 호소를 멈춘다. 그러
나 아픔을 호소하지 않는 것은 일시적으로 약에 의해 진통이 진압된 것
일 뿐 상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투약을 한
뒤에 고통이 완화되어 편안히 잠이 들기도 했고, 산책을 하기도 했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며, 호스피스 병동에서 진행되는 음악, 다
도, 원예 치료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의 편안한 모습을 보면 가끔
은 이들의 상태가 말기 임종 단계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
나 사실 그 와중에도 이들의 몸 내부에서는 암이 지속적으로 온 몸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암으로 인한 합병증의 가능성 또한 지속적으로 올라가
고 있었다. 그리고 상태가 점차 악화되는 말기 암환자들의 고통을 완화
하기 위해서는 약물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다.
[사례Ⅲ-23] 강단비 / 의사 / 비공식면담
연구자: 약을 쓰실 때, 무엇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정의사: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환자들의 상태가 다 달라서… 아주 미묘한 약
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로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물론 가실 분이 가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약물의 강도를 아무리 높여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환자도
있으며, 같은 약을 같은 정도로 투약을 해도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발현
이 되기도 한다.
환자 상태의 불안정성, ‘ 암 ’ 의 종류, 그리고 암이 전이된 정도 등
환자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환자 개별적으로 약물
에 대한 반응을 미묘하게 차이 나게 만들고 있었다. 의료진들은 이를 누
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투약하는 약이 혹시나 어떠한 반응을 나
타낼지에 대해 갈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의료진들은 약물
이용에 대한 지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약물 사용을
조심스러워했다. 말기 암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예측하여 약물을 적당히
투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인
정하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약물의 양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
구도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지만, 이마저도 호스피스 외국 사례에 기반
한 내용이기에 약물의 양 또한 외국 환자의 몸과 상태에 비롯하여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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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기준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한국인 암환자의 상황과도 맞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약물을 기존보다 더 투약을 하여 통증을 완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약물을 받고 임종을 하시는 상황도 호스피
스 병동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참여관찰하고
심층면담을 한 의료진들 대부분은 약물 투여 후 임종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었다. 자기가 환자의 상태를 악
화시킨 것은 아닌지 심지어 자기가 환자를 죽게 한 것은 아닌가 라는 죄
책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한편 호스피스 병동 의료진이 겪는 갈등은 개별적인 내적 갈등만 있
는 것은 아니었다. 호스피스 병동에는 재진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전과를 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그 환자를 전과시키는 과정에서 환자의 기존 담당 의사와 호스피스 전담
의사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갈등은 줄곧 말
기 암환자에 대한 치료를 지속하고자 하는 기존의 담당의사가 환자를 마
지막 순간까지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과하지 않는 경우에 생겼다. 다음은
이러한 경우와 관련된 의사와의 면담 내용이다.
[사례Ⅲ-24] 강단비 / 의사 / 심층면담
강단비: 근데 내과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나이 많은신
분들은 막… 처음에는 모 교수님은 [환자의 상태가]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을
저희 쪽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저희는 72시간이 지나야 수가를 받을
수가 있다.”“저희 쪽에 면담이나 이런 거를 해야 수가를 내주는데 그런 것
들이 최소 72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냥 비싸
게 1인실 비용을 받고 1인실을 이용하셔야 한다고 설명을 하죠. 저희가 호스
피스 병동에서 3일이 지나야 임종실도 쓰실 수 있어요. 1인실 비용이 아닌
적정한 비용으로. 근데 뭐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데… [설득을 하
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일단은 [호스피스 병동] 진입 장벽을 높게 하는 거는
아닌거 같아서 일단은 받아주기는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이 소
진이 너무 심하고, 어떤 분은 6시간도 못 버티고 가신 분들도 계셨으니까…
그래도 또 일단은 받아줘야 또 나중에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가 그냥 받아준 그런 환자분들도 있어요.

의사 강단비 씨는 호스피스 병동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병동의 의사 혹은 호스피스의 취지를 알고는 있지만 환자와의
깊은 라포로 인해 호스피스로 전과할 것을 뒤늦게 결정한 의사들로부터
임종 직전의 환자를 받는 것에 대해 여러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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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어려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은 환자의 상
태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에는 호스피스 팀원들의 돌봄을 수행하기가 어
렵다는 것과 그러한 환자로 인해 호스피스 팀원들이 집약적으로 강도 높
은 수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온 환자는
수가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을 저렴하게 이용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임종실도 쓰지 못했다. 적어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3일은
지내야 수가가 적용된 금액으로 병동과 임종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실
제로 6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처치실에서 새 침상이 준비되기를 기다리
다가 임종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병동에서 하루 이틀 지낸 후 임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럴 경우, 보호자들은 의료수가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일반 병실의 비용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호스피
스 전담의사는 이러한 상태의 환자를 보내는 병원 내 의사들과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호스피스 담당의사로 하여금 다른 과의 의사들과
지속적으로 설득과 중재의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병원의 중환자실의 경우, 환자 사망 후 처리가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응급실에서 다음 환자의 입원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
가 오는 곳이다. 중환자실에서 임종기의 환자는 이렇게 물화(物化)되며,
사망한 한 고인에 대한 비인간화는 말할 필요도 없다. 마찬가지로 병원
내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의 의료진들은 더 이상 치료의 희망이
없는 환자를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호스피스로 보낸다. 이들의 입
장에서 이와 같은 환자들에 대한 물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반
면 호스피스 담당의의 입장에서 이들은 여전히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끝까지 존엄하게 대해야 할 대상이다. 이처럼 환자의 상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호스피스 의사와 비(非)호스피스 의사 사이의 갈등을 유
발하고 있었다.
비호스피스 의료진들 중에서도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
은 분명히 존재했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았다.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
스의 결정에서 그 시작점은 환자의 담당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 결정은 의사
본인이 갖는 치료에 믿음, 환자와 가족의 기대 그리고 병원의 정책 등에
의해 지연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한다(서이종, 2016). 또한 병원 내에
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 그렇
지 않은 의사들도 있었다.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산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죽음이 예견되는 환자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들에게 죽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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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죽어감과 죽음 이후를
말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더 많다. 호스피스를 죽기 직전에 가는 곳이라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
어왔지만, 말기의 환자를 호스피스로 전과시켜야 하는 의사들이 이와 같
은 인식을 갖는 경우는 호스피스가 죽기 전에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더
욱 촉구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리고 호스피스로 진입하는 환자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호스피스 담당 의사가 이러한 의사들을 상대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전히 같은 병원 내에서 전과를 하는 환
자들은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인 경우가 많았는데, 환자들의 담
당의사가 환자를 호스피스로 옮기기 보다는 더 치료를 진행하고자 했고
그야말로 임종 직전의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호스피스로 옮기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자를 받는 것은 호스피스 병동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지
만, 호스피스 주치의 강단비 씨는 호스피스 병동으로의 진입장벽을 높이
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다. 이처럼 무리를 해서라도 환자를 받는 것은
환자가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임종하기를 바라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자를 보내주는 다른 과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환
자를 보내주지 않거나 너무 늦은 시기에 보내주는 상황에서 호스피스 병
동으로 들어오는 진입장벽마저 높다면 병원 내의 타과와 호스피스 완화
의료과가 마찰을 빚게 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을 우
려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주치의 강단비 씨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
기를 정책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서는 암환자, 특히 말기의 암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시작함
과 동시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의와의 협진을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
들이 미리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인지하고, 호스피스 팀원들과 친밀
한 관계를 형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완화의학이 발달한
많은 국가에서는 환자들이 암 진단과 함께 항암과 완화 돌봄이 함께 진
행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한국의 병원 문화와
제도는 타과의 의사 차원에서는 환자차원에서도 호스피스 병동을 죽기
전에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버릴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이기도 했다. 제도와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호스피스 병동의 의료진은
끊임없이 이 병동이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고, 이 곳에
서의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속적으로 인지시켜야 하는 입장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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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었다.
[사례Ⅲ-25] 강단비 / 의사 / 심층면담
강단비: 사실은 외국처럼 암 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호스피스가 들어와야죠.
공식적인 치료가 점차 줄고, 호스피스가 점차 늘어나야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텐데… 또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호스피스 오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환자한테 일찍 라포가 이미 생겨 있는
선생님 예를 들면 호흡기 내과 선생님이 오랫동안 봐 온 환자한테 호스피스
로 가라고 하기가 어려운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얼굴을 익히고, 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또 우리 [호스
피스 팀원]의 맛을 보여드리면 그래야 좀 환자분도 마음을 바꿔서… [여기로
더 오시려고 할 것 같아요]

병원 내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교육을 오랜 시간
받아온 사람들이다. 호스피스 병동 내의 의료진들 또한 처음부터 호스피
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일을 한 팀원은 없었다. 신경외과 중환자실, VIP
병동, 일반 병동과 같이 치료를 위한 공간에서 개별적인 계기나 타의에
의해 호스피스 병동으로 넘어온 분들이었다. 의료진들은 호스피스 병동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담론에 익숙해져야 했다. 이는 치료가 아닌 치유
의 담론이었으며, 살리기 위한 돌봄이 아닌 임종을 잘 받아들이게 돕기
위한 돌봄이었다. 결국 이들은 병원 내의 보이지 않는 치료와 치유의 경
계를 넘어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담론과 돌봄 방식에 익숙해져야 했음
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치유의 담론에 익숙해진 호스피스 팀원들은 치료의 담
론에 익숙한 그 외의 병원 사람들에게 모순적이게도‘불치’의 병을 앓
는 환자에게 치료가 아닌 치유가 필요함을 알리고 설득해야 했다. 병원
내의 이러한 치료와 치유의 경계는 병원과 호스피스 병동의 경계였고,
치료 담론에 익숙한 호스피스 병동 의료진들의 내면화된 경계이기도 했
다.

2) 수도자들이 아픔에 접근하는 방식
호스피스 병동 내 수도자들의 행위는 분명히 다른 팀원과 차별적이면
서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권위를 행사했다. 특히 이러한 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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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 행위에서 더욱 돋보이며, 평상시에도 위기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
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신비적인 힘의 상징이자 동시에 그 힘의 원천으
로서 역할하고 있었다. 이는 세속과 전통이 혼합되어 점차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원목자를 비롯한 수도자들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들은 절망에 따진 환자와 가족 각 개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가톨릭 의료기관의 정체성과 원목자와 수도자의 전문성에 대해 연구
한 남옥윤(2007)은 병원들의 대형화와 기업형 철학을 통해 병원을 경영
하려는 분위기가 가톨릭 의료기관의 정체성을 흔들고 또 유혹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료행위 발전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인간의 존엄성
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업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직업의식보다
봉사정신이 우선하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가톨릭 의료
기관이 가톨릭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힘을 싣기 위해서는 병원 사목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본당의 사제만큼이나 병원
에서 활동하는 원목자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목
자의 존재는 다른 의료기관과 차별을 둘 수 있는 큰 지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양산하는 결과는‘영적 돌봄’이다.
영적돌봄이란 말기 환자의 존재감 상실 같은 정신적, 심리적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등을 깊이 상담하면서 내면의 문제를 풀어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을 의미한다(용진선, 2004). 가톨릭 의료기관은 전문화된 원목자
와 수도자들의 영적 돌봄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의 내면적 고통
을 위로하고 경청하는 것을 중시한다. 여기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의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잠재적인 원천과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고 철저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정리된다
(지영현, 2011). 여기서 원목자와 수도자들의 역할은 환자들이 외치는
내면적 고통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다.
현대 호스피스 돌봄을 창시한 시슬리 손더스는 말기 환자의 고통의
특성을 의미를 추구하는 것, 무의미에 직면하는 것, 아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음(소외), 침묵 가운데 고통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견
디는 것이라고 정리한다(Saunders, 1983). 여기서 고통이란 인간의 존
재에 침투되어 생물학, 사회심리학 특성을 통합하고 초월하는 삶의 원칙
을 붕괴시키는 영혼의 고통이라 정의한다(지영현, 2011). 연구자가 호스
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자로 업무를 보면서 환자의 가족들을 만날 기회
가 많았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
데 이에 대해서 수도자이자 사회복지사인 박문정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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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였다.
[사례Ⅲ-26] 박문정 / 사회복지사 & 수도자 / 비공식 면담
연구자: [환자의] 가족분들이 저렇게 울고 계시면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
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박문정: 가끔은 어떠한 말을 하고 그러기 보다는 그냥 한번 안아드리거나 손
한번 잡아 드리는 게 그 분들한테는 큰 위로가 돼요. 그분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가 말로 해서 해결될 정도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눈물이나 손의 온기 그런게 더 저분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기
도 해요. 저는 그래서 보호자분 손 꼭 잡고 잘 들어드리고 그래요.

의료인류학자 이현정(2018)은 아픔이 언제나 질병과 연관된 것은 아
니라고 언급한다. 호스피스 병동에 사별을 앞둔 가족들의 마음의 고통은
질병이 아니다. 아픔을 경험한다고 해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
서 의료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는 자신이 죽음
으로써 더 이상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익숙했던 일상과 이별해야 하는
말기 암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겪는 아픔에는 질병
의 통증으로 인한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 돌봄은 이러한 내면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환자와 가족들의 아픔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구축한 개별적인 관
계 속에서 축적되어서 형성된 것이다. 호스피스 환자의 영적 안녕은 투
병생활과 시기에 따라 다르고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환자의 성
별, 교육, 종교, 수입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이
들의 통증, 지각된 건강상태, 투병기간, 항암요법 등의 질병특성에 따라
서도 달라질 수 있다 (김복희 & 박희옥, 2013). 개별적으로 모두 다른
영적 상태에 접근하기 위해서 수녀들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환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였고, 이들의 이야기를 팀원들과
공유하며,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
하도록 하였다.
원목자와 수도자들이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과 대화하고, 경청하며 이
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방식은 무조건적인 공감이었다. 환자의 말기 임종
시기에 갑자기 함께 하게 된 호스피스 팀원들이 이들의 삶을 모두 파악
하고 언어로서 이들을 위로 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한
국과 같이 호스피스 병동에 머무는 기간이 짧은 경우, 짧은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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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가족의 영적 안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들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들에 경청을 하고 마음 속 깊이‘아 그래서 참
아프구나’하고 공감을 해주는 것만이 이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박문정 씨는 이야기하고 있다.
호스피스 기관에서 삶의 마감을 앞둔 말기 환자에겐 통증 치료는 기
본이고 영적돌봄이 중요하다. 특히 진통제로 통증이 완화된 환자들이 통
증이 있었을 때에는 육체적 통증에만 집중을 하여 크게 감지하지 못했던
내면적 고통에 더 신경을 기울이게 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영적 돌봄은 주로 종교인이 맡는다. 하지만 연명의료 결정법에 명시
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에 영적 돌봄 전문가가 빠져 있다. 본
병원은 가톨릭 의료기관으로 영적 돌봄 전문가라는 명칭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영적 돌봄 업무를 함께 하는 두 명의 수도자들인 수녀들이 있다.
한 명은 호스피스 팀의 팀장으로 간호사이면서 수녀였고, 다른 한 명은
사회복지사이자 수녀였다. 이들은 팀장과 사회복지사이자 동시에 수도자
로서 환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일을 중시했다.
이와 같은 수도자들의 존재는 다른 비가톨릭 의료기관의 호스피스 병
동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했다.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 명시
된 인력기준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만을 호스피스 병동의 주요
인력으로서 간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적돌봄 전문가가 법적으로 인정
되기도 어려우며 이들의 공백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본 병원은 가톨릭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수녀가 사회복지사로서 그리고 수녀가 간호사이자
동시에 호스피스 팀을 이끄는 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존에 법적으로 공백인 영적 돌봄 전문가의 자리를 이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적절한 영적 돌봄을 위해서 수녀들은 환자들이 우선 어떤 종교를 가
지고 있는지 종교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했으며 종교가 있다면 어느 정
도 신앙심이 있고,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영적 평안 상태에 있는지, 어느 정도의 영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었다. 종교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영적 평안 상
태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종교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평안을 유
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영적 안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준을 통해서 가늠할 수 없는 개별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평안은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도 연관이 있었다. 예컨대
누군가에게로부터 용서받고 싶은 것이 있거나,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
는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사랑을 표현하고
107

싶은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해 온 사람이 있는지와도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이에 대해 많은 환자들이 가족과의 갈등으로 영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로인해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과의 상담에서 가족 내의 갈등의 문제를 주의
깊게 파악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호스피스 팀원들과 공유하는 것이었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호스피스 팀원들이 환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
지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제공했다.
한편 수도자들의 영적 돌봄 행위의 대상은 환자뿐만 아니라 사별한
가족들도 있었다. 호스피스 팀원들이 환우를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죽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 사람들을 위
로하고 돌보는 것이었다. 원목자와 수도자들은 사별로 인한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고 사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추구하도록 격
려한다. 이를 통해 사별의 슬픔을 잘 대처하도록 도와주고 다시 일상으
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사별가족을 위한 모임을 분기별로 진행한다. 이
때마다 수녀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계획되고 행사가 치러진다. 사별가족
모임에는 가족들의 종교와는 상관없이 가톨릭 미사를 병원 5층의 병원
부속 성당에서 진행했다. 원목자는 사별가족에게 힘이 될 만한 내용의
말씀을 준비하였다. 미사를 보며 고인들의 성함을 부르며 이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16] 사별가족들이 병원 내 성당에서 미사를 보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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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녀들은 병동 내에서 영적 돌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만 영적 돌봄보다 중요한 것은 통증완화를 통한 신체적 고통을 돌보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는 호스피스 돌봄에서 표방하는 전인적이고 총체
적인 돌봄을 구성하는 다양한 돌봄의 영역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 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녀들은 환자들
이 겪는 육체적 고통이 완화되어야지만 영적인 돌봄도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 간호사이자 수도자인 김소래 씨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사례Ⅲ-27] 김소래 / 간호사 & 수도자 / 심층면담
김소래: 몸이 극심하게 아픈데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 상황이 괜찮을 수
있을까. 이분들이 겪는 고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거
든요. 정말 배교할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신
체적인 통증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신념과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다
고 해도… 통증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인
간이기 때문에 갖는 나약함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호스피스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부분은 정말 최고의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통증이 우선적으로 되
어야 그 다음에서야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통증 완화는 정말
중요한 미션이에요. 때로는 우리 수녀님도 그렇고 다른 수도자들도 희생극기
라고 하는데, 희생극기 하는 만큼 우리는 하느님한테 봉헌을 한다고 생각해
요. 그래서 남들처럼 편안하게 남들처럼 쉽게, 남들보다 어렵고 또 남들보다
덜 먹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오는 고통과 내가 겪는 그 희생을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생각을 해요. 봉사를 하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했을 때
나도 기쁘고…

김소래 씨는 간호사이다. 따라서 많은 환자들을 위해 간호사로서 신
체적인 통증을 돌봐왔던 경험이 있으며 육체적 고통을 다스리는 것이 얼
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리 신실한 환자라
도 극심한 고통 앞에서 배교를 결심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며, 우선
이들에게 통증완화를 하여야만 전인적인 돌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러므로 그녀는 호스피스에서 총체적인 돌봄을 위한 시작점은 “ 아프면
아프다고 참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라는 말에 환자가 어떠한 대답을 하
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총체적 돌봄이란 표현에 포함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돌봄은
각 돌봄이 중요도 면에서 동등한 것처럼 인식되게 하지만 본 병동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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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떠한 돌봄보다 신체적인 돌봄이 우선시되고 있었다. 영적인 돌봄을
주관하는 원목자와 수녀들도 우선 환자의 육체적인 고통이 완화되는 것
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돌봄
간의 위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에는 본 호스피스가 의료기관에 편입된
입원형 호스피스이기 때문임을 간과할 수 없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호스
피스 서비스 중에서도 의료진과 밀접하고, 약물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나아가 이곳의 원목자와 수도자들 또한 외부의 다른 신부와 수도자들에
비해 의료담론에 익숙하다. 돌봄의 영역 간의 위계는 이처럼 돌봄이 실
현되는 공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담론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 의학기술이 부재했던 시기에 종교는 의학의 역할을 대신하기
도 했고 종교인들이 의사의 역할을 도맡아 하기도 하였다. 의료기술이
없고, 육체적인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없었던 과거에는 영적인 돌봄의
영역이 환자에게 더 강한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오늘
날 종교의 입지는 과거에 비해서는 좁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의료체계와 공존하며 교감하고 있었다. 특히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한 공간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들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팀원들은 영적인 돌봄의 측면에서 종교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함을 주장
하고 있었다.

Ⅳ.

맞닿아 있는 삶과 죽음

본 장에서는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경계 공간 속에서 형성되는
담론들의 역동성과 유동성을 조명하였다. 우선 호스피스 팀원들이 말기
의 환자를 분류하는 방식과 죽음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들에 대해
다루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모두 말기의 암환자이지만,
이들은 가족과의 관계, 신앙의 여부, 죽음의 준비 정도, 나이 등의 기준
으로 호스피스 팀원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분류 되는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 기준들은 호스피스 팀원들이 그 동안 임상을 통해 축적한
경험적 지식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죽음의 과정은 호스피스 팀원들
의 경험이나 예측과 항상 일치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분류기준은 지속적
으로 허물어지고 다시금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이어서 호스피
스 팀원들이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신앙을 장려하고 종교적 의례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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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들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호스피스 팀원들은 지속적으
로 죽어감과 죽음을 목격하는 집단이다. 이들이 공유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담론과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수많은 죽음들을 경
험하며 형성된 것이었다. 이들은 웰다잉의 조건을 유형화하며 담론을 구
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담론은 다른 말기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
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맥락적
으로 살피고자 마련되었다.

1. 말기 환자를 분류하는 방식
1) 상태에 관한 의료적 담론과 분류 방식
호스피스 병동 내의 환자들은 모두 말기 상태의 암환자로 알려져 있
지만 이들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수 차례 재분류된다. 환자들은 호스피
스 병동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분류되기 시작한다. 이는 여러 환자가 대
기를 하고 있을 때, 환자를 병동에 들이기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와 같은
것이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의사와의 면담 내용이다.
본 병동의 경우 호스피스 병동에 진입하는 말기의 환자를 경로에 따
라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는 1) 본 병동에 재입원을 하는 환자, 2)
외래로 진료를 보아온 환자, 3) 동일 병원 내 타 병동에서 전과하는 환
자, 4) 다른 병원에서 전원하는 환자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이 순서는 병
동에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 환자를 받는 순서이기도 하다. 본 호스피스
병동의 최장입원기간은 2개월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이 넘게 입
원을 하는 환자가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거나 집에 잠시 갔다가 다시 재입원을 할 수 있다. 재입원을
하면 재입원을 한 순간부터 다시 2개월간 입원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모두 말기 암환자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말기 암환자의 상태도‘기간’에 따라 다시 세분화
될 수 있다. 호스피스 병동에 머무는 환자들은 생애말기(End of life), 말
기질환기(Terminally ill), 말기 돌봄기(Terminal care period)에서 적극
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기간(Actively dying phase)로 넘어간다. 이 시기
는 임종을 수개월 앞둔 시점에서 수일을 앞둔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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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가 발달한 영국과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는 임종에 이르기 수개
월 전부터 호스피스 돌봄을 시작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길지 않았다.
연구자가 현장 연구를 한 병동은 여전히 길어야 2주 정도 호스피스 돌
봄을 받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일간 호스피스 돌봄을 받다가
임종하는 분들이었다. 따라서 본 병동의 환자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죽
음에 이르는 기간에 속한 환자들이었다.

[그림 17] 임종기 돌봄의 이해를 위한 개념적 틀
출처: 임종돌봄표준지침가이드북

[표 2]. 통증평가도구(숫자통증등급, 얼굴통증등급)
출처: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

호스피스 팀원들의 직무에 따라서도 환자의 상태와 여명을 예측하는
방식이 다르다. 의사와 간호사와 같이 의료진의 경우 통증의 정도, 심박
수, 고통의 단계 그래프와 고통 표정 그림과 같이 기존의 의료적 차원의
해석이 1차적으로 도입되었다. 말기 불안정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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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섬망, 구토, 호흡곤란, 기관지 분비물 등 네 가지의 대표적인 증
상에 대해 측정했다. 나아가 마약성 진통제가 투여되는 빈도와 마약성
진통제의 강도를 통해 임종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처
럼 의료진들은 임종기의 환자들이 임종의 다다르는 과정을 의학적 지식
과 약 투여 정도를 이용해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
내에서도 임종실로 옮겨지는 환자는 여명이 최대 4일 정도밖에 남지 않
은 환자였다. 이러한 환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바이탈 싸인이라고 불리는
활력징후인 경우가 많았다.
[사례 Ⅳ-1] 강단비 / 의사 / 심층면담
연구자: 어떤 상태까지 악화가 되어야 환자를 임종실로 옮기시나요?
강단비: 바이탈 싸인(vital sign)이 흔들릴 때가 제일 커요. 일단 BP(blood
pressure, 혈압)가 안재진다, 호흡수가 많이 뛰면 대부분은 이제 며칠 못 견
디시겠다 생각을 하고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씨피(CP)를 해요. 지금 계신 박
TT씨가 백 회 정도 뛰시더니 어제 밤에 113회 오늘 아침에는 128회 이렇게
웃돌게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인실로 섬망 격리를 하기로 한 거거든요.

의사가 환자가 임종실로 옮겨질 것을 권유하는 것은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때부터였다. 그 중에서도 혈압과 호흡의 변화가
중요하며 호흡수가 점차 늘어나면 임종이 수일 남았음을 예견하고 간호
사와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임종 상담을 시작한다. 특히 의료
진들은 아지테이션(Agitation)이라고 하는 초조성 섬망을 겪는 환자를
예의주시하였다. 섬망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일반적인 섬망에 비해 말
기 임종 환자가 경험하는 아지테이션은 안절부절 못하고 흥분을 하는 상
황이 길어졌으며, 행동이 격해졌다.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자
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문제였다. 나아가 같은 병실을
쓰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환자의 신음소리나 과격한 움
직임 등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청각적으로 자극이 되었기 때문이다. 호스
피스 간호사들은 종종 한 밤중에 아지테이션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어찌
할 줄 모르는 가족들의 호출에 응답해야 했다. 말기 암환자들에게 섬망
은 비가역적으로 악화되는 증상이다. 간호사는 환자가 경험하는 것이 실
제로 통증으로 괴로운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며 진
정을 위한 약을 투여했다. 아지테이션이 심각해지는 것은 임종에 가까워
졌음을 의미했으며 이로인해 임종실로 옮겨지는 증상 중에 하나였다.
한편 원목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원예치료사의 경우에는 이처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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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환자에 대한 의료적인 접근에 익숙하지는 않았다. 물론 이들은 수년
간 많은 말기 환자들을 돌보면서 암 질병의 증상과 예후 그리고 암으로
인한 질환과 같은 의료적 지식들이 일반인들보다 많았다. 이들은 어떤
암이 어떤 증상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정 암으로 인해 환자들이 어떤 신체적 고통을 앓고 있는지도 알고 있
었다.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병원에서 오랜 기간 봉사 업무를 한 이들은
가정에서 의료진과 같은 역할을 도맡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말기 환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호스피스 팀원 중 의사와 간호사들과 같이
바이탈 싸인이나 의료적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들은 말기 환자가 잠을 자는 시간이 깨어 있는 시간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는지, 목욕을 시키면서
몸이 얼마나 처지고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지, 가족과의 대화에서 파악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 설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환자가 얼마나 임종에
가까워졌는지를 파악했다.
[사례 Ⅳ-2] 장경아 / 자원봉사자 / 비공식 면담
장경아: 김00님 지난 주에는 그래도 [목욕할 때] 다리 좀 들어 달라고 하면
들어도 주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영 힘을 못 쓰시네…
연구자: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하신가봐요.
장경아: 몸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이제… 방금도 기도해드리려고 가봤
는데, 그새 주무시네. 거기 간병인 말이 어제도 계속 잠만 잤대.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일이 잦
았다. 단순히 접촉을 함으로서 환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들이 이들에겐 많았다. 지난주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이번주에는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시간의 경과와 함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는
있었다. 이들은 업무를 하면서 환자의 가족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의 가족들은 의료진이나 수녀와 이야기할 때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원봉사자와 대화를 하였다. 자원봉사자를 더 친밀하게
여겨 내밀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
를 하기도 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을 이러한 대화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정도, 환자의 상태, 현재 가정의 경제 사회적 상황,
근원적인 갈등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팀원들은 같
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지만, 말기 환자의 상태와 임종 정
도에 대해 축적된 지식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축적되었고 또 다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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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화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스피스 팀원들이 환자를 임종에 가까운 정도로 분류하는 것 외에도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를 분류하는 방식에는 ‘ 나이 ’ 가 있었다. 젊거나
어린 환자를 보면서 각 구성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은 달랐으나,
젊은 환자, 어린 환자에 대해 담론을 구성하려는 다양한 시도 자체가 병
동의 환자를 나이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는 면담을 하면서
다양한 호스피스 팀원들이 업종을 불문하고 젊은 환자와 어린 환자에 대
해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사례이다.
[사례 Ⅳ-3] 박문정-사회복지사 & 수도자, 강단비-의사, 차혜련-자원봉사자
/ 개별적인 비공식면담
박문정: 아주 막 환자가 아주 젊고 어리다거나,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가족
에 대해서 개방하기 꺼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오히
려 환자가 아주 젊거나 어릴 때, 너무 힘드니까 가족의 힘만으로는 이 상황
을 견뎌내기가 힘드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개방하시는 분들도 있
어요. […]
강단비: 환자가 젊으면 더 힘들어요.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들고. 호스
피스를 가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보호자들도 이해를 좀
하고 환자분도…
차혜련: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 곳에서 가시면 잘 가셨
다… 고통 없이 가셔서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좀 냉정한가[웃음]
근데 젋고 어린 사람이 오면 마음이 아프더라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임종을 앞둔 말기의 환자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대가 입원 가능한 공간이다. 그러나 팀원들은 비교적 젊고 어
린 사람들의 입원을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선 이들
이 생각하는 젊고 어린 사람들은 매우 상대적인 것이었다. 아이가 아직
학생인 엄마나 아빠 혹은 30-40대의 환자들의 경우도 젊은 것이었고,
스무살이 넘지 않은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어린 환자로 분류
되었다. 젊다 어리다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상대적인 개념이었다. 다만,
70대 80대가 넘는 연로한 환자들의 경우는 굳이 담론화하려는 시도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의 연세는 이들의 상태가‘그럴 수 있겠다’라
는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소위 젊고 어리다고 분류되는 사람들의 경
우에는 이들의 나이가 이들의 상태에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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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의 신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 따로 필요하
게 되면서 젊고 어린 사람들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아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에서 ‘나
이’라는 조건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분류되지 않는 환자들과 예측 불가능한 죽음
말기 암환자들의 상태가 항상 의료적으로 구분된 기간이나 통증평가
도구에 의해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다. 환자의 상태를 표준화하여 의료적
차원의 대응과 예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틀’의 성격이 강했
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화된 틀로 호스피스 병동의 말기 암환자들을 분
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에 빗나가는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팀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예컨대 갑작스러
운 임종은 업무 별로 다른 방식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다음의 사
례는 변00님이 갑작스럽게 임종한 상황에 대한 박현지 간호사와의 면담
내용이다.
[사례 Ⅳ-4] 박현지 / 간호사 / 심층면담
박현지: 변OO님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환자
분들이 계단 스타일인데 계단으로 쭉 지속될 때는 안심을 하고 이러다 오래
살겠다 막 그러는데 갑자기 뚝 떨어질 때의 그… 저희도 사람인지라 당혹스
러움. 보호자한테 설명을 해야하는데 못 받아들일 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서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희가 가
까이 보니까 그거를 또 보고를 하고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호스피스 병동 의료진들은 공통적으로 말기 암환자의 상태가 계단 형
식으로 악화된다고 언급한다. 계단의 평평한 부분에 있을 때는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장기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암환자들의 상태
가 한번 악화가 되면 천천히 완만하게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
치 계단의 경사 형태처럼 급격하게 악화가 된다. 따라서 의료진들은 이
따금씩 비교적 상태가 좋은 환자를 보고“이분은 상태가 좋으셔요”라든
지“지금은 그래도 악화되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이야
기하는 것은 환자가 계단의 평평한 부분에 있다고 보는 것이었다. 그러
나 비의료진의 경우에는 말기 암환자들의 상태를“이분들은 언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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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지 몰라”라고 언급했다. 이는 비교적 상태가 좋아 보이는 환자일지라
도 마찬가지였는데, 환자의 상태가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 팀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는 말기 암환자들의 상태를
계단형식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환자들의 상태가 일반화할 수 없을 정도
로 개별적이며 임종의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다. 그로 인
해 항상 “이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곤 하였다.
계단 형식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때, 분명 환자의 상태가 계단의
평평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임종을 하게 되면 의료
진들은 당황스러워하였다. 변OO 환자의 경우가 그랬다. 변OO 환자는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본인의 힘으로 휠체어를 타고 5층의 실외정원에
산책을 다녀오셨다. 그리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종실이 아닌 4인
실 병동에서 가족이 없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발작을 하였고, 임종실로
바로 옮겨졌지만 이내 임종하였다. 간호사들과 의사는 며칠이 지난 후에
도 변OO 환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당혹스러워했고, 아쉬워하기도 하였
으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정현숙 간호사와
의 인터뷰 내용이다.
[사례 Ⅳ-5] 정현숙 / 간호사 / 심층면담
정현숙: 이제 물론 우리가 임종이 임박했을 때, 예측을 해서 컨디션이 떨어
졌을 때, 보호자들한테 임박했으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
야기를 하지만, 갑작스럽게 컨디션이 정말 갑작스럽게 안 좋아져서 돌아가시
는 경우도 있고, 같이 옆에 계셨지만 보호자들이 다 잘 때 돌아가시는 경우
도 있고.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죄책감이라고 해야할까요? 모든 간
호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거에요. 그런게 좀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 내가 좀 깨워서 얘기를 해주고, 시간을 보내게끔 해줬으면 임종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때 보호자 있으라고 했으면 같이 있지 않았을
까? 그리고 맨 처음에 초창기에 오픈한지 얼마 안됐을 때, 저도 임종환자를
많이 물론 병동에서도 많이 보긴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보진 않았었으니까.
재가 기억 나는게… 보호자들한테 물론 이미 설명해 놓은 상태이긴 해요.
‘임종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가족들 모두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상
태이긴 했는데… 그 집이 아마 애들이 있었을 거에요. 그 와이프가 이제 [환
자의] 손이 이런게 괜찮은 거에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예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가신 거에요. 근데 만약에 그 때,
‘다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애들도 인사를 할 수 있었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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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런거에 대한 죄책감. 임종 예측을 잘 못해서 임종을 같이 못 지키게
했을 때…

말기 암환자의 임종시간 예측은 중요하다. 불필요한 약물을 추가적으
로 투여하지 않을 수 있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으며, 보호자들
에게도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조간호사와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예측을 빗나간 갑작스러운 죽음은 임종 시기를
잘 예측해서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진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일뿐만 아니라, 죄책감이 생기는 일이었다. 이러한 죄책감
은 임종 시기 예측을 못해서 가족들에게 미리 준비를 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지 못한 것, 환자가 홀로 임종을 하게 한 것,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이미 간호사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와 호스피스 돌봄에 대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설명했고, 임종
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지한 행위 그리고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임종을 준비할 것을 고지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임종을 예측
하지 못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이었다.
반면에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고지할 의무가 없는 자원봉사자들과 각
종 치료사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죄책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
이들은 그렇기에 이 환자들의 임종시기를 예측할 이유가 없었다. 이들이
항상 “이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생각으로 돌봄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정성스러운 돌봄을 제공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환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환자를 위한 모든 돌봄을 위
한 행위들이 이 환자에게는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도
록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자원봉사자가 신체돌봄 중 목욕
과 관련하여서 심층면담에서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이다.
[사례 Ⅳ-6] 장경아 / 자원봉사자 / 비공식 면담
장경아: 내가 왜 환자분들 목욕을 그렇게 하려고 악착같이 그러냐 하면… 이
환자가 사실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몰라... 이분들은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
[내 몸이] 좀 힘들어도 씻겨드리면 본인도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요. 물론 우
리만 힘든 것도 아니고, 환자도 체력이 없어서 [목욕을 하는게] 힘들지. 근데
그 상쾌함은 오래 가니까… 여기 계신 동안에라도 상쾌하게 계시면 좋잖아.
[…] 내가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목욕을 해… 그리고 가시기 전에 목욕을
해드리면 그 환우 분도 그렇고 내 생각에도… 깨끗이 씻겨드리면 누군가가
미지의 세계로 갈 때, 주님의 나라를 가든 부처가 계신 곳에 가든 누구든지
깨끗하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나는 자꾸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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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서 업무를 보아온 장경아 씨는 이 곳
의 환자들이 잘 계시다가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았고, 곧 돌아
가실 것 같은 환자가 예상보다 오래 머무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다고 언
급하였다. 그래서 항상 이 곳의 환자들이 언제 임종할지 모르며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래가 될 지는 모른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생각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더 많은 신체돌봄을 제공하도록 촉구
하는 기제였다.

2. 내세를 위하여: 호스피스 팀원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의미
“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36.”

연구자가 연구한 호스피스 병동의 팀원들은 모두 가톨릭 신자였다.
따라서 이들은 가톨릭적 죽음관에 익숙했고, 대부분의 팀원들은 일상생
활에서도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례와 경배 행위는 영적, 종교적 안녕과 돌봄
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맥킨래이(MacKinlay, 2006)는 모든 인간은
의미 있는 상징과 의례에 반응한다고 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날
수 있었던 말기 암환자들과 같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거나, 이들을 오랫
동안 돌봐온 가족들과 같이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종교
로부터 도움과 위로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죽음을 연구하는 사회학자인 천선영(2012)은 이처럼 사람들이 한계
상황이나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종교적 상징과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고 언급한다 37 . 그리고 그는 종교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는 오늘날 죽음
을 앞둔 이들에게 종교의 의미와 역할이 커지는 현상에 대해 합리성, 세
속성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사고구조만으로 죽음이라는 논리적으로 도
36

가톨릭 자료실 홈페이지, “성찬전례 중 위령감사송 1,”
<http://fr.catholic.or.kr/jhs/liturgy/memorial_4.htm>. 최종접속일 2020.05.12..
37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의 종교적 귀의에 대한 설명 방식을 찾는 연구
들은 이것이 대안의 부재 혹은 전통사회의 잔재로 이해되어왔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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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임종기의 환자들이‘종교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
든다. 종교의 유무와 죽음 태도에 관해 연구한 김광환과 황혜정(2017)
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
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하는 것에는 ‘사후세계가 있다는 믿음’때문
이라고 밝힌바 있다. 본 절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환자들에
게 내세에 대한 종교적 믿음을 가진 호스피스 팀원들의 의식과 행위가
어떠한 맥락으로 드러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환자가 입원을 하면서 동시에 환자와 가족에 대한 간단한 개인정보를
기록하는데, 그 차트에는 환자와 가족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쓰
여있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아침마다 그 차트를 확인하여 가톨
릭 환자에게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기독교 환자에게는 주기도문을,
불자인 환자에게는 부처님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호스피스 팀원들이 병
동 내의 환자와 가족들의 종교를 파악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업무였다.
예컨대 환자와 가장 가까이서 대화도 나누고 밀접하게 신체적인 돌봄을
해드려야 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신규 환자가 병동에 진입하면 환
자의 병력만큼이나 종교를 중요하게 여겼다. 환자의 종교에 따라서 호스
피스 팀원들은 신심행위와 전례 행위를 종종 하였다. 실제로 연구자가
자원봉사자로서 업무를 보면서도 이들을 위해 기도를 올려드리는 행위나
성가를 부르는 행위를 거부하는 환자를 보기는 어려웠다. 또 많은 경우
에는 가족들과 환자가 먼저 요구하기도 했고, 구체적으로 특정 성경구절
낭독이나 성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가톨
릭 신자였다. 호스피스 팀원들은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기도를 올려
드리고, 관련된 팀원들을 동원하여 환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다. 팀
원들은 모두 가톨릭 신자였지만 환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기 위
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에는 모든 공간에 십자가와 마리아상과 같은 성
물이있었으며, 수녀복을 입은 수녀들이 상주하며, 행사가 있는 날이며
신부도 병동에 있었다. 이와 더불어 호스피스 병동의 모든 팀원들은 가
톨릭 신자였다. 이러한 상황은 호스피스 병동 내의 호스피스 팀원들 중
아무도 가톨릭 종교를 강요하거나 감화하려는 시도는 없었으나, 공간과
공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가톨릭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도
하였다. 예컨대, 종교가 없는 몇몇 환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접근을 거
부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이 가톨릭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 접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들 또한 환자와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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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러한 심리를 알고 있었고, 이런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종교를 강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본 호스피스 병
동이 얼마나 가톨릭 종교에 입각하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지점이었다.
[사례 Ⅳ-7] 정서연 / 자원봉사자 / 비공식 면담
연구자: 오늘 그 00분은 저희가 가는 걸 원치 않으신가봐요.
정서연: 가족분들이 볼 때 우리가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 또 어떤
분들은 가시는데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냥 자식들, 만약 부모가 가신다고 하
면,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다 하고 싶다. 다른 사람 도
움받지 않고. 내가 끝까지 케어를 하고 가시게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대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봉사자들의 손길을 피하는
건, 맨처음에는 어 이거 우리가 돈을 줘야하는건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으로 우리를 그야말로 포섭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
을 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나를 저 쪽 종교를 믿게 할려고 그러는 건가?
이렇게. 그러면 나는 절대 아니다. 우리는 봉사자일 뿐이다. 종교적으로 그러
려는거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이는 사회복지사이자 수도자인 박문정 씨도 마찬가지였다. 박문정 씨
는 자신이 수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이 가톨릭 신앙을 장려하고 억지
로 감화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더 조심스러웠다. 그
러나 동시에 박문정 씨는 수녀로서 신앙을 갖는 것이 죽음을 앞둔 환자
들에게 일종의 해답을 주는 것일 수 있다고 언급한다. 박문정 씨는 신앙
이 없던 사람이 임종 직전에 신앙을 갖고자 하거나, 오랫동안 신앙을 멀
리 하던 사람이 신앙을 되찾으려는 모습을 보일 때 마다 말기의 환자들
이 의지할 곳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종교가 그들이 의지할 곳으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종교의 종류와는 상
관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종교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박문정 씨와의 면담 내용이다.
[사례 Ⅳ-8] 박문정 / 사회복지사 & 수도자 / 심층면담
박문정: 신앙을 갖는 게 좋겠다는게 아니라, 저는 주로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이런 사례나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걸 알아요. 죽음 앞에선 그 어떤 것도 답을 줄 수 없다는걸. 그럴 때 그래도
궁극적으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뭔가 기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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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밖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정도는 어떤 설명처럼 얘기를 하죠.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건 오히려 제가 수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
죠. 아니면 각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그 종교가 아니라 종교에서 끝
나면 안된다. 신앙으로 이걸 승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불교이든 개신교이든 상관없이. 사람은 살면서 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
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나 이런 질문을 다 한 번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건,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죽음
으로 모든게 다 끝나는거. 세상의 미완성. 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다 순간이
고. 근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갈망하는 거는 영원. 그 영원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건 신앙 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종교인가와는 상관없이 혹은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걸 본능적으로 사람
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열리지 않
는 분들은 굉장히 영혼이 굳어진 분들이죠. 그게 제일 안타깝죠 사실은. 그
래서 호스피스는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근본적인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Viktor E. Frankl)은 종교적 세계관에 몰입하
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Frankl, 1977). 특
히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그 한계에 대한 절망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종교가 이에 맞서 보호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김사복씨는
수녀로서 죽음을 앞에 두고 사후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환
자들에게 해답을 제공한다고 믿었고, 이를 환자들에게 직설적으로 이야
기하기 보다 본인이 지금까지 만나온 환자에 대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면
서 환자들의 두려움을 달래고자 했다. 박문정 씨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
어온 환자들이 본능적으로 종교에 의지하려고 한다고 언급한다. 이는 말
기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개종을 하거나, 신앙이 없던 사람이 신앙을 믿
으려는 현상들에 대한 박문정씨만의 설명방식이었다. 박문정 씨는 신앙
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은 임종에 있어서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존
재한다고 믿었다. 신앙의 여부가 이처럼 임종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면담 내용이다.
[사례 Ⅳ-9] 박문정 / 사회복지사 & 수도자 / 심층면담
박문정: 모르잖아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
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불분명하니까 두렵죠.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을 행복하게
기다리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냥 편안한 것과 행복한 것은 차이가 있죠. 그
냥 내가 이제 살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누렸고, 그리고 사람은 또 다 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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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았어요.
사실 이 정도만 되어도 다행이죠. 그런데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죽음을 참
행복하게 기다리시고, 또 죽음이 더 행복한 일이구나. 이게… 그게 뭘까 봤
더니 두 분다 영적인. 영적인 재해석 죽음에 대한 그게 이루어지신 분들.. […]
아 그래서 신앙이 정말. 죽음 앞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건 신앙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반대이신 분들은 끝까지 불안하고 끝까지 못 받아들
이고 끝까지 불안하신 분들이죠. 호스피스에 계시는데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신 분들이라서…

신앙이 두터운 환자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희망이 있고, 사후를 불분
명한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덜 불안해한다고 언급한다.
반면 종교가 없거나 신앙심이 두텁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행복하게 기
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환자들이 임종을 대하는 태도를 신
앙의 여부에 따라 분류했다.
이처럼 환자들의 임종과정이 신앙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
은 수녀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팀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생각이었
다. 그리고 신앙의 역할이 임종하는 과정과 임종의 순간에 영향을 미치
는 방식은 임박한 미래에 닥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현재 시점에서 완
화하는 방식이었다.
호스피스 팀원들은 신앙심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가톨릭 신자
로서 가톨릭 종교가 가지고 있는 죽음관과 내세관에 대해 알고 있었다.
병동에서는 의료진들 또한 임종 환자에게 있어 종교와 신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윤간호사는 임종 직전의 환자를 위해 성가나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호스피스 팀원들에게 종종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요청되
어서 임종실에 오게된 수녀는 환자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귀에 대고 “빛
만 따라서 가라”,“천사를 따라서 가라” 라고 속삭였다. 신부 또한 병
실에 와서 병자 성사를 하기도 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함께 임종
실에 들어가 성가를 부르고 기도를 드렸다. 임종 직전의 환자는 대개 인
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의식을 하는 호스피스 팀원들은
환자가 듣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사례 Ⅳ-10] 박현지 / 간호사 / 심층면담
박현지: 확실히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 곁으로 갈거야. 이러는 게 확
실히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수녀님의 손길 하나 신부님의 손길 하나가 닿는
게 신자들은 너무너무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막 영적으로 치유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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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사님이 오시는 것 같고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임종 직전에 계신 분께
찬송가 좀 들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려요. 김TT 수녀님이 그러더라고요. 빛
만 따라서 가시라고. 천사님 따라서 가세요.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가세요. 그
런 말을 하시면 보호자 분들은 막 우세요. 분명히 종교적인 힘이 있어요.

한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온 이후 환자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거나
대세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병자가 임종 전에
받는 세례를 대세(비상세례)라고 한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는 하느
님의 뜻에 따라 교회는 위급한 경우는 사제가 아닌 누구라도 세례성사를
베풀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대세란 세례성사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
라 간략한 세례식이라는 뜻이다. 대세를 위해서 병동 수녀들과 신부는
기도상과 십자가, 초, 맑은 물, 흰색 타올 등을 준비한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은 세례명을 정해야 한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환자의 이마에 물
을 붓고 십자표시를 하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ooo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하였다. 세례는 가톨릭 종교에서 매우 중요
한 통과 의례로 정성스럽게 치러졌으며‘주의 기도’와‘성모송’을 올
린 후 대세를 주었다. 이러한 통과의례를 지나면 평생 가톨릭 신앙생활
을 하지 않았어도 임종 전에 대세를 받음으로써 평생을 신실하게 살아온
다른 가톨릭 신자와 동일한 가톨릭 신자로서의 멤버십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정현미 자원봉사자와의 면담 내용이다.
[사례 Ⅳ-11] 정현미 / 자원봉사자 / 심층면담
정현미: 나는 이러한 종교적 의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우리가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건 아니고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가
장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자의 힘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 순간이 이 순
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하느님은 마지막 순간 까지도 구원을 한다고 하거
든. 내가 한 50년동안 하느님을 열렬히 믿어도 마지막 순간에 등을 돌리면
그건 끝이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믿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
을 손을 잡는다면 그건 하느님이 구원을 해주시거든. 그건 정말 굉장한 일이
지 신비지 정말… 그래서 확신이 있다면 신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하느님은 다 받아주실거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의 필요성이 사는
동안에도 필요하지만 죽는 순간에 내가 확신을 가졌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
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분들에게도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그렇게 정성껏 기도를 드려주시는 거군요.
정현미: 비신자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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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거지. 마지막 순간에 세례를 받으면 더
우리가 바라는건 그거지만. 여기의 목표는 종교가 아니야. 우리가 도움을 주
고 이끌어 주는 것뿐이지. 근데 그걸 강요하는게 아니고 종교가 목표는 아니
니까 우리는 환자 돌봄을 해주는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종교
를 갖고 싶어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 또 세례를 받으시려 하시는 분도 계
시고. 그럼 정말 기쁘지.

정현미 자원봉사자는 인간이 가장 나약한 순간은 죽음의 문턱에 서있
을 때라고 언급하며 따라서 절대자가 있다면 바로 이 순간에 가장 기대
고, 매달리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가톨릭 종교에서는 평생 신앙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도 죽기 전에 대세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고 한다. 따라서 대세는 임종기의 매달릴 곳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자신
의 사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호스피스 팀원들
은 환자의 대세를 환영했다. 종교적으로 같은 멤버십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느끼는 동질감도 있었으며, 대세를 받은 이후부터는 환자를 세례
명으로 부르며, 환자가 임종을 해도 천국으로 갈 수 있기에 이 환자의
죽어감과 그 끝의 임종이 결코 슬픈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세는 호스피스 병동 내에서도 큰 행사로 여겨졌다. 대세를 위한 의
례는 의례가 줄곧 이루어지는 공간인 호스피스 병동의 로비에서 이루어
졌으며 호스피스 팀원들은 실내 정원을 장식하였다. 신부,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수녀들이 대세를 위해 모두 모였으며 대세를 받는 가족들은
물론 같은 병동 내의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도 참석하여 함께 축하를 해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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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대세가 이루어지는 현장

호스피스 팀원들은 병동의 종교가 없던 환자들이 임종기에 종교를 찾
는 현상, 그리고 냉담을 하던 신자들의 신앙심이 돈독해지는 현상에 대
해서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매달리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환자들 중 자원봉사자들이 기도를 해드린다고 하였
을 때 거절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자신의 종교에 맞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의 태도를 호스피스 팀원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말기 암으로 죽음을 앞두었다는 환자의 상태와 감정에 대한 공감
에서 근거하였다. 자원봉사자 중에는 죽음을 앞둔 경험을 한 사람은 없
었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경험이나 아픈 가족을 돌본 경
험을 통해서 말기 암 환자의 간절함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감정
에 접근했다.
[사례 Ⅳ-12] 정서연 / 자원봉사자 / 비공식 면담
정서연: 나는 근데 어디 한 군데 정도는 (환자들이) 매달릴 필요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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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내 생을 마감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군가한테 매달릴 데가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 말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신앙은 없으시더
라도 그냥 어떤 신이건 누구에게라도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기도라도 한 번
해보는게 좋지 않나…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분이 나의 이런 의미를 받아들
일 분이라는 가정 하에… 그 기도 안에 나쁜건 없으니까…

정서연 자원봉사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사별한 경험이 있다. 그리
고 최근에 어린 조카와 사별을 하면서 또 다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
내야 했다. 그의 이런 경험들은 환자가 갖는 죽음의 두려움까지 이해하
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
해하기에는 충분했다. 정서연 씨는 자신이 느끼는 이러한 감정을 환자들
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례 Ⅳ-13]

장선희 / 자원봉사자 / 비공식 면담

장선희: 사람이 내가 건강할 때하고 뭔가 간절할 때하고 느낌이 달라. 우리
가 왜 기도를 해주냐하면,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건 자기 종교 속에서 기적을
바라는 거야. 봉사를 오래 하면 알텐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죽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죽음하고 달라.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종교가 없는 사람보
다 덜 불안해. 우리가 왜 기도를 드리냐, 그 아픈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들
은 많지 않아, 매일 보는 거는 가족이야, 이 병원 관계자들이야. 봉사자들이
사실 새로워. 이 환자들이 눈도 감고 말도 안하고 그럴 때 누구한테 의지를
하겠어. 미지의 세계의 신한테 의지를 한다고.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갖는
바램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 기도해서 신 밖에 없는거야. 그럼 위
로가 되는거야. 속으로. 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픈 사람들은 특히 어
디에 매달리겠어. 몸에 좋다는 거 먹어도 쓸모 없고,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
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신한테 기도를 하다보면 이루어질 것만 같은 어
떤 희망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기도라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라
고 생각해.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는거야. 기도해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싫다고 하는 환자는 100명 중에 1-2명도 안돼. 이게 경험으로 본인이 느끼
는 거지. 개신교 신자들도 기도를 해주고, 불교신자도 기도를 해드리지. 그
때 한번 봐봐. 그 기도를 할 때 그 얼굴의 진중함은 정말 이 사람들은 거기
에 끈을 잡고 있는거야. 내 생각으로는 희망이다 기도는… 천주교든 개신교
이든 본인이 가진 종교는 희망인 거 같아. 기도를 해드린다고 하면 환자들이
참 좋아하잖아.

환자가 임종을 하기 직전에는 환자의 가족들의 요청 혹은 호스피스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가톨릭 신자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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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종을 돕는 기도를 하기 위해 호스피스 팀원들이 임마누엘 방에 모
인다. 참석한 모든 사람은 십자성호를 긋고 예식을 시작한다. 환자가 십
자성호를 그을 수 없는 경우 에는 가족이 도와준다. 본 병동에서 사용하
는 원목기도서에 나온 임종을 돕는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느님께
이 세상을 떠나는 환자를 맡기며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요청하는 기도를
임종 환자에게 올린다. 이는 환자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세에 대한 희망
을 염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는 죽음을 준비하는 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내세가 있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
직전의 환자와 죽은 이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는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
도였다. 연옥 영혼들은 지상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의 기도와 미사 선행
등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례 Ⅳ-14] 박문정 / 사회복지사 & 수도자 / 심층면담
박문정: 제가 본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은 할머니, 그 분도 신자셨는데 그
분도 여기 계실 때,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언제나 항상 스마일이셨
어요. 작년 12월 28일에 임종하셨어요 2018년도. 항상 스마일 항상 감사합
니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입원해서부터 임종하실 때까지… 그리고 임종을
하실 때도 당신은 기다리셨어요. 어느 순간 딱 되니까 그냥 곡기를 딱 끊으
셨는데 그게 빨리 죽고 싶어서나 고통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
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빨리 데려가세요. 당신 곁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러셨어요. 이건 정말 드문 이야기에요. 제가 여기서 뵌 분이 2년
동안 한 400분도 넘는데 그 분들 중에 2명 정도…?

[…] 어떤 뭐 가족들이

방문하거나 손주들이 방문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 하면 감사하다면서 항상
물게 박수를 이렇게 막 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 장례식장으로 가
셔서 조문을 갔는데 그 분이 28일날 임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8일날 성
탄행사를 했을 때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저하고 둘이서… 행사 때. 근데
그때 임종하시기 4일 전의 모습과 영정사진 그래도 조금 건강했을 때의 모
습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표정이나 이런게…

뭔지 알겠어요? 그만큼 여

기서 편안하셨다는거. 임종을 받아들이셨다는거.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에
대한 영적인 재해석이 완벽히 이루어지셨던거죠. 영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지는거지 그건 나한테 너무 행복한
일이라면서. 이게 신앙으로 영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
지 않구나. 그런 두 분을 통해서 저도 수녀지만 많이 배우게 되는 거에요.

수녀이자 사회복지사인 박문정 씨는 임종을 받아들이고 본인인 영적
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신실한 사람의 임종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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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보는 약 2년 동안 딱 두 경우 보았다고 언급한다. 그 환자를 통
해 수녀 본인도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수녀는 그 환자를 인
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
가톨릭 신자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원들에게 있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 모든 종교적 의례와 신심행위들은 구원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들은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종
교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마저도 조심스러워했으나 대부분의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종교 행위와 신앙은 강요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적
극적으로 요구되는 무언가였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매
달리는 무언가는 가톨릭 신자들인 호스피스 팀원들은 모두 이해할 수 있
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합리성을 중시하는 병원에서도 여전히 종
교의 영향이 사라지지 않고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들
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종교와 종교인들의 영향력이 극대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3.‘웰다잉’담론이 생성되는 맥락
죽음을 연구한 사회학자 컬(Kearl, 1989)은 어떠한 죽음이 다른 여
타의 죽음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고 언급한다. 웰다잉이라는 말을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것이지만 이러한 생각은 근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에 대한 인식들은 인류 역사 안에서 시대
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꾸준히 있어왔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 임종은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존엄하고 인간적인 죽음일 것이라고 보
여진다. 하지만 이 공간 내부에서는 또 다시 웰다잉을 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가 유동하는 기준에 의해 분류되고 있었다. 본 절에서는 임종
기의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팀원들이 형성하는 웰다잉 담론에 대해
서 논의하고자 한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환자의 사망 이후에도 다양한 절차를 밟는다.
의료적 차원에서 사망판정은 세 가지 징후인 호흡정지, 심정지, 동공의
산대와 대광반사의 소실로 이루어진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이와 같은
생물학적인 죽음 후 임종선언의 과정에 들어간다. 호스피스 병동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중환자실 병동과는 다르게 심전도 모니터가
부재했다. 임종실에서 가족이 지켜보고, 호스피스 팀원들이 수시로 병실
129

을 방문하여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가족들에게도 언지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병실에 심전도 모니터를 두게 되면 가족들을 비롯한 보호자들이 모니터
의 파형에 주목을 하면서 임종을 앞둔 환자와 보내야 할 귀중한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더 의미 있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심
전도 모니터를 임종실을 비롯하여 일반병실에도 두지 않았다.
환자가 임종을 하면 호스피스 팀원들 중 자원봉사자들이 임종을 한
환자를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모여서 성가와 성경말씀을 낭독하였다. 환
자가 개신교 신자일 경우, 개신교 주기도문과 찬송가를, 불교일 경우, 불
자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보통 환자의 가족들도 함께 있지만, 환자의
가족들은 울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자원봉사자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는 가족들이 더 크게 울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주는 작용
을 하였다. 사별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임종실을 나오는데 이와 같은 신
심행위를 긴 시간 동안은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가족들이 고인이 된
환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 환자의 임
종이 자원봉사자들이 없는 시간에 이루어질 때에는 수도자들에 의해 신
심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이 지난 후에는 사후 간호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사후 간호의 목적은 사후 생리적인 변화로 생기는 외모의 변화를 가
능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리하고 생전의 모습에 가깝게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고인을 평상시의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능숙한 사후 간호
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박명희, 2018). 사후 간호를 위한 물품은 간호
사실 안쪽에 항상 정리되어 있었으며, 빠진 물품이나, 새로 재고를 채워
야 하는 물품의 경우 장부에 적어 놓았다. 임종간호 물품에는 수건 또는
아로마시트, 드레싱 세트, 가위, 거즈, 장갑, 기저귀, 갈아입을 옷, 속옷
과 양말, 꽃과 이불, 종교물품, 방수포 등이 있었다.
환자가 임종을 하기 직전이나 하고 난 뒤에는 가족의 요청 혹은 호스
피스 팀원들의 요청에 의해 자원봉사자들이 임마누엘 방에 들어가 신심
행위를 하였다. 환자나 가족들이 가톨릭 신자일 경우에는 성가를 불렀다.
다음은 환자 김PP씨의 임종을 지킨 자원봉사자 장선희 씨와의 면담 내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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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Ⅳ-15] 장선희 / 자원봉사자 / 심층면담
장선희: 나는 여기서 일한 지 1년 7개월 됐는데 기억이 남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환자분을 봤을 때는 변OO님인 것 같아. 그분하고 대화를 했을 때,
그분은 어느 정도 [죽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분의 삶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속으
로 생각했어]‘아 이분은 벌써 준비를 하고 계셨구나’ 하고… 그분은 정말
편안하게 가신 것 같아… 그래서 그 분이야말로 정말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
셨기 때문에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분은 환자 분은 전혀 의식
이 없으셨지만… 그 우리랑 같이 성가 부른 가족들 있잖아. 그 가족분들이
나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 그 환자분은 의식이 없어서 전혀 우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 가족들이 준비된 상황에서 성가를
부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시면서… 아 죽음을 - 이렇게 표현이 좀 이
상한데… 슬프면서도 기쁘게 맞이한다고 해야할까? 죽음이 이 죽음으로 끝
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 아 이[가족]분들은 신앙적인 힘이
있구나. 그 환자분은 전혀 의식이 없어서 모르셨겠지만, 그[환자]분은 가족분
들이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족을 떠나보내니까 슬프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변OO님과 김PP님 두 분은 모두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 기간에 호스
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한 분들이었고, 연구자 또한 이 두 분의 임종을
지키며 그 상황 속에 있었다. 변OO 님은 가족이 안 계실 때 혼자 돌아
가셨지만 임종하기 1시간 전까지 산책도 다녀오셨고, 평소에도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이셨다. 변OO님은 사교성이 좋아 이미 호스
피스 팀원과도 라포가 잘 형성된 환자였다. 임종하기 1주일 전에는 막내
딸의 결혼식에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셨고, 결혼식에서 멋진 모습을 보
여주고 싶다면서 결혼식 전날 자원봉사자들에게 목욕, 이발, 면도 등의
신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셨다.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변OO님은 종종
자기는 이제 (임종할) 준비가 되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으며, 자신
에게 막내 딸의 결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말씀
하시기도 하였다.
김PP님은 변OO님의 상황과는 조금 달랐다. 김PP님은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된 상태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과한 환자였기에 호스피스 병
동에서 보낸 대부분의 시간은 의식이 없었다. 다만 김PP님의 가족이 김
PP님의 임종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호스피스 팀원으로 하여금 김PP
님이 웰다잉을 하였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김PP님의 가족들은 어머니
인 김PP님의 임종이 슬펐지만 끝까지 정성으로 모두 모여 기도를 드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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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종종 성가를 부르기 위해 자식들이 모두 김PP님의 곁에 모이기도
하였다. 김PP님은 간병인을 따로 두지 않았지만 항상 신체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입술도 촉촉하였으며, 손톱과 발톱도 잘 관리되었고,
손도 건조하지 않게 유지되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오랜 병실 생활로
이발이나 머리 미용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만 김PP님의 머리는 항상
차분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이 모든 관리가 간병인이나 자원봉사자에 의
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PP님의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하였다. 김
PP님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난 뒤 가족들은
자원봉사자들을 급하게 부르시며 성가와 성경말씀을 요청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의식이 없는 환자를 둘러 싸고 성가를 불렀다. 호스피
스 자원봉사자들은 환자를 위한 신심행위를 마친 뒤 나와서 이런 가족은
참 보기 드물다며, 김PP씨가 좋은 곳에 가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변OO씨와 김PP씨의 임종의 과정은 유사하면서도 많이 다르다. 그러
나 이 두 고인의 임종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웰다잉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자주 일컬어졌다. 이를 통해 웰다잉을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환자 자신
만의 죽음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환자를 둘러싼 가족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스피스 팀원
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환자와 가족들이 갖는 신앙심 또한 가톨
릭 의료기관의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웰다잉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는 호스피스 팀원으로
하여금 일종의 웰다잉이 무엇인가에 대해 수렴하는 의견을 내놓는 것에
일조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면담을 통해 대다수의 호스피스 팀원들이 변
OO씨와 김PP씨의 죽음을 웰다잉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호스피스 팀원들에 의해 담론화 되면서 병동 내의 일종의 웰다잉의
기준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이와 반대되는 사례의 환자들의
죽음을 안타까운 죽음, 좋지 못한 죽음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간혹 호스피스 팀원들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환자 혹은 가족들이 있었
다. 이런 경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서 호스피스 돌봄을 거부하는 것은 약물을 통한 진통 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일 뿐 그 이외의 것에는 관심 갖지 않는 것이었다.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님에도 자원봉사자들의 신체돌봄을 거부하고 호스피스 병동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수도자들의 신심 행위와 전례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있기도 했다. 이러한 환자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호스피스 팀원들이 접근
하기가 어려웠으며 따라서 라포를 형성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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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팀원들은 이러한 환자 혹은 가족들을 안타까워했으며, 이러
한 환자나 가족이 죽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의 근저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
자와 가족을 둘러싸고 호스피스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환자 혹은 가족이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여 아직 ‘내려놓지 않
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환자와 가족이 내려 놓아야 하는 것은 무
엇일까? 그것은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이야기했다. 환자가 삶에 대
한 애착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그
래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는 것에 대한 희망
을 내려놓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상태와 임종기의 환자만이
모인 호스피스 병동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부인과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부정은 호스피스
팀원들의 돌봄까지도 지양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었다. 호스피스 팀원들
은 환자의 거절을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워
했으며, 환자가 서서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자와의 면담 내용이다.
[사례 Ⅳ-16] 장선희 / 자원봉사자 / 심층면담
장선희: 반대되는 상황은 환자분이 우리 봉사자를 거부하시고 봉사자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죽음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고. 봉사자를 거부하는 거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이 죽
음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하면 뭔가 자기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뒤돌아보
고 정리를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 봉사자도 거부
하고,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분이 계셨었어. 그걸 보니까 아직은 삶에 대한
애착이랄까 집착이랄까. 뭔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으시구나. 보기에도 얼
마 남지 않으셨는데 아직은 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러면 너무 힘드
시겠다. 가족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죽음
은 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집단이었다. 이들의 호의를 거절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있다면 그러한 환자들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을 내려놓지 못한
것일까? 왜 못 받아들이고 계실까?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상황일까? 와
같이 끊임없이 질문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복지사이자 수녀인 박문정 씨
는 이러한 환자들이 끝까지 불안한 채로 계시다가 끝내 죽음을 못 받아
들이는 분들이라고 표현했다. 병동 내의 많은 팀원들은 이러한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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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웰다잉과 반대되는 형태의 죽음이라고 보았다.
웰다잉에 대한 담론은 특정 환자들의 임종과정에서 호스피스 팀원들
이 공유하는 웰다잉의 요소들을 연행함으로써 구성되었다. 이러한 담론
은 더 나은 모습으로 임종했다고 생각되는 임종 환자가 나타나면 대체되
기도 했으며, 특정 조건이 기존의 담론을 형성하던 조건에 누적되는 방
식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을 형성하는 것에 조건을 제공하
는 환자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담론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더 나
은 조건을 제공하는 임종 환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웰다잉 담
론은 웰다잉 환자를 특정 조건을 가진 환자만으로 수렴하게 되는 현상이
있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조건을 가진 채 임종한 환자만을 기억
되게 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환자들의 임종을 의도치 않게 웰다잉의 담론
에서 배재하거나 일반화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였다.

4. 반복되는 죽음 목격이 바꾸어 놓은 삶의 의미
중세 유럽에서는“너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메
멘토 모리(memento mori)’사상이 유행하였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
게 죽음은 일상 속에 있는 것이었다. 역사상 중세 말기 유럽에서는 흑사
병과 전쟁, 반란과 봉기, 대기근이 죽음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일상에서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다. 행
복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생활 속에서 괴로운 것, 싫은 것, 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삶과 분리하여 제거해버렸다. 죽음도 그 중 하나다. 사람
들은 병, 노환, 치매, 죽음처럼 자기가 당하기 싫은 것들을 일상 공간에
서 분리해 자기 삶 속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과학기술, 특히 의료기술
의 발달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류학자인 클라라 한과 비나 다스(Han & Das, 2016)는 어떻게 죽음이
항상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죽어가는 사람을
애도하기 위한 사회적 반응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사회역사적 맥락을 통해 분석하고, 변
화하는 죽음인식이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사회성을 양산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본 절에서는 그 갈래의 일환으로서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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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피아 공간에서 팀원들이 갖는 죽음인식이 어떠한 형태로 의미화 되
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팀원들은 죽어감과 죽음을 그들의 일상에
서 분리할 수 없었다. 이 공간에 있는 팀원들은 매일 죽음과 조금씩 가
까워지는 환자들을 돌보아야 했으며, 환자들의 죽음과 사별을 일상적으
로 목격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인식은 수년간
다양한 말기 암환자들의 임종을 함께하며 형성된 것이며‘임종기’라는
특수한 상태에 대한 임상적 지식이 겸비된 것이었다. 따라서 “호스피스
팀원들이 반복되는 죽음을 목격하며 이들이 갖는 삶의 의미가 어떻게 바
뀌고 있을까?” 그리고 “호스피스 팀원들이 병동에서 죽어가는 환자는 돌
보며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또 극복하고 있을까?” 에 대한 이들의
대답은 삶 속에서 죽음을 배재시켜 온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
미가 있다.
베커(Becker, 2019)는 저서『죽음의 부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죽음
의 과정에서 스며드는 불안과 공포가 삶의 적응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불안과 공포를 줄이려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
인의 죽음을 매일 같이 지켜봐야 하는 이들은‘죽음’을 어떻게 의미화
하고 있을까?
수일 이내 임종이 예견되는 불치병의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팀원들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일이었다. 호스피스 병동
에서 수행된 임종이 수일 이내로 예견되는 환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임종이 일 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여
준다. 1)대부분의 환자가 경구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되고, 식사량 또
한 평소에 절반 이상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2)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의 비율이 급감하며, 의식이 점차 저하되면서 수면량이 증가하는 기
면상태가 된다. 3)비정상적인 호흡양상이 생기면서 그르렁거리는 소리,
일명 가래 끓는 소리(death rattle)를 보이는 환자가 생긴다. 이 때 그르
렁거리는 호흡은 환자가 48시간 이내에 임종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예고로 알려져 있다. 4) 임종과정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섬망을 겪지만
약물로 조절이 되는 섬망을 가지고 있다가 임종 직전에 다다르면 적극적
인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섬망으로 심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섬망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증상이었
다(Kuneida et al., 2013; 박명희, 2018).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 조건만
으로 임종기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 조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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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알 수 있는 징후일 뿐이었다. 임종을 수
일 앞둔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이 고통은 암의 전이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한 총체적 고통의 발
현이었다. 이에 대한 정현숙 간호사와의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Ⅳ-17] 정현숙 / 간호사 / 비공식 면담
정현숙: 암에 걸린 분들은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내가 차라리 치매였으
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이 상황을 아예 잊고 싶다
든지 아예 정신을 내가 놨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만큼의 고통이 있는거겠죠. 환자들 내부에서는.

환자들이 그들의 겪는 고통을 표현하고 발화하는 방식을 통해 간호사
들은 환자들의 고통을 짐작했고 환자와 공감했다. 죽음은 마치 삶의 테
두리 가장 끝을 넘으면 바로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
가는 테두리 즉 그 경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게 넘어갈 수조차 없었
다. “ 죽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차혜련 자원봉사자의 말은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 놓인 사람들이 죽음으로 넘어가는 것에도 도움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혼자서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의 곁에서 그 어렵고 험난한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이었다.
[사례 Ⅳ-18] 차혜련 / 자원봉사자 / 심층면담
차혜련: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죽는 것도 힘들다. 고통 속에 있어도 본
인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사실 죽는 과정은 쉬울 거
라고 생각했어. 사실 이렇게 아프고 고통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거
든.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어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런 분들 가시는 과정에 같이 있는거지. [죽는 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말기의 암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자신이 차라리
치매에 걸려서 이 고통을 잊고 싶어하기도 했고, 정신을 놓아버리고 싶
다는 말도 팀원들은 종종 들을 수 있었다. 말기 암환자들이 겪는 신체적
고통을 몸소 느껴본 적은 없지만 팀원들은 환자들의 표정, 신음소리, 그
리고 스스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해진 몸을 통해 그들의 고통이 얼마
나 끔찍한지를 짐작했다. 차혜련 씨는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이
죽는 것조차 힘들어 한다고 표현했다.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
이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비가역적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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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고통을
앓는 이들을 목격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 말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죽는 게 나은 듯한 고통을 매일같이 목격하는 이들에게 죽음은 오히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는 말기 암 환자들의 고통을
수년간 보아온 간호사로 하여금 환자가 임종을 통해 비로서 편안해진다
고 생각하게 만드는 근거였다.
[사례 Ⅳ-19] 박현지 / 간호사 / 심층면담
박현지: 그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죽여달라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
다. 그거 사실 제가 의료진이라서 그게 마음대로 안되긴 하지만 그 부분이
참 공감이 가요.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 사는게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죽고 나면 편안하구나. 제가 여태까지 임종을 많이
봤는데 힘들게 딱 임종하고 나서 힘든 분도 몇 분 봤지만 대부분은 편안했
어요. 뭐랄까 웃는 얼굴은 아니지만 편안한 모습, 그 전엔 너무너무 고통스
럽고 힘들어하다가 돌아가시고 호흡이 멈추면 차라리 그 모습이 편안했어요.
눈뜨고 돌아가시는 분도 보긴 했지만 몇 명 외에는 다들… 편안해서 보호자
분들에게 ‘편안한 모습이시다’ 그러면 되게 위안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런
의료진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평생 남을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이.
그래서 되도록 되게 좋게 얘기해드리려고 해요. 진짜 대부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참 편안해요. 참 신기하게.

박현지 씨와 차혜련 씨의 면담 내용은 더 오래 살아야 하고, 살려야
만 하는 기존의 생의학적 담론에만 치우쳐진 의료 체계 속에서 누군가는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음을 보여준
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이러한 고통을 끊임없이 마주해야 하는 호스피스
팀원들에게 있어 환자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가 삶에서 죽음의 단계로
최대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키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다.
한편 호스피스 팀원들은 병동에서 일을 하며 점차 죽음이라는 사건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오래 일을 한 팀원일수록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이
고 있었고,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 이러한 익숙함은
처음에 이곳에서 일을 하던 당시에 감정적 정신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
며 반응했었던‘죽음’이라는 사건에 점차 무뎌지게 만들었다. 평상시에
는 이러한 무뎌짐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지만 이따금씩 어떤 사건으로
인해 본인을 객관적으로 볼 때면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덤덤하게 여
기는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자원봉사자 정현미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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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담 내용이다.
[사례 Ⅳ-20] 정현미 / 자원봉사자 / 심층면담
정현미: 돌아가시는 분들을 매번 보면서 사람 다 죽는 거지. 이분은 또 언제
쯤 가시겠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나를 보면 슬플 때도 있어. 내가
처음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올 때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런 마음은 다
어디 갔지 하면서. 초심을 갖는 다는 게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 내가 아무리
그때로 돌아가려 해도 그게 잘 안돼. 처음에 3개월 동안 환자를 보면서 환자
에 대해서 기록을 다 하려고 했거든 그거를 가끔 봐. 한 환자를 볼 때마다
한 페이지씩 적은게 있거든. 그 때 당시에 내 마음이 어땠구나 아 이랬었지.
하면서 지금의 이 무뎌진 것 같은 사람들 아파서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
은데… 사실 우리가 대기하면서 자원봉사자실에서 웃는 것도 마음이 무겁기
도 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옛날에는, 진짜 처음에는 뭐든지 하
나하나가 다 걸리는거야.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내 감정을 아주 예민하게
내 감정이 다 솟아있어 막 예민하게 뭔가 반응이 오면 톡, 톡, 톡, 톡하고.
근데 지금은 익숙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거야. 이런 모습을 보면
나는 ‘또 뭐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부터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온 정현미씨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곳에서 일하며 자신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처음과는 너무도 다른 자신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누
군가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본인은 평범하게 일상 생활을 살아가고 있음
에 문득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 환자들의 죽어감과 죽음의 공간이지만 또 동시
에 사별을 거쳐 또 다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가족들과 호스피스 팀원들
의 공간이기도 하다. 삶과 죽음이 혼재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이들이 생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돌보아 준다. 그
중에서도 호스피스 팀원들은 호스피스 병동을 지키는 이들로 유일하게
병동에 상주하는 집단이다. 이들에게 죽어감을 목격하는 것은 익숙해지
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일이었다.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아주 가까
이에서 이들이 아는 사람들의 죽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
한 경험들의 축적을 통해 호스피스 팀원들은 죽음을 자신의 일로 혹은
자신의 가족의 일로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있었다. 이들은 삶 속에 죽
음이 내재되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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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팀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오기 전부터 죽음을 가깝게 생각
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 또한 죽음을 삶에서 배재시키는 삶을 살아왔다.
이들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넘어온 보이지 않는 경계
들은 이들로 하여금 호스피스적인 사고와 태도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수
년에 걸쳐 죽어감과 죽음을 목격하며 비로서 죽음이 삶에서 배재될 수
없음을 그리고 죽음이 타인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며 언제나 죽음이
자신의 곁에 있음을 습득하게 된 것이다. 결국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
의 죽음은 가족과 호스피스 팀원들 모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공동의 사건’이 된다. 김분선(2020)은 이에 대해 죽음이라는
일련의 사건이 죽는 자에게는 반복할 수 없는 최후의 경험이지만, 죽음
이라는 사건에 관계하는 이들까지도 어느정도 죽음의 경험에 포섭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죽음이 언제 내게 닥칠
지 모른다는 생각을 만들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을 아깝게 만들었으며 삶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간호사 박현지 씨와의 면담 내용이다.
[사례 Ⅳ-21] 박현지 / 간호사 / 심층면담
박현지: 저희 시아버지도 항암치료를 할 때 산삼으로 막 마사지하고 그런 것
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정말 안해본 치료 없이 끝까지 해본 거예요. 그 때는
제가 일반 병동에 있을 때라 호스피스를 잘 몰랐고… 그래서 [시아버지를]
관찰만 했죠. 근데 차라리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여행
을 다녀 온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스피스 여기서 또

배운 건 죽음이란 건 언제 닥칠지 모른다라는 거에요. 삶이라는게 하느님이
주어주신 시간인데 그 시간이 빨리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늦게 갈 수도
있는데, 하루하루를 좀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우리 엄마한테 내 아들한테
더 잘해야겠다. 우리 엄마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가고 싶은데 다
같이 가야겠다. 내 삶에 좀 투자하면서 가족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
렇게 제 삶의 목표는 또 어떻게 바뀌어야겠다. 그런게 달라지더라고요. 요즘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혼자서 영화도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래
요. 제 시간이 소중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여기 오고 나서 바뀐거예
요.

죽음이 일상화된 팀원들은 죽음이 언제나 닥칠 수 있는 자신의 일임
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죽어감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있었고 따라서 죽
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거나 경원시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담담하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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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는 자원봉사자 정서연 씨와의 면담 내용
에서도 알 수 있었다.
[사례 Ⅳ-22] 정서연 / 자원봉사자 / 심층면담
정서연: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해. 우리 애도
엄마 왜 그런말 하냐고 되게 싫어해…. 무서운가봐… 내가 뭐… 이제 연명치
료 안받겠다고 동의서 쓴 것도 그렇고. 엄마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언제가
되었든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이 오면 엄마가 원하는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건데도 싫어하더라고. 우리 신랑도… 나는 [연명의료계
획서에 서명을] 했으니까 자기 병원 가는 날 자기도 하자고 했더니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성당에 가서도 친구들한
테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특별한 환자가 있으면 이런 환자가 이랬고, 가
슴이 아팠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삶을 이렇게 살 것이고 아등바등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러면 물론 생각만이고 물론 행동이 잘 안되기
도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생각하다보면 10가지 할 거를 한 9가지만 하게
되고 한 가지는 안하게 되는 거야 (웃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너 무슨 죽음에 초월한 애 같다고 그러고 막 굉장히 나를 막 높이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내 생각이 그런게 아니라 너네도 그런걸 접하고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걸 대단한게 아니란 걸 알게 될거라고 여기와서 일하다 보
면 마음이 많이 달라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이 나이를 먹었어도 무서
워서 못한다고…

자원봉사자 정서연 씨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14년째 일을 하면서 겪
고 느낀 것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려주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정서
연 씨는 본인이 갖는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를 통해 깨달은 삶의
가치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가족들과 지인들의 반응이 신기해하
였으며, 한편으로는 이들을 통해 자신이 호스피스 병동에 오면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언급한다. 정서연 씨는 호스피스 병동에
서 14년간 일하며 수많은 말기 암환자들을 만났고 또 그만큼 많은 환자
와 이별했다. 정서연 씨는 이러한 경험을 아등바등 삶을 살아온 지난 자
신의 삶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정서연 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팀원들이
“ 그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언급을 하며 자신이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호스피
스 병동에서의 경험을 통해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한 발화는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도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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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Ⅳ-23] 차혜련 / 자원봉사자 / 심층면담
차혜련: 그 전에는 살면서 일상적인 갈등, 식구들과의 갈등 이런게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여기 들어와서는 그런게 아무것도 아니야 [웃음] 그리고 “에
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화나고 좀 그런 일이 있어도 이내 “아
…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고, 나를 다독일 수 있게
된 것 같아. 물론 큰 갈등은 나도 여전히 쉽게 못 넘어가겠지[웃음]. 이렇게
되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지. 남을 대하는데에도 좀 편해지고… 여기 와서 오
히려 나는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워낙 생사를 오가는 큰 일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철학자 셸리 케이건(Shelly Kagan)은 죽음을 자주 의식하게 되는 사
람들이 갖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특별한 이유를 “죽음을 통해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
을 때 인생의 우선 순위를 바꾸고 비로소 생존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벗
어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Kagan, 2012). 호스피스 팀원들은
불치병의 환자, 임종이 예견되는 환자를 오랫동안 보아오며 죽음이 단지
타인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고, 죽음은 항상 곁에 있는 것임을 내면화
한 집단이다. 이들은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삶의 유한성을 진심
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고, 이는 이들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우선
순위를 바꾸고 기존의 가치체계에 변화가 생겼다. 이처럼 우선순위와 가
치체계의 변화는 호스피스 팀원들이 오랜 시간 말기의 환자를 돌보며 자
연스럽게 공유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죽음이 일상화되었다고 해서 죽음 목격이 호스피스 팀원들에
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죽음에 담담해진 것은 감
정이 절제되고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 이들에게도 여전히
죽음은 정신적 소진을 일으키는 일이었다. 정서적 소진을 일으키는 죽음
의 경우는 매우 다양했다.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에서부터 가족
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별에 대한 슬픔과 같은 정서적인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환자의 병의 증상과 증상이 발현되는 양상이 유관적으로 좋지 못
한 경우부터 환자와 가족과의 라포로 인해 호스피스 팀원들 또한 사별의
아픔을 겪는 경우까지 그 범주는 넓고도 다양했다. 다음은 간호사 박현
지 씨와의 면담내용이다.
[사례 Ⅳ-24] 박현지 / 간호사 / 심층면담
박현지: 인후두암은 이 암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막 튀어나와 있고, 이비인후
과적 암이 되게 좀 유관적으로… 의료진인데도 깜짝 놀라거든요? 암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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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위로 튀어 올라와 있는거라… 이 암이 튀어나오고 냄새도 막 나고 전신
에 우둘투둘 암이 튀어나오고, 사실 유관적으로 조금 충격적이고 보기가 힘
들어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 간암이었는데, 이 피를 여기가 출혈이 생겨
가지고 피를 막 토하는 거에요. 40대 중반인데 멀쩡하시다가 피를 토하면서
자기가 이러다 죽겠다는 거를 예후를 하고, 아마도 그분은 그날 죽는다고 느
끼신 것 같아요. 다행히 신자라서 신부님이 오시고 기도를 하고 나서 돌아가
셨거든요. 그게 다 이제 4시간 안에 이루어졌는데, 막 이렇게 토할 때 그걸
보는 의료진은 아무리 지혈제를 쓰고 어떻게 해도 그게 안되거든요. 이게 간
문맥이 터진거에요. 그런거가 지금도 좀 기억에 남는 환자. 그런 최악의 순
간을 볼 때 잔상이 계속 남고 기억에 오래 남는거 같아요. 근데 인간으로서
의료진이 뭔가 해줄 수 없을 때 그 때 지혈을 좀 해서 막았으면, 일반 병실
에서는 피를 막 짜면서 지혈제도 쓰고 뭐 삽입도 하고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든 살려봤겠죠… 근데 그거 안하기로 하고 여기로 오신 분들이니까… 이렇
게 보니 여러가지 충격적인 일을 많이 보긴했네요 제가.

팀원들은 임종 직전의 마지막 순간, 어떠한 약물로도 통증이 극복되
지 않고 바이탈 수치가 비정상이 되는 순간부터 그 환자의 최악의 순간
을 보게 된다고 언급한다. 특히 암이 겉으로 드러나 피부의 표면에서 암
이 보여지고, 피를 토하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자주 본
의료진들 또한 충격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환자를 사후관리까지 하
고 나면 간호사들은 그 잔상이 업무 후에도 계속 떠오르며 기억에 남는
다고 언급한다. 어떤 팀원의 경우에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상처에서 나
는 냄새가 잊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시각이나 후각과 같은 감
각에 의해 각인된 기억들이 지워지지 않으면서 팀원들의 소진을 부추겼
다.
또 다른 형태의 소진은 사별에서 오는 소진이었다. 변OO씨는 드물게
두 다달이라 긴 기간을 입원한 환자이자 호스피스 팀원과도 라포가 잘
형성된 분이었다. 변OO 환자의 죽음은 호스피스 팀원들에게 슬픔을 가
져왔다. 통상적으로 환자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고 생각되는 사
람은 가족보호자 혹은 간병인일 것이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임
종 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호스피스 팀원이기도 하다.
변OO환자의 경우 임종 전 두 달간을 호스피스 팀원들과 가장 많은 시간
을 보낸 환자였고, 임종 또한 호스피스 팀원들이 지켰다. 자원봉사자 장
선희 씨는 이곳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임종을 가장 많이 지키는 사람들
은 호스피스 팀원이라고 언급한다. 그만큼 팀원들은 환자와 짧은 시간
동안 환자의 가장 나약한 순간들을 함께하며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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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런 경우에 환자의 죽음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팀원들에
게 사별의 아픔을 안겨줬다.
[사례 Ⅳ-25] 박현지 / 간호사 / 심층면담
박현지: 지금도 간혹 그분이 휠체어 타고 조끼입고 간호사실 앞에 나올 것만
같은 아련함…? 그런게 있어요. 그 때 [돌아가시고 나서] 전화 면담도 했는
데 어머님이 막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아직도 핸드폰하고 안경을 못 버렸다.
문자가 올 것 같고, 핸드폰을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아
쉽죠…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사
람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그 가장 힘든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정
신적인 고통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도 음악도 많이 듣고, 또 스트
레스 안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가
면 저도 좀…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저뿐이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 다…

호스피스 간호사들의 소진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간호사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소진을 경험하였다. 이는 호스피
스 병동에서의 돌봄 요구 증가가 간호사의 소진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었
다(이병숙  곽수영, 2017). 의료현장의 전문가들도 환자와 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간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정
서적 고통으로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
스피스 팀원들은 환자 및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환자의 병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팀원들은 가족들의 정서적인 위기를 목격한다.
팀원들은 이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준다. 다른 병동이라면 환자가 치료
되고 회복하면서 팀원들도 보람을 느끼지만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는 그
렇지 않았다. 이는 종종 팀원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사례 Ⅳ-26] 정현미 / 자원봉사자 / 심층면담
정현미: 여기 오고 난 다음에. 한 주, 두 주 처음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초반
기에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 몸으로 힘든 것 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

들어서 집에 가면 넉 다운이 됐거든… 이게 내 스스로 이걸 소화시킬 수가
없었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게 이제 나한테 투사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드는거야. 내가 그 사
람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나 혼자만으로는 이거를 치유를 할 수 없으니까…
하느님께 다 봉헌을 해드려야지 내가 또 힘을 내서 또 와서 일을 할 수 있
겠더라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계속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든 거를 하
느님께 다 봉헌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일주일을 시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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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나는 일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 아니고, [봉사를 하러 나오는] 금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었어. 나한테는… 8년전 당시에 그랬어.

호스피스 팀원들은 저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특히 호스피스 병동 업무 시작 초반에 있었던 사건들을 생
생히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에 죽음을 목격하는 것이 익숙지 않
았던 시기에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것은 호스피스 팀원들에게도 많은
소진을 가져왔다. 시간이 지나 수년간의 경력을 가진 팀원들에게도 환자
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들은 호스
피스 병동에서 축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개별적인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
었으나, 오랜 기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업무를 보며 터득하고 회복해서
다시 새로운 환자를 맞이하고 이들을 위해 돌봄의 그물망을 직조했다.
이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어찌보면 이러
한 회복능력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사례 Ⅳ-27] 연구자의 필드노트
2019년 11월 중순부터 호스피스 병동의 담당 의사 중 한 분인 안KK 씨가
보이지 않았다. 팀장 수녀인 김소래 씨가 말하길 안KK 씨가 호스피스 병동
에서의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다고 본래 자신의 업무였던 가정의학과 의사
가 자신에게 맞는 것 같다며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김소래 씨는 안KK 씨를
보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의사 강단비 씨도“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좀 더 경험을 쌓고 나중에 돌아 와달라”라고 전했다고 한다. 김소래 수녀는
안KK 씨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환자들이 임종에 처하는 걸 막을 수 없고,
또 두고 봐야만 하는 것에서 의사로서 너무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
다. 의사인 안KK 씨에게는 지속적으로 죽어감을 목격하는 것이 적응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일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가정의학과 의사로서의 역할로 돌아가기로 결
정한 것이다. 의사 강단비 씨는 연구자에게 안KK 씨가 아직 젊기도 하고 사
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일을 오래 해보면, 왜 잘 죽을 수 있도록 돕는 의사도
필요한지 스스로 느낄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
사의 인력은 참으로 부족하지만, 저토록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을 이곳에 붙
잡아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업무는 환자의 악화되어가는 상태에 맞추어 팀
원들이 대화의 기술, 신체 돌봄의 기술, 약물 투여를 판단하는 기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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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조금씩 임종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팀원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기술도 필요했다. 호
스피스 팀원들은 죽음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스
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지만 그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심각한 부적응 상태
에 빠지는 것은 아니었다(김수안  민경환, 2011). 이들에게는 레질런스
(resilience)가 있었다. 레질런스는 역경 하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
용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적응을 증진시키는 인간의 잠재적
인 심리사회적 능력으로서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스트레스에서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미경, 2017). 쉽게 말해
스트레스 혹은 부정적 사건 후에 회복되거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국내외 학자들은 레질런스를“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
하고 성공으로 적응하는 긍정적인 힘”또는“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
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주
환, 2019). 호스피스 팀원들은 죽어감과 죽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환
경 속에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이 감각적으로 기억하는 충격적
인 상황들은 지속적으로 상기되며 이들을 소진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소
진은 팀원들을 둘러싼 환경과 역동적이고 다양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다
시금 회복되고 있었다.38
죽음을 직전에 둔 환자들은 대부분 의식이 없었다. 그런 환자를 지켜
보는 가족들은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꼈다. 이럴 때 호스피스 팀원들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동시에
호스피스 팀원들의 소진은 지속적으로 가중되었다. 그러나 호스피스 팀
원들이 팀으로 이루어진 점은 이처럼 부정적인 상황에 적응하고 다시금
부정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에 적합했다. 같은 환자
와 가족들을 돌봐 오며 팀원들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환자가 병동
에 진입하면서 이들이 직조한 돌봄의 그물망은 단순히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만 직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물망을 구성하는 호스피
스 팀원들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다. 결국 호스피스 팀원들이 직조한 넓고 촘촘한 돌봄의 그물
망은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팀원들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했다.

38

레질런스는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생성되는데 부정적인 환경에 대응하면서 적응과 부
적응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오고 가며 변화한다. 의료인류학 연구에서도 레질런스
(resilience)는 종종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들은 주로 재난과 같은 위험하고 부정
적인 상황 또는 트라우마에 대응하면서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적응 능력을 개발해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왔다(홍영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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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종합병원 내의 죽음의 한 경로로 알려진 호스피스 병동을
배경으로 호스피스 팀원들이 어떠한 죽음의 문화를 형성하는가에 대해
민족지적으로 살피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인류학적 현장 연구 방법
을 이용하여 말기 환자들의‘죽어감’을 둘러싸고 구성되는 호스피스 병
동의 공간과 호스피스 팀원들의 실천과 관계를 살피며 이들의 서사 안에
내재된 가치와 담론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가톨릭 의료기관
에서 죽음이라는 상황에 대면하는 행위 양식들과 문화적 조건들을 고찰
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연구의 참여자인 호스피스 팀원들이 삶과 죽음 사이의‘경계의 공간’
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험들은 오늘날 병원 죽음에 대한 시각의 확장
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호
스피스 병동에서 개별적인 전문가들의 서사는 각자 입장의 다면성을 내
재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병동의 시공간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호스피스 팀원들이 형성하는 죽음의 문화
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병동의 구성원들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공간과 도구에 대한 탐색이 우선되어야 했다. 따라서 Ⅱ장에서는 외부에
서 보는 호스피스 병동, 병동 내부 공간, 그리고 그 내부를 구성하는 도
구를 민족지적 방법으로 탐색하였다. Ⅲ장에서는 호스피스 팀원들이 돌
봄을 제공하는 방식과 그 안에 내재된 갈등의 구조를 이들의 관계와 돌
봄의 실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삶에서 죽음으
로 넘어가는 경계의 공간에서 호스피스 팀원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어떠
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죽음을 일상적으로 목격하
는 것이 팀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
다.
본론인 Ⅱ장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의 공간을 조명한다. 호스피스 병동
은 종합병원의 여러 병동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병동을 구성하는
인력, 도구,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호스피스 병동은 다른 병동과
상당히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질성은‘회복 불가능한’환자들의 상태와
이들의‘죽어감’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병원 내부로 들어오면서 이에 적
합한 공간을 인위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유래된 것이었다. 삶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환자들의 공간이자 환자들의 가족 및 호스피
스 팀원의 공간인 호스피스 병동은 그 자체로 리미널리티의 성질을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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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특히 호스피스 병동 내의 여러 공간 중에서도 임마누엘 방
이라고 불리는 임종실은 리미널리티의 성질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공간이
었다. 이 곳에서는 환자들의 상태의 변화가 가장 긴박하게 예견되었으며,
집약적으로 돌봄이 수행되면서 환자, 가족, 그리고 호스피스 팀원 간의
커뮤니타스가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종실은 단순히 임종이 임박
한 환자와 가족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로 하여금 죽음 그
이후를 상상하게 하며 삶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이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
하고 조우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의 내부를 채우는
도구들 또한 호스피스 병동이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고수해온 구조의
영향을 덜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호스피스 팀원들의 관계와 실천을 다루었다. 호스
피스 팀원들은 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돌봄의 그물망을 직조하였다. 개
별적인 환자와 가족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돌봄의 그물망을 형성하기 위
해서 호스피스 팀원 개개인은 각자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수행해야했다.
이렇게 형성된 돌봄의 그물망은 복잡다단하게 혼재된 역할들과 실천들을
전제하고, 내적이고 외적인 갈등들을 내재하고 있다. 호스피스 팀원들의
역할은 혼재되는 영역과 고유의 영역이 동시에 존재하였고, 이는 돌봄의
그물망을 견고하고, 확장된 체로 존재하게 했다.
특히 병동 내 의사와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딜레마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치료의 담론에 익숙한 의료인의 정체성과 통증완화를 통한 치유
가 목적인 호스피스 병동의 의료인의 정체성 대립으로 드러난다. 이는
의료진의 내적 갈등인 동시에 호스피스 병동 내 의료진과 병동 외부 의
료진과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동 내부의 간호 수녀와 사회
복지사 수녀 그리고 원목자는 영적 돌봄을 수행하며 환자와 가족들의 내
면의 고통에 귀 기울였다. 전문적인 영적 돌봄은 원목자와 수도자들의
몫이었다.
본론의 마지막 장인 Ⅳ장에서는 호스피스 팀원들이 죽음을 둘러싸고
형성하는 담론과 태도를 탐색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은 의료기관에 편입
되어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편적 지향점과는 충돌되는 담론들을 형성하
고 공유한다. 또한 호스피스 팀원들이 업무에 따라 환자와 가정을 분류
하는 방식과 누적된 실천에 따라 무엇이 웰다잉인가에 대해서 다른 담론
과 태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처럼 업무별로 다르게 누적된 실천들은
죽음에 대해 상이한 담론과 태도를 양산하지만, 이러한 담론이 무색하게
도 환자들의 상태는 언제나 예측을 빗나갔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역할에 따른 호스피스 팀원들의 대응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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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신자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원들은 가톨릭적 내세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을
완화한다는 것을 절실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호스피스 팀원들이 환
자들에게 의례 행위를 하거나, 신앙을 원하는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
가는 것은 내세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기 위함이었다. 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사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사
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이를
통해 죽음이라는 사건이 사후 세계와 갖는 강한 관계성을 간과할 수 없
음을 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팀원들은 지속적으로 죽음을
목격하면서 자신만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정립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상
처럼 맞이하는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이상과 같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의 민족지적 탐색
을 통해 발견한 것을 이하의 네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호스피
스 병동에서는 죽음을 심장, 폐, 그리고 뇌와 같은 장기의 비가역적 악
화로 인한 ‘정지’된 시점이나 상태와 같이 한순간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
을 넘어 수 시간 또는 수 일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보
고 있다는 것이다. 생애 말기에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의 환자들은 다양
한 종류의 고통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었다. 병원 내의 다른 병동과는
다르게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다학제적 전문가들이 돌봄을 수행하면서 환
자들의 지난하고 복잡한 죽어감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호스피스 돌봄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은 단순히 환자들 곁에
서 보조하는 것을 넘어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에서 비롯된 전문성을
이용하여 말기의 환자들이 호소하는 총체적 고통에 응답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들은 잘 임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 유
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죽음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닌 아주 익숙한 일상이었다. 말기의 암환자들이 겪는 총체적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호스피스 다학제적 팀원들의 총체적 돌봄이 요구
되고 있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다학
제적 팀원들의 돌봄 행위는 말기 환자에게 때로는 가족 보호자들 보다
더 극대화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가 병원에서 기대해온 것은 신체적 정신적 돌봄
이었다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영적인 돌봄이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으
며 말기의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영적 돌봄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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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공하는 가족상담, 종교적 의례, 각종 요법과 같
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들은 신체적 정신적 돌봄을 넘어 환자들의 내면
의 고통을 위로하고 호스피스 돌봄의 목표인‘총체적’돌봄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원목자와 수도자들 그리고 신자들의 의례와 신심 행위들은
종교적 차원의 돌봄을 넘어 영적 돌봄 제공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
었다. 이는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죽어감의 과정을 성스러운 과정으로 전
환시켰다. 죽어감의 과정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돌봄만큼이나 영적인
돌봄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실제로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이 영적
돌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넷째,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에 관하여 기존 의료기관이 구축해 놓은
질서와 구조로부터 영향을 덜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호스피스의 공간
구성과 도구의 사용, 한 곳에 모여있기 힘든 다양한 구성원들의 집합,
다양한 의례 행위와 종교적 실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호스피스 병동은
기존의 병원이 간직해온 규제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는 궁극적
으로 지금까지 병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 온 것들을 기대할 수 있
는 것으로 만들었다. 특히 합리성을 중시하는 병원에서도 합리적으로 받
아들일 수 없는 죽음과 죽어감을 보살피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종교의
역할과 종교인들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통해 오늘날 죽음이 가
장 많이 일어나는 의료기관이 단지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중심
으로 형성된 기존 구조만으로 ‘죽어감’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파
악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죽음의 장소는 의료기관이며 삶에서 죽음으
로 이행되는 그 시간은 병원과 병원 내부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졌다. 이
와 같은 현실 속에서 임종기의 환자를 둘러싼 병원 환경과 구성원들의
역할과 실천을 탐색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의료문화, 나아가 한
국인들의 죽음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연구
자는 호스피스 돌봄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팀원들의 역
할과 영적 돌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죽음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병원에서 죽어감의 과정이 의미
있고,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호스피스 팀원들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 프
로그램을 개설하여 호스피스 병동 안팎으로 활성화하고 의무적으로 참여
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병동 내부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외부의 구성원도 호스피스 병동의 업무와 팀원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법적으로 호스피스 팀원의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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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성원이 아닌 원목자를 비롯한 종교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공식적인
구성원으로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체적, 정신적 돌봄 못지않게
영적 돌봄의 중요성을 병원 내 구성원들에게 교육하여 죽음을 앞둔 환자
들에게 내면의 고통을 경청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은 생애 말기를 병원에서 지내는 환
자들의 죽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과도기적
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돌봄을 안정적으로 병원 내부로 포섭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제도화된 병원 죽음의 한 경로인 호스피스 병
동을 탐색하여 의료기관이 죽음을 조직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새롭게 형
성한 죽음의 문화를 살펴보았다. 호스피스 팀원들이 말기 환자들을 돌보
며 축적한 경험과 서사를 다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죽어감의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행위자들이 개입하고 있으며, 그 과정이 얼마나 역동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 조명하였다. 병원 죽음의 한 경로인 호스피스 완화의
료 병동을 탐색한 이 연구를 통해 죽음을 둘러싸고 형성된 문화와 조건
들에 대해 성찰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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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spital Ethnography on
Catholic Hospice Palliative Care
Seok Joo Youn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spice palliative care units to explore how hospitals,
as frequent places of death for Koreans today, deal with and manage death.
By embracing the process of dying and death, which was originally outside
the scope of hospitals’ work,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spaces
that manage this process. Moreover, it analyzed the relationships that are
constructed and the actions that are taken by the members of these spaces and
the contexts in which they form discourses.
A hospice unit is a space that houses patients that are nearing death, and
in which people provide care for such patients. Thus, hospice units serve as
spatial boundaries between life and death. At the same time, hospice units are
operated in a completely different manner from that of conventional spaces
in hospitals, and the members of the hospice unit are also organized in
differently. Thus, through the methodology they use and their organizational
system, which resists the structure typically found in hospitals, hospice units
challenge the ways in which conventional hospitals have handled death.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role of hospice units as
an alternative place for death in society as well as in hospitals.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d on the space established for those
approaching death in hospitals and the culture formed by the people taking
care of this space. Accordingly, it was necessary to break free from the
simplistic discourse of boundaries between life and death and to more closely
identify the dynamics of “liminal space.” Anthropological field research was
conducted among multidisciplinary hospice team members at a hospice
palliative care unit of a Catholic medical institution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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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hospice palliative care unit, multidisciplinary team members provide
total care for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as well as their families. The team
members provide menta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care in addition
to alleviating the physical pain of patients whose conditions are worsening
with drugs instead of medical treatment. As such, the state of patients in a
hospice uni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patients in other wards or
units, as is the purpose of duties and care among team members.
The space in which the members provide care is also different from other
spaces in hospitals. The space for hospice team members is considered as
important as the space for patients, and since religious rituals are actively
performed for patients on the verge of death, places are designated for such
rituals in various parts of the unit. Among those spaces, the deathbed room is
the space designated for patients in the last few days before death. Therefore,
hospice team members conduct care and religious rituals in this space, and
various family and team members form “communitas”. Thus, even in a
hospice unit, which is a space of liminality, the dying room serves as a space
in which the property of liminality is overlapped and enhanced.
The tools in the hospice unit either have important meanings and symbols
or function to directly help the patients. The former groups of tools were used
by the members in individual ways, but were ultimately used to wish for
terminal patients’ luck and belief in the afterlife. The hospice unit is one of
the many wards and units of a hospital, but it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units in terms of the tools that are used and its use of space.
Hospice team members form a network of organized and systematic care
around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his proces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expertise as well as cooperation and task distribution with other
team members. This results in a natural blurring of the lines between team
members’ roles and practices. Conventional hospitals establish a hierarchy
among members for effici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emphasize
individual expertise so that members’ roles are not confused. On the other
hand, the organization of hospice units is relatively horizontal, and in many
cases, there were no clear boundaries in terms of tasks and roles. This mixture
of work boundaries was necessary for attaining the goal of providing holistic
care for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and their families. This study verified
that the roles of hospital team members were simultaneously overlapping and
separate. This both strengthened and expanded the network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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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icular, doctors and nurses in the hospice unit faced conflicts
between the identity of medical workers that are familiar with the discourse
of treatment to sustain life and the identity of hospice unit medical workers
whose purpose is to provide healing by relieving pain. This appeared in
internal conflicts among medical workers as well as in conflicts between
medical workers inside and outside the hospice unit. These conflicts were the
biggest obstacle to the smooth operation of the unit because they encouraged
the exhaustion or burnout of medical workers in the hospice unit and made
external medical workers constantly discuss, persuade, and compromise with
the purpose of the hospice unit.
Finally, this study explored the discourses and attitudes formed around
death among hospice team members. The hospice unit is included in the
medical institution, but it forms and shares discourses that are both
universally pursued by and conflict within the medical institution.
Furthermore, there were different discourses and attitudes toward the
meaning of dying well depending on the way hospice team members
classified the patients and families according to their tasks and on the
accumulated practices. These practices accumulated differently by task
resulted in different discourses and attitudes about death.
Various aspects of the research revealed that Catholicism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way in which patients on the verge of death were cared for in
the hospice unit. The hospice team members were Catholics and thus had
strong faith in the afterlife. They were also aware that this faith helps relieve
the fear of death experienced by patients on their deathbeds. Hospice team
members spent a great deal of time performing religious ceremonies in an
attempt to overcome problems related to discussions about and faith in the
afterlife. They constant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ligion and piety,
while continuously performing religious ceremonies for patients on the verge
of death.
Hospice units expand the linearity of life and death into a spatial context.
Various people come together here to attempt all kinds of discourses,
gathering experiences of death through various practices. This makes the
impossible possible by bringing death into the hospital in an institutional
manner, while also creating a culture unique to the hospice unit with constant
encounters between multiple heterogenous properties. In particular, the
impact of religion in the hospice unit in which death occurs on a daily basis
163

was bound to be maximized compared to other units or ward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the hospice unit exists
as a heterotopia in the hospital, disturbing and challenging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conventional hospitals. Second, the hospice unit provides care
with a focus on the dying “process” of weakened patients beyond death from
a medical perspective defined as the “point” or “state.” Third, various hospice
team members intervene in the dying process of terminal patients with
complex caring behaviors. Their roles are not merely to assist others but to
respond to patients’ pain based on expertise deriving from theoretical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Fourth, the hospice unit provides
spiritual care beyond physical and psychological care for patients who are
experiencing spiritual pain on the verge of death. Moreover, the spiritual
caregiving of hospice team members transforms dying into a sacred and
meaningful process.
As such, this study examined the culture of death created by hospice team
members in palliative care as an alternative path of hospital death in terms of
space, relationship, practice, and discourse by examining the case of the
hospice unit at a Catholic medical institution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order for inpatient hospices to have adequate dying spaces
for more patient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evelop training programs
to increase expertise of hospice team members and provide institutional
strategies to prevent their exhaustion or burnout. Furthermore, volunteers and
clerics responsible for spiritual caregiving must be legally recruited as official
members of the hospice team to actively support their car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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