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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근디스트로피 환자는 근육의(Muscular Dystrophy)

진행성 위축 혹은 가성비대와 그에 따르는 근력약화로

인한 신체적인 어려움과 함께 의료인을 포함한 타인들의

이해와 공감 부족으로 고립되어 고통스럽게 생활한다.

특히 임상증상이 가장 심한 형 근디스트로피Duchenne

환자의 경우 대부분 세 이전에 심장 호흡기 합병증으20 ,

로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

국내 근디스트로피 환자는 명으로10,000 - 15,000

추산되고 그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한국근(

육병재단 현재 한국 근디스트로피 장애인 협, 1997), ‘

회 에 여명과 영동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1999) 500

근육병 크리닉에 여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다 보700 .

통 한국사회에서는 장애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하

고 일반인들은 물론 의료인들도 근디스트로피를 잘 모,

르는 경향이기 때문에 근디스트로피 환자와 그 가족은

사회의 관심권 밖에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로서 연구자는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근디스트로

피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만나면서 자식이 장애인 것도,

서러운데 부모 앞에 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대부

분의 어머니는 자녀를 홀로 돌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모계

유전질환이라는 사실에 심각한 죄의식을 갖고 비통해 하

는 현상을 접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근디스트로피 자녀. ‘

를 둔 어머니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은 어머니,

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사회의?’ ,

무관심 속에 있는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둔 어머니의 내

적 경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근디스트로피 환자 및 환자가족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의학에서 유전학적 관점과

진단 및 관리 차원에서 질병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소수.

의 국내 연구에서 자녀의 건강문제가 근디스트로피로 진

단된 후 이에 따른 부모의 반응이 논의되었고문재호, (

등 전영순 등 근육병 환자가족의 심리사, 1990; ,1985),

회적 욕구가 연구되었다김순영( , 1991).

국외의 연구는 환자와 환자부모를 대상으로 개방적 질

문을 사용한 면담을 통해 대상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분

석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근디스트로피가 환자 및 환자가

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Ahlström, 1994;

과Ahlström Sjöden, 1996; Phillips, 1995; Witte,

환자부모의 질병에 대한 반응 및 환자관리1985),

등 등(Bregman, 1980; Buchanan , 1979; Firth ,

환자부모의 스트레스 대응 및 의사소통유형1983), ,

과 와(Fitzpatrick Barry, 1986; Holroyd Guthrie,

등 에 관한 연구들이1979, 1986; Thompson , 1992)

있다 이외에 질적연구로는 의 문화기. Gagliardi(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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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 방법으로 접근한 근디스트로피 환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있고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면서 경험한 문제에 대한

지각과 비탄 및 대응의 양상을 파악한 Robarge(1989)

의 현상학적 연구가 있다.

가부장적 남아선호사상이 깊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

락에서 근디스트로피 자녀아들를 둔 한국의 어머니가( )

독특한 경험을 하리라고 기대되지만 그것은 파악하기,

힘든 감추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에서 연구.

되지 않은 근디스트로피 환자어머니의 경험을 총체적으

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이고 환원주의적 견해를,

따르는 양적 연구방법보다 간호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시

각을 갖게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하다 질적 연구방법 가운데 현상학적 방법은 귀납.

적이며 철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인간의 살아있는 경험의,

구조를 기술하여 현상의 의미를 밝혀 참여자의 체험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신경림 안규남 역( , , 1994;

국내에서Munhall, & Boyd, 1993; Omery, 1983).

전혀 연구가 안된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살아있는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밝히고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둔 어머니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면,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연구자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둔 어머니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겪는 실존적 삶의 체험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원들과의 관계는 물론 가족 외에 그들과 가

장 밀접한 다른 근디스트로피 환자와 환자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겪은 체험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목적2.

본 연구목적은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

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로 연구문제는 근디스, ‘

트로피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

Ⅱ 문헌 고찰.

근디스트로피 는 진행성 유전(Muscular Dystrophy)

질환으로 일생동안 영구적인 장애의 원인이 되는 다른

질환과는 달리 신체 특정부위의 근육의 진행성 근위축

혹은 가성비대와 그에 따르는 근력약화로 골격근이 대칭

적으로 점차 약해지면서 운동부전과 기형을 보이는 질환

이다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가 없으며 임상증상이 가. ,

장 심한 형 근디스트로피 환자는 대부분Duchenne 20

세 이전에 호흡 및 심부전증으로 사망한다김미예 등( ,

석세일 홍창의1994; , 1993; , 1994; Engel,

와 와Yamamoto Fishbeck, 1994; Whaley Wong,

이처럼 심각한 발달장애의 원인이 되는 근디스1993).

트로피는 만성질환이면서 유전질환인 보cystic fibrosis

다 예후가 더 나쁘다 발달장애의 원인(Phillips, 1995).

이 되는 질병의 심각성은 가족의 반응과 그들의 대처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고 와(Korn, Chess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환아 부모의Fernandez, 1978),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진다 와(Holroyd Guthrie,

또한 자녀의 장애 정도는 그 부모가 일생동안1986).

겪는 근심과 만성슬픔과 관련되고(Warda, 1992;

와Wikler, Wasow Hatfield, 1982; Olshansky,

장애가 심할수록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다정길1962), (

수 오경옥 정원미 정청자, , 1990; , 1994; , 1989).

와 는 근디스트로피 환자부Holroyd Guthrie(1979)

모를 포함한 신경근육질환아 부모참여자 명 중 근디( 18

스트로피 환아부모 명와 정신질환아 부모를 대상으로12 )

부모의 스트레스를 비교 연구한 결과 신경근육질환아 부

모는 정신질환아 부모보다 환자의 질병이 악화되면서 신

체적 간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부모의 생활에 제한

을 더 받았고 유전질환이면서 평균수명이 짧은 경우 부,

모들은 미래에 대해 더욱 불안하며 비관적이었다고 하였

다 이어서 와 는 신경근육질환. Holroyd Guthrie(1986)

아 부모참여자 명 중 근디스트로피 환아부모 명( 16 11 )

와 환아 및 신장질환아 부모의 스트레스cystic fibrosis

를 비교 연구한 결과 신경근육질환아 부모는, cystic

환아 및 신장질환아 부모에 비해 평균수명이 짧fibrosis

은 말기질환고통에 따르는 비관적 예후로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유전질환이면서 평.

균수명이 짧고 말기질환으로서 고통스러운 예후를 갖는,

근디스트로피 환자부모가 다른 만성질환아 부모보다 스

트레스가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

근디스트로피 환자부모는 환자의 평균수명에 대한 정보

와 근디스트로피가 악화되어 감에 따른 환자관리에 대한

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Madorsky,

와 이외에 등Radford Neumann, 1984). Thompson

은 근디스트로피 환자부모를 대상으로 근디스트(1992)

로피에 대한 적응을 연구한 결과 참여자의 가 적응57%

을 하지 못하였고 적응을 하지 못한 부모는 정서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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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으며 부모의 정서적 어렴움은 근디스트로피,

환아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등 은 가족의 근디스트로피 환아 부모Firth (1983) 53

와의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둔

부모의 공통된 주요관심사는 환아의 신체적 보살핌과 집

안일 공공교통이용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인, ,

어려움으로 인한 환아의 우울 및 행동문제와 고립 부모,

의 이웃 및 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이라고 하였다 반면.

등 은 근디스트로피 환자가 있는Buchanan (1979) 25

가족의 환자부모를 대상으로 근디스트로피 진단에 대한

적응에 관하여 면담한 결과 참여자의 가 환자를 옮, 75%

기거나 체위변경에 대한 신체적인 면보다 근디스트로피

로 인한 심리적인 면을 문제삼았다 부모의 주된 심리적.

인 문제는 죄책감과 이혼을 포함한 결혼생활에서의 갈등

이었는데 일차적인 갈등요인은 근디스트로피 진단과 관,

련된 것이었고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진단을 수용하는 데

매우 어려워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근디스트로피가 모계.

유전질환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기술지 방법을 적용하여 근디스트

로피 환자가족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Gagliardi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환자의 어머니는(1991) ,

아들을 간호하기 위해 모두 직장을 그만 두었으며 유전

질환으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환자의 아버지는 일,

주일에 평균 시간이상 초과 근무를 하면서 환자관리를20

위한 돈을 마련하였다 환아의 신체상태가 악화되면서.

정상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환아를 특수학교에 전학시,

킴으로서 근디스트로피를 수용하였으나 환아는 대부분

자신의 방에서 홀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지냈으며 가

족 내에서 질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돌보고 있는(Gagliardi, 1991).

어머니를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를 한 Robarge(1989)

는 근디스트로피 환아의 어머니는 자녀가 근디스트로피

로 진단되기 전에 자녀의 정상기능상실을 감지하였으나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 분노와 좌절

감을 느꼈고 근디스트로피가 진행됨에 따라 환아를 돌,

보는 모든 어머니의 신체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은 더욱

문제가 되었으며 자녀의 장래에 대한 불안해하였다

(Robarge, 1989).

근디스트로피 환자가족의 의사소통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과 는 가족의 근디스Fitzpatrick Barry(1986) 17

트로피 환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의사소통에 대해 면

담한 결과 모든 참여자는 가족 내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물론 질환 자체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는 근디스트로피 말기질환자인 청. Witte(1985)

소년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환자와 부모간의 의사소통5

과정을 관찰하였다 이 연구 결과 환자들은 부모에게 근.

디스트로피에 대해 자주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환자부모

는 죄의식을 느끼며 질환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데 특히,

환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피했다 이상의 연구를 종.

합하여 볼 때 근디스트로피 환아의 부모가 다른 만성질

환아 부모보다 스트레스와 불안 정도가 높고 근디스트,

로피 환자의 가족내의 의사소통은 특히 환자의 질환과

관련되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연구결과에서 근디스트로피 환자의 가족이 근

디스트로피 환자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근디스트로피 환자가족에 대한 사례연구,

를 한 과 등 은 잘Bregman(1980) Buchanan (1979)

적응한 가족의 공통된 점은 환자부모 간에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하며 환자의 현재 상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자부모를 위한 규칙적인 레크레이션 시간,

을 가졌으며 외부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근디스트로피 환자가족이 근디스

트로피로 인한 역경을 극복하여 가족의 정상화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부모가 환자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갖고 환자의 부모간에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 환자가족을 위한 지지체계 개발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 가운데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한 양적 연구 및 근디스트로피 환자의 부모를 대상

으로 면담한 후 내용분석을 한 연구들은 부모가 겪은 경

험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했다 근디스트로피 환아를 돌.

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의 현상학적Robarge(1989)

연구는 어머니가 근디스트로피 환아를 돌보면서 경험한

문제에 대한 비탄 및 대응양상을 파악하는 데 그쳤을 뿐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 구조를 제시해 주지 못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로는 근디스트로.

피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생생한 경험을 파악하기 힘들뿐

만 아니라 어머니를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간호실무에서 간호사가 대상자의 경험.

을 이해하려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어 전

수되어온 문화를 고려해야 하므로최영희 국외( , 1993)

에서 시행된 선행연구결과로 문화와 사회적 환경이 다른

한국의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경험과 관련

된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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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자는 이러한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의 본질에 대한

기본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

법을 적용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설계1.

본 연구는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참여자2.

현상학적 방법은 참여자의 서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므로 연구주제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분명히 말할 수 있

는 사람이어야 하고 연구자는 현상의(Colaizzi, 1978),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생활세계에 직접 참여

해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Munhall & Boyd, 1993).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근디스트로피 환자와 근디스트‘

로피장애인 협회 잔디회로부터 환자의 어머니를 소개받’( )

은 후 그 환자의 어머니가 또 다른 환자의 어머니를 소,

개해 주는 방법인 눈덩이표출방법을 통해 명의 근디스17

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연령은 세 세였으며 참여자의 자녀인 근디스트로피33 -68

환자는 모두 아들로 연령은 세 세였고 의료기관에12 -42 ,

서 근디스트로피 진단을 받았으며 유병기간은 년 년6 -34

으로 다양하였다 참여자 명 중 명은 아들 형제가 환. 11 4

자였으며 그 중 명은 외손자도 환자였다 나머지 명, 1 . 7

은 아들만 환자였고 근디스트로피 증상이 나타나지 않,

은 딸에 대한 보인자 여부를 알기 위한 유전자(carrier)

검사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자료수집 절차3.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1)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 전 과정에서 근디스

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에게 연구대상자의 경험에 관

심을 갖게 된 배경 및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를 구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이에 더해 자료수집 내용은 연.

구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개인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참여자가 원하면 면담을 중도에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과정2)

본 연구의 주된 자료는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기술한 내용

이고 면담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 1998 10 1999 7 9

동안 이루어 졌다 면담시간 및 장소는 참여자가 가능한.

시간에 맞춰 참여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가정에서 자료수집을 한 이유는 근디스트로피 환자와 그

의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참여자가 일상적 환경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

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노출하면서 면담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별로 진행된 면담 횟수는 회. 1-3

였으며 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분에서 시간이었, 1 50 2

다 대부분 참여자들은 회 이상의 면담을 원하지 않았. 1

으나 연구자가 회 면담으로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 1

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자료가 충분

히 포화되었다고 여겨질 때까지 면담을 계속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였

고 녹음된 면담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필사하였으며 내,

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전화

를 해 확인하였고 이를 원 자료와 수 차례 비교 확인하,

면서 컴퓨터에 기록한 후 가 제시한 단Colaizzi(1978) 7

계의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단계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1 :

해 면담상황을 떠올리면서 녹음된 면담내용을 반복하

여 들었다 동시에 필사한 내용을 수 차례 읽었고 현. ,

상학적 반성을 통해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의미를 탐구하였다.

단계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에서 근디스트로피 자녀2 :

를 가진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

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

여 기록하였다.

단계 의미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3 :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 하였다(formulating meanings) .

단계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를 범주화하는 과정에4 :

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참여자들이 표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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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현상학연구지도경험이 풍

부한 간호학교수 인과 근디스트로피 환자의 재활치4

료를 담당하는 재활의학과 교수 인으로부터 자문을1

받았다.

단계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5 :

로 철저하게 기술하였다.

단계 선행단계를 통해 확인된 근디스트로피 자녀를6 :

가진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하였다.

단계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경험의 본7 :

질적 구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건이 허

락된 참여자 인에게 본인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5

인 한 결과 새롭게 나온 자료가 거의 없어 타당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Ⅳ 연구 결과.

근디스트로피 자녀의 어머니와 심층면담 한 자료로부

터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선택된 의미 있는 문장 및 구

개로부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진술을 만들어109 67

의미를 구성 한 후 개의 주(formulating meanings) 13

제묶음으로 범주화하였다.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이 결혼하여 첫 아

들을 낳은 것은 남편을 포함한 시가의 큰 기쁨으로 다가

오지만 그 기쁨은 잠시일 뿐이다 가문의 대를 이을 아, .

들이 자신의 혈통으로 인해 대물림되는 유전병에 걸려

현대의술로도 고칠 수 없어 조기 사망하는 유전병인 근

디스트로피라는 병에 걸렸다는 엄청난 사실은 어머니의

삶 전체를 압도한다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사상이 지배.

적인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둔 어머니의 체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행성 근위축

으로 전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다가 생명이 소멸

되어 가는 아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식을 운명적 멍

에로 받아들이고 돌볼 수밖에 없는 시간성

과 관계성 속에 실존하는(temporality) (relationality)

독특한 체험이다.

주제 드러나지 않은 진단명에 요행을 바라나 불안1.

하다.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아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아픈 데 없이 걸음이 시원찮고 잘 넘어져서 일어

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거나 약,

한 아이 늦되고 더딘 애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걸,

음이 이상하고 점점 계단을 잘 오르지 못하자 다리 힘,

이 떨어지는 것을 의심하였다.

처음에는 어떤 병인 줄 몰랐죠 어렸을 때는 학교 안, ,

다녔을 때는 몰랐고 그란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잘,

넘어져지대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일기가 변하면 갑. ...

자기 아프고 학교 가다고 춥고 그라면 못 가고 잘 넘, ,

어지고 그때는 꾀병인가 했제 크면 괜찮을 줄, ,.......

알았어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 다니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해 본 참여자들은 아들의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상태가 더 안 좋아져 애가 타고 안타까웠다.

여수 에 가면 백퍼센트 수술해서 낳는다고 하데요000 .

그래서 시아버지랑 애기 데리고 함께 갔어요 그런데 시.

아버지가 의사를 만나고 나와서 말을 안 하시니까 어떤,

병인 줄도 모르고 저는 죽을 병인줄 알고 궁금했었, ....

죠 그 후로 시내 병원은 다 가보았어요 서울도 다 가. .

보았어요 정형외과라고 하는데는 다 가보았어요 근육. .

이완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갈수록 상태가 더.

안 좋아지더라구요.

주제 불치병 진단에 충격으로 울기만 한다2. .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큰 병원 즉 대

학병원에 가서야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는 병 고칠 수‘ ’, ‘

없는 불치병 엄마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병 근육’, ‘ ’, ‘

병 근이양증으로 판정을 받고 충격으로 멍하여 안 믿’, ‘ ’

어지고 기가 막혀 울기만 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의 연구에서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돌보Robarge(1989)

는 어머니가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을 생각을 하니 슬“

프고 속이 뒤집어져 울음을 통제할 수 없었다 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 당시 서울 병원 재활의학과에 갔더니 입원을 하00

고 재활학교에 다니면서 검사를 하라고 해서 입원을 했

어요 거기서도 근육병으로 진단 받고 더 상태도 안 좋. ,

아져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앞으로 상태가 더 안 좋아.

지는 불치의 병이라고 하여 억장이 무너졌어요 저는 계.

속 눈물이 줄줄 나와서 울고 왔어요 걸으면서도 울고.

많이 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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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엄마피로 유전되는 것을 알게되어 암담하고3.

원통하다.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가계계승자인 남아의 존중과 신

체보전은 조상숭배의 중요한 요소이다최재석( , 1982).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효를 기‘ ’

초로 한 전통적 부자관계에서 가계계승자인 남아의 출생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아들이 엄마 피

로 유전되는 병에 걸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행여나

다른 아들에게도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에 안

나타나길 바랬으나 역시 증상이 발현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여 앞날이 암담하고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원통하

였다.

아들의 병이 엄마피로 인해서 근다고 더 원통한( ) ....

것은 명이 짧은 유전병이랑께 환장할 일이고 앞일이 암,

담하제 그래서 대학병원에도 가 보았제 똑같이 나왔. S .

어 집안에 난리가 났제. .

이 집에 이사올 때 작은애를 데리고 왔어요 작은애가.

백일이었거든요 작은애는 아니기를 바랬죠 그랬는데. .

작은애한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걔도 또 똑같아요 살. . 8

부터 나타나더니 그때 큰애는 살이었어요 가슴이 무11 .

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이게. .

뭔 일인가 싶었어요.

두 아들이 근디스트로피 환자로 판명되자 참여자의 고

통은 더욱 참혹하였고 종갓집 며느리로서 대를 이을 아,

들이 몹쓸 유전병인 걸려 대가 끊기자 자포자기하고 살

았다.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그러니 환장할 일이

아니예요 우리도 애네들이 종가집 자손이니 그래도 어? .

쩔 것 이예요 자포자기 한 것이죠 대개들 종가집 자식, .

들이 그렇더라구요.

주제 방황하는 남편과 무너져 가는 가정에서 절망4.

한다.

발달지연아가 첫아기이면서 남자아기일 경우 한국의

남아선호사상이 의해 아기에게 가졌던 기대감이 상실감

으로 대치되면서 가족과정과 기능에 부조화를 많이 경험

한다오가실( , 1997).

집안의 큰며느리이면서 아들형제가 근육병인 환자의

어머니들은 남편이 집안에 장애아가 있다는 것이 용납하

지 못하며 술을 마시고 방황하고 부부간의 불화가 심하,

여 결혼생활이 황폐화되어 무너지는 가정에서 절망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근육병 환아부모의 심리사회적 욕구.

에 대해 조사한 김순영 과 전영순 의 연구(1991) (1986)

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남아선호사상이 농후한 우리나,

라에서 아들이 근디스트로피에 걸렸다는 사실이 가정불

화의 불씨가 되었음을 절감하게 하였다.

남편이 여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괴로움에,

자기가 우선 못 살아 장애자가 기어다니는 것을 불쌍해.

하는 것은 없어억양이 높아지고 흥분함 저만 슬퍼( )....

하고 그러는 것이지 아픈 사람 장애도 물론 크지만 멀.

쩡한 사람남편이 장애를 이렇게 일으키니까 가정이 파( )

탄이 되고 본인도 파탄이 되어가고 공든 탑이 무너졌, .

어 다 무너져 버렸어. .

주제 모계유전질환의 죄인으로 몰린다5. .

아들이 모계유전질환인 근디스트로피에 걸렸다는 것을

확진 후 아들의 장애를 환자의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참여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죄 때문에 근육병에 걸린 자

식을 낳았다고 여겼다.

내가 전생에 진 죄가 뭐 길래 이렇게 됐나 몰라 아들.

딸 둘만 나서 키우자고 했는디 애기 아빠가 아들 하나

더 낳자고 하더라고 내가 차라리 고집피우고 안 낫으믄.

될 것인디.

시부모 또한 며느리가 죄가 많아서 병신자식을 낳아

집안 망신시킨다고 비난하여 참여자는 죄 없는 죄인으로

몰려 아무에게도 위로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고 있었다.

한번은 그러더라고요 니가 뭔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

저런 애를 났냐 자기네들끼리남편과 시부모 그래?”. ( ).

서 내가 그래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저런 애를 낳았어“ .”

라고 했어요눈물을 흘리며 흥분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

함).

많은 참여자들이 아들의 근육병의 원인을 전생에 진

죄나 업보로 돌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어머니에.

게서 자녀의 장애원인이나 질병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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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나타났으나장효순 정 민 외국( , 1997; , 1994),

의 문헌에서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지각

에 대해 연구한 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Robarge(1989)

는 현상이었는데 이는 동양의 강한 인과응보사상의 영,

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제 근육병 환자와 환자부모를 만나 동병상련의6.

아픔을 나누며 답답함을 푼다.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아들이 불치의 모계유전질환인 근디스트로피라는 판정을

받았을 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심각하게

낙심되었고 참여자를 탓하고 가정을 떠나 방황하는 남,

편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에 근

육병 환자와 환자부모를 만나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며

답답함을 풀었다.

부회장근육병 환자을 찾아갔어요 지하실 방에서000 ( ) .

거기서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는디 그 분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하게 울었어요 혼자만 그런, .

게 아니고 이런 환우들이 많이 숨어있는지 알게 되었어,

요 그것 때문에 부회장과 연결이 되었어요. 000 .

병원 근육병 크리닉에 근육병 환우들 모임이 있다는00

소문을 듣고 거기에 나갔어요 우리 애기 병을 자세히.

알려고 내가 충격을 받았을 때 옆에서 똑같은 병을 가,

진 어떤 애기 엄마가 근께 이 병이 뭔 병인 줄도 모르는

나 같은 엄마한테 인식시켜 주니까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얻은 게 많아요.

주제 병신자식을 낳은 책임으로 헌신적으로 희생한다7. .

자녀의 건강문제로 심각한 죄의식에 빠진 어머니인 경

우 자기 희생적인 태도로 모든 시간을 환자인 자녀를,

위해 사용한다 근디스트로피 자녀를(McGriff, 1985).

가진 어머니는 결혼 후 행복할 줄 알았던 가족생활에서

집안을 망신시킨 병신자식을 낳은 죄로 남편으로부터 위

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식 낳은 책임으로 오로지

자식에게 매달려 홀로 십자가를 지고 헌신적으로 희생하

였다.

내 자식 내가 축복 안 해 주면 누가 해 줄 거예요 나?

우리 어머니하고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하고 애들 아빠.

하고 나한테 돈 많이 쓰고 다닌다고 뭐 고칠 수도 없는,

병인데 병원에만 쫒아 다닌다고 운동이고 뭐고 아무 것,

도 몰라요 알려고도 안 해요 내가요 내가 책임질. .... , “

테니까 애한테 신경 쓰지마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살려!”

야겠다 싶어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쇠고집마냥

나를 세우고 나가는 거야.

주제 좋다는 것 다 해봐도 무너지는 자식을 보며8.

희망을 버린다.

불치병에 걸린 자식을 낫게 하려는 일념과 지프라기라

도 잡는 심정으로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지극 정성을 다하여 양한방치료를 하다가 사람들이 좋

다는 민간요법도 써 보고 건강식품 복용 가정에서 근육,

강화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해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

체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장효순의 연구 와(1997)

정신분열증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정 민

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구(1994) ,

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적인 현상이

라고도 할 수 있다.

저도 나름대로 해 보았죠 운동도 시켜야 된다고 하니.

까 운동을 시키고 팔다리를 주물러가면서 꺾고 그랬어, ,

요 지금 자전거는 없앴는데 수영하고 겸사해서 함께. ,

시켰어요 걸을 때는 절대로 포기가 안돼 어떻게 해.....

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걷게 하려고 별 짓 다했지 주저.

앉아 못 걷게 되니까 희망이 없어지더라구요, .

이에 더해 전생의 죄를 씻고 원통함을 풀며 명이 짧은

사주를 다스리기 위해 무당굿을 하거나 죄사함을 받고

신앙으로 고치기 위해 기도원에서 안수를 받는 등 온갖

방편을 다 시도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걸을 수

가 없게 되자 절망상태에 빠진 어머니는 아들의 신발만,

은 없앨 수가 없어 신장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대 한방병원에도 갔는디 지압도 해보고 침도 놔보00 , ,

고 했는디 소용없더라고 오직 했으믄 무당굿을 세 번이.

나 했당께 호전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 심해지기만 하.

고 한 마디로 절망이제 중학교 학년까지 걸어, ...... 1

다녔제 지가 신고 다니던 신발이 지금도 신장에 있어.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흐느낌 즈그 아빠가 왜 안 버리( ).

고 있냐고 해도 근데 못 버리겠어 학교 다닐 때 신었, .

던 신발을 못 버리겄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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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점차 꼼짝할 수 없는 자식을 보며 함께 죽고9.

싶다.

특히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Duchenne muscular

에 걸린 자녀의 어머니들은 점차 꼼짝할 수dystrophy)

없는 자식을 보며 근육병의 치명적인 예후를 실감하였고,

엄마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자식을 위해 정작 아무 것

도 해 줄 수 없는 무력함에 절망의 늪에 빠져 운명적인

슬픈 혈육관계 속에서 소리 없이 통곡하며 자식과 함께

죽고 싶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눈물로 한탄하다가 고통

도 견딜 만큼 주어진다고 하더라 하고 그냥 살어요 내.

가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견딜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

럽더라구요 저하고 나하고 같이 죽어 갖고 하나님이 더.

좋은 세상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흐느낌( ).

주제 육체도 마음도 병들고 화가 올라와 한이 맺10.

힌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육아나 가사일과 더불어 가족내의

환자를 돌보는 일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긴다 그렇다.

고 해서 평소에 하던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

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된다김남선( , 1992).

특히 만성질환아나 장애아를 돌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 연구오가실 장효순 정 민( , 1997; , 1997; ,

최미혜 에서 어머니들은 만성적인 피로와1994; , 1996)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은 물론 육체적으로 소진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 맺힘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문화양식과 한민족‘ ’ .

공동체의 근본정서를 포함하는 화 화병 한은 서로 긴밀- -

한 관계를 나타나내는 것으로고 은 김열규( , 1980; ,

문순태 화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과 밀1997; , 1997),

접히 관련되며 화병은 과중한 심적 고통을 수반하는 억,

울함과 분한 감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격 및 정서

장애의 특수한 현상이다 참여자들은 대물림되는 근육병.

에 걸린 자식을 낳은 것이 원통하고 불치병에 걸린 시,

한부 자녀를 홀로 돌보느라 육체적인 질고를 당하며 남

편을 포함한 시가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

황에서 무력한 자신에 대한 탄식이 화가 되어 화병에 걸

리고 한이 맺혔다.

저녁이면 힘들어서 딱 죽겄어요 짜증나고 그냥 드러,

눕는 거예요 목욕시킬 때가 제일 힘들어요 내 몸도 이. ,

렇게 빠져 말도 아니에요 큰애는 앉지도 제대로 못하고.

둘째는 못 걸으니 허리가 무너지고 디스크 때문에 힘들

어요.

이것이 자손대대로 유전이 된다 긍께 앞일이 어둡제.

원통하고 속병이 생겼어 화가 되어 열이 올라와 한이, . .

맺히고 홧병이 되부렀제 속병이 생기고 화가 이, . .... ,

렇게 올라오고목소리가 커지고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면(

서 올림 지금까지 산것이 겁나게 후회가 되더라고 징), .

그랍게 고생만 해 갖고.....

주제 숙명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다스린다11. .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는 가슴에 끓는 오열

을 속으로 삼키면서 아들의 근육병을 피할 수 없는 숙명

으로 여기고 신앙으로 다스리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운명에 맡겨 어두운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나 하루하루 살아.

가면서 자기가 터득을 해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

도 나름대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씩 깨닫게 되니까 포기가 되더라구 어. .... .

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둘째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

내 가슴이 이렇게 미어져요 다 가슴 깊게 묻고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까 싶어서 말을 안

해요 한을 어떻게 풀 길이 없지요 한을 어따가 풀 수. .

없어 우리 아들근육병에 걸린 셋째아들이랑 나랑 늘. ( )

기도원에 다녔제00 .

주제 결국은 아픈 자식을 체념하고 다른 자식에12.

게 관심을 돌린다.

마음의 맺힘과 피의 맺힘인 한이 정과 결합되었을 때

는 눈물이나 슬픔에 가까운 정서가 되고 한탄이 되었을

때는 체념과 한숨으로 약화되는데문순태 이러( , 1985),

한 체념은 한의 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천이두( ,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결국 아1993).

픈 자식을 체념하고 근디스트로피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다른 자식에게 관심을 돌렸다.

내 자식이라면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프니까 내 자식이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7 4

- 429 -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회에 봉사.

한다는 생각을 갖자 사회에다 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보살피자 그때부터 내가 눈물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

나보다 먼저 언제 갈지 모르니까흐느끼면서 눈물을 닦(

음).....

그 동안 작은애한테 관심도 못 갖고 우리 작은애한테,

신경을 못쓰다 보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알게 모르게,

작은애가 희생을 당한 거죠 작은애가 커가면서 어떻게.

할까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

어보았더니 혈액검사를 하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혈액검사를 했거든요.

주제 임박해 오는 자식의 죽음이 두렵다13. .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근육병에 걸린 아

들은 물론 자신의 참혹한 삶을 운명으로 감수하면서 건

강한 자식에게 눈을 돌리고 신앙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나 모든 노력들은 임박한 아.

들의 죽음 앞에서 묻혀지고 참여자들은 오직 자식이 언

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벼랑 끝에 이르러 절박해 하면서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체장애아의 어머니의 양.

육경험을 연구한 장효순의 연구 에서(1997) 부모 사후“

에 자신의 신변처리조차 못하는 짐 덩어리인 장애자녀를

누가 돌볼 것인지..“ 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애기가 점점 걷기가 힘들다가 주저앉아 더 이상 못 걷

게 되면서 저보다 먼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제는.... ,

항상 이 일이 언제 나한테 닥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 무서워요 흐느끼며 눈물을. . .(

닦음).

지금은 몸은 저래도 다리라도 만져줄 수 있고 양말이,

라도 신겨줄 수 있는디 만약에 그것도 못한다면 어떻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

아들형제가 근육병으로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만일 큰아들이 죽으면 작은아들이 어떻게 될

까하는 생각이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제일 걱정은 큰애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요 그.

래도 둘이 있으니까 저렇게 어울려 지내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연관되어 존재하는 세상

속의 존재 로 삶보다 죽음을 향해(being in the world) ,

열려 있어 죽음을 향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실,

은 인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던져진다노유자 등( ,

특히 자녀의 죽음은 부모나 배우자 형제에 비해1994). ,

충격의 강도와 범위가 더욱 크고 이에 따라 고통이 더

심하다 비록 아픈 자식을 체념하였지만 참여자들은 자식.

이 자신의 피로 대물림되는 불치병에 걸려 삶 저편으로

떠나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함께 죽고 싶어도 정작 어머

니는 삶의 이편에서 죽어 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비극적

인 실존을 경험하고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로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

진 어머니의 경험을 이루는 본질적인 구조인 개의 주13

제를 통합하여 진술하면 아래와 같다.

근디스트로피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집안의 대를 잇

게 될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잠시 뿐 돌이 지났는데도 늦

되고 잘 클 줄 만 아들이 걷기가 힘들어지면서 아퍼서,

누울 정도가 아니어 대수롭게 여긴다 그러나 아무래도.

걸음이 심상치 않아 병원을 전전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진단명에 요행을 바라나 보행능력이 점점 상실되자 불안

하다 큰 병원 즉 대학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도.

없는 유전병인 근디스트로피에 걸렸다는 확실한 진단을

받은 후 이 병이 엄마피로 인해 발병하고 조기에 사망, ‘

하는 불치병으로 인식되자 충격을 받아 하루하루를 울,

면서 보낸다 이 병이 대물림된다는 사실에 원통하고 미.

래가 암담할 뿐이었고 대다수 남편이 자식의 장애를 받,

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는 동안 가정은 무너지고 남편,

과 시부모는 물론 참여자 스스로도 자신의 죄 때문에 병

신자식을 낳았다고 여겨 환자어머니는 시가에서 지은 죄‘

없는 죄인으로 몰린다 가족원들에게 소외된 처지에서’ .

다른 환자와 부모를 만나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답

답한 마음을 풀고 병신자식 낳았다는 죄책감과 함께 아,

들의 신체적 제한으로 전신을 수발해야 하는 와중에서

눈물흘릴 시간도 없이 바쁘다 자식의 불치병을 낫게 하.

려고 좋다는 것은 다 시도 해 보나 어머니의 지극 정성

에도 불구하고 병은 더 악화되어 무너져 가는 자식을 보

면서 절망되어 자식과 함께 죽고 싶다 기구한 운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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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나 아들이 걸린 불치의 유전병 앞에서 어머니의 몸

과 마음은 병들고 한이 맺힌다 어머니들은 현실의 고통.

을 가슴속으로 삭이며 불치병 자식을 낳은 것을 숙명으

로 여기고 신앙으로 다스리면서 결국은 아픈 자식을 체

념하고 다른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나 임박한 자식의 죽

음이 두렵기만 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전혀 연구되지 않은 반성열성유

전질환 자녀를 둔 어머니의 내면세계를 한국의 사회문화

적인 상황에서 파악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본 연

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

에서 근디스트로피 환자어머니의 경험의 본질을 밝혀 간

호학적 지식확장에 기여하였고 근디스트로피 환자의 가,

족은 물론 다른 유전질환자의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간

호실무이론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둘째 본 연구. ,

의 참여자들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간호사인 연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드러냄으로서 누구

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

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현상을.

기술하는 의의뿐 아니라 간호중재의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먼저 후속연구로서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근디스트로피 중 예후가 가장 비관적인 듀센형

근디스트로피 환아와 함께 사는 가족의 경험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근거이론 접근법을 통해 근디스트로피

환자가족간호실무를 위한 중간단계이론이 개발을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간호실무에서는 근디스트로피 환자의 가족.

을 위해서 유전상담을 포함한 유전질환자 가족간호가 반

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근디스트로피 자녀가 있.

는 가족이 그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가족이 지닌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 시켜 가족의 정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사는 이러한 사회적지지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근디스트로피 환자를 위한 재활간호는 물론 위

기에 처한 가족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 은 한국사회연구 한의 극복을 위하여 서(1980). : .

울 한길사: .

김남선 성의 현상으로 본 여성의 돌봄에 관한(1992).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미예 권인수 김은경 백경선 송인숙 신순식 오상, , , , , ,

은 정경애 정승은 조갑출 아동간호학, , , (1994). .

서울 수문사: .

김순영 근육병 아동환자가족의 심리사회적 욕구(1991).

에 대한 의료사회적 접근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열규 화병과 한의 문화 학술담론 한국정신(1997). . ,

문화원.

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김춘길 호스피스와 죽, , (1994).

음 서울 현문사. : .

문순태 화병의 정신의학적 접근에 대한 논평(1997). .

학술담론 한국정신문화원, .

문재호 장 훈 김애영 신정순 진행성 근디스, , , (1990).

트로피의 임상적 고찰 대한재활의학회지. , 14(1),

46-52.

석세일 정형외과학제 판 서울 최신의학사(1993). ( 4 ). : .

신경림 안규남 역 체험연구 서울 동녘, (1994). . : .

오가실 사회적 지지모임이 발달지연아의 부담과(1997).

안녕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 27(2),

389-400.

장효순 지체장애아 어머니의 양육경험 연세대(1997). .

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영순, 홍혜정 성인영 강성관 오정희 근육, , , (1986).

디스트로피의 임상적 연구 대한재활의학회지. ,

10(2), 124-132.

정 민 정신분열증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경험(1994).

에 관한 해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길수 오경옥 장애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가, (1990).

족기능에 관한 연구 충남의대잡지. , 17(1), 283-

299.

정원미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으로(1994).

인한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 석사학위논문.

정청자 장애아 가정의 긴장과 적응에 관한 일(1989).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1993). . : .

최미혜 인슐린의존형 당뇨병 환아 어머니의 돌(1996).

봄 경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희 질적 간호연구 서울 수문사(1993). . : .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1982). . : .

한국 근육병재단 근육병크리닉 면(1997). , 11, 1 .

한국근디스트로피장애인협회 (1999). http://www.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7 4

- 431 -

mda.or.kr.

홍창의 소아과학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1994). . : .

Ahlström, G. (1994). Consequences of muscular

dystrophy: Impairment, disability, coping,

and quality of life(Doctoral dissertation,

Uppsala University), UMI, Doctoral

Dissertation Abstract.

Ahlström, G., & Sjöden, P. (1996). Coping with

illness-related problems and quality of life in

adult individuals with muscular dystroph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1(4),

365-376.

Bregman, A. (1980). Living with progressive

childhood illness: Parental management of

neuromuscular disease. Social Work in

HealthCare, 5(4), 378-408.

Buchanan, D. C., Labarbera, C. J., Roelofs, R.,

& Olson, W. (1979). Reactions of families to

children with Duchenne muscular dystrophy.

General Hospital Psychiatric, 1, 262-269.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pp.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ngel, A., Yamamoto, M., & Fishbeck, K.

(1994). Dystropinopathies. In Engel, A., &

Franzini-Amstrong, C .(Eds.). Myology(pp.

1130-1187). New York : Mc Graw-Hill.

Firth, M., Gardner-Medwin, D. Hosking, G., &

Wilkinson, E. (1983). Interviews with

parents of boys suffering from Duchenne

muscular dystrophy.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25, 466-471.

Fitzpatrick, C., & Barry, C. (1986). Communi-

cation within families about Duchenne

muscular dystrophy.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10, 596-599.

Gagliardi, B. A. (1991). The family experience

of living with a child with Duchenne

muscular dystrophy. Applied Nursing

Research, 4(4), 159-164.

Holroyd, J., & Guthrie. D. (1979). Stres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neuromuscular

disea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734-739.

Holroyd, J. & Guthrie. D. (1986). Family stress

with chronic childhood illness: Cystic

fibrosis, neuromuscular disease and renal

disea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552-561.

Korn, S., Chess, S., & Fernandez, P. (1978).

The impact of children's physical handicaps

on martial quality and family interaction. In

R. Lerner & G. Spanier(Eds.). Child

influences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pp. 299-326). NY: Academic Press.

Madorsky, J. G., Radford, L. M., & Neumann,

E. M. (1984). Psychosocial aspects of death

and dying in Duchenne muscular dystroph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5, 79-82.

McGriff, S. E. (1985). Learning to live with

neuromuscular disease; A message for

parent. Muscular Dystrophy Association, 11,

5-8.

Munhall, P. L., & Boyd, C. O. (1993). Nursing

Research: A qualitative perspective.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Olshansky, S. (1962) : Chronic sorrow: A

response to having mentally defective child.

Social Casework, 43, 13-15.

Omery, A. (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2), 49-63.

Phillips, M. F. (1995). Loneliness in mothers of

boys with Duchenne muscular dystrophy:

Case study method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Rhode Island

University, Rhode Island.

Robarge, J. P. (1989). Perceptions of caretakers

of children having of Duchenne muscular

dystrophy. Unpublished master thesis.

Medical college of Ohio, Toledo.



- 432 -

Thompson, R., Zeman, J., Fanurik, D., &

Sirotkin-Roses, M. (1992). The role of

parent stress and coping and family

functioning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to Duchenne muscular dystroph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1), 11-19.

Warda, M. (1992). The family and chronic

sorrow: Role theory approach.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7(3), 205-210.

Wikler, L., Wasow, M., & Hatfield, E. (1982).

Chronic sorrow revistited: Parent vs

professional depiction of the adjustment of

parent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1),

63-70.

Whaley, L. F., & Wong, D. L. (1993). Essential

pediatric nursing. St. Louis: Mosby.

Witte, R. (1985). The Psychological impact of a

progressive physical handicap and terminal

illness(Duchenne muscular dystrophy) on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8(2), 179-

187.

- Abstract -

Key concept : Children with muscular dystrophy,

Mother‘s experience, Phenomenology

The Lived Experience of Mothers

of Children with Muscular

Dystrophy*

Oh, Sang-Eun**

The purpose of this phenomenological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ived experience of

mothers of children with muscular dystrophy.

The participants were 11 mothers recruited by

snowball sampling, who agreed with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and could verbally

communicate with the researcher and who lived

with their sons who had muscular dystrophy.

Data collection was done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in their own homes.

Each interview took 50 to 120 minutes. All of

the interviews were audiotaped and then

transcrib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1978) method of phenomenology. From the

transcripts 109 significant sentences and

phrases were selected and 13 clusters of themes

were categorized from 67 significant statements.

These results were integrated into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 lived experience of mothers of

children with muscular dystrophy.

1. Anxious and relying on chance due to

indefinite diagnosis.

2. Only able to cry with shock because of son's

fatal disease.

3. Seeing the future as dismal and feeling

resentment that this disease in transmitted

through the mother.

4. Feeling caught between a husband who is

distancing himself from his family and the

family which is disintegrating.

5. Feeling like a sinner for transmission of

genetic disease(Feeling guilt for conceiving a

son with a genetically transmitted fatal

disease).

6. Empathizing with other suffers of muscular

dystropy and their parents in their grief and

helping to dissipate their heavy feelings.

7. Deciding to sacrifice self as a way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giving birth to a handi-

capped son.

8. Losing hope (feeling despair) as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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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deteriorates in spite of all attempts

to help him.

9. Wishing to die with son who becomes

progressively immobile.

한10. Accumulating Han*( , ), because of rising

화Hwa( , anger), and becoming sick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11. Seeing events as destiny and finding

self-control through faith.

12. Finally, giving up sacrificing self for son

and becoming concerned(involved) with

other children in the family.

13. Feeling fear at son's impending death. This

is the first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Korean mothers of children with muscular

dystrophy. In applying the phenomenology

research method, this study not only helps

health professionals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these mothers in the Korean

patriarchal social system, but the

researcher, as a nurse, can share their

agony and grief through identification of

their inner world through in-depth personal

interviews.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will not only help in the development

of family nursing practice for families with

genetically transmitted diseases but also

prepare basic data for family nursing

practice in the Korean sociocultural cont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