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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나이팅게일은 종교나 의술과 같이 간호가 인간 삶의 완전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적요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적간호의중요성을강조하 다1). 적간호는개인혹은집단의

적인식에 부정적 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에 응하여 인간이

가지고있는 적요소에반응하는적극적인돌봄이나보살핌으로

정의할 수 있다2). 적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어떤 특

수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가지게 되는 적고통과 갈등을 해

소하고 적안녕을 획득하도록 돕는 것으로써3) 인간이 자기 존

재를 현재의 삶에 긴 히 연결하고, 있는 그 로의 현실을 긍정

적으로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내적 평

화를 찾고, 혼과 육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자신의 생을 풍요

롭게 채워가는 것을 포함한다4).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생애가 적간호의

상이 되지만 적간호가 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은 한 개인

이 처한 적위기라고 할 수 있다5). 적위기는 불치병 선고, 임

종, 성폭행, 다양한 형태의 학 경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자살

기도, 가족 혹은 의미 있는 타인의 죽음과 이별, 별거와 이혼, 정

체감 상실, 삶의 의미에 한 의문, 윤리적 혼란 등을 들 수 있

다6). 이 중에서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말기환자들은 극심

한 적고통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 이들에 한 적간호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흔히 적간호와 혼용되

고 있는 호스피스간호는 일반적으로 말기간호 혹은 임종간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항암치료와 통증관리를 포함하는

생명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완화간호를 포

함하고 있다7). 호스피스간호가 신체간호를 비롯한 임종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것에 비해 적간호는 목전에 두

고 있는 죽음을 하나의 적위기로 보고 말기환자가 겪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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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에 더 깊이 접근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8).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들은 죽음이라는 적위기에서 극심한

적고통을겪으며사투를벌이고있는환자를 면하면서필연

적으로 적간호에 한 요구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임상현장

에서 적간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호스피스병

동간호사들은 적간호에 한지식이턱없이부족하다고호소

하면서, 그 원인을 적간호에 한 실무지침이나 교육의 부족

으로 돌리고 있다6). 적간호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일부 제한된 변수를 미리 정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Kim과 Song9)은 이러한 연구들이 제한된 일부 변

수들만을 다룸으로써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들이 적간호를 수

행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현상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적간호와 관련된 포괄적인 모델이 필요하

다고 제언한 바 있다.

따라서 간호인적자원관리의 측면에서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가 수행하는 적간호와 관련된 변수들이 적절하게 다루어지기

위해서이들이경험하는 적간호를정확하게이해할필요가있

다. 그러므로 적간호에 한 이들의 생생한 경험을 기술하고

그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병동 간호

사의 적간호경험은 어떠한가를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적

간호 제공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 그리고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호스피스병동 근무경력 3년 이상의 현직 간호사로서 본 연구

의 취지와 목적에 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 자로 의도표집하

다. 참여자는서울, 구, 강원지역에소재하는6개종합병원호

스피스병동에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 9명으로서 참여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8.5년이었고, 교육수준은 석사 2명, 학사 7명이었

다. 평균 연령은 32세 고, 4명은 결혼, 나머지 5명은 미혼 상

태 으며, 종교는 가톨릭 2명, 기독교 3명, 불교 2명, 종교 없음

이 2명이었다.

2. 자료 수집

연구자는참여자를선정하는과정에서본연구의목적을충분

히설명한다음참여를희망하는호스피스병동간호사를 상으

로 자료 수집을 시작하 다. 수집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

로는 절 사용하지 않겠으며, 개인의 사적 상황은 비 로 유지

하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 다. 또한 참여

자가 원하면 면담을 중도에서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면담을

진행하 다.

자료 수집을 위한 개인 심층면담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이루어졌는데 3명의 연구자가 모두 자료 수집에 참여

하 다. 면담은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실, 병원의

개인 사무실에서 시행되었으며, 각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5-2

시간 정도 고, 참여자당 면담은 1-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사

전에 참여자의 양해를 받아 면담내용을 녹음하 으며, 면담 중

중요하다고생각한진술이나요약을메모하여다음면담에참고

하 으며, 자료 분석 시에도 이용하 다. 자유롭게 참여자의 경

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비구조화된 질문방식으로진행하 는데

면담에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주 질문: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로서 귀하의 적간호경험에 해 말

해주십시오”

보조질문:

“ 적 간호가 필요한 상황은 언제입니까?”

“ 적간호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

십니까?”

“ 적간호를 수행했을 때, 그 간호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 적간호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 적 간호 수행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장애가 되는 것은 무

엇입니까?”

3. 자료 분석

참여자의 진술과 현장메모의 내용분석은 Strauss와 Corbin10)

이 제시한 근거 이론적 연구 방법의 절차에 따라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과정분석 등의 단계로 자료 수집과 함께 순환

적으로 이루어졌다. 개방 코딩에서는 면담을 통해 얻은 참여자

로부터의 모든 진술을 현장메모 등을 참고하여 반복적으로 읽

으면서 일차적 의미가 발견될 때마다 개념을 추출하 고, 추출

된 개념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비슷한 개념들을

통합하고 추상화하여범주화하 다. 이후범주들간의연관관계

를확인하면서이들을근거이론패러다임에따라분류하는연결

코딩을하 으며, 분석된 범주들 중 연구현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핵심범주를 찾아내는 선택 코딩을 하 다. 끝으로 과정

분석 단계에서 하위범주들을 핵심범주에 연결시키고, 과정적으

로분석하여 도해로 나타내었다. 개방 코딩은 연구자가 각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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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evel categories Low-level categories Codes

Supportive human relationship Strengthen the unity and understand Warm-hearted relationship with patients
Having full support of family
Open-minded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Community of religion Advices of priest
Religious life
Faith to God

Obstacles Lack of support Lack of the education programs of spiritual care 
Lack of practical guidance of spiritual care
Over load of work

Lack of understanding Only physical recovery centered attitudes
Clinical atmosphere of neglecting spiritual care
Indifference toward spiritual care
Lack of calling to spiritual care

Inquiring into spiritual agony Break off relationships Quarrel with providence
Quarrel with the world
Angry with family
Alienation & loneliness

Threat to the life Fear of illness
Fear of death
Tenacity for a life

Internal conflict Internal chaos
Self-abandonment
Lose hope

Untie a knot of mind Soothing Giving great affection to patient
Touching gently
Making ease patients without reserve
Giving warm glances
Condole with patients in their suffering
Accepting patients as they are
Dealing honestly with patients
Fitting to patients’ will (needs)

Dwelling with Making never feel to leave alone
Talking with patients any time they want
Listening attentively to patients
Praying with patients
Reading Bible to patients

Releasing a person from a burden Touching patient’s wounded mind
Helping to unload their burden
Melting patient’s angry
Helping to reconciling with God, people

Giving meaning Helping to find meaning of life
Helping to arrange their rest life
Encouraging to feel a fruitful life
Helping to find the meaning of eternal life

Plunging into work Selfless sympathy Being seized with patient’s fear of dying
Being seized with a vision of dead person
Self-reproach to patients
Mutual sympathy
Sharing anxiety of dying with patients
Sharing agony with patients
Mystic consensus

Devotion Expecting nothing for caring
Giving away freely
Bearing hardship with patients
Never sparing oneself  

Going beyond a living Internal deepening Becoming deeper sight into life and death
Getting internal susceptiveness to human
Becoming deeper insight into transcendence

Peaceful coexistence Reconciliating
Emptying one’s desire
Having optimistic view on life
Having a new angle on death

Table 1. The Experiences of Hospice Nurses on Spiritual Care



로 수행하여 추출된 개념들을 서로 비교 검토하 으며, 분석에

이견이 있는 것은 다시 원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의견을

통합하 다. 핵심범주와 하위범주의 발견 및 이들을 과정적 도

해로 연결하는작업도연구자들의의견교환과토론을거쳐이루

어졌다.

연구 결과

자료 분석을 통해 임상간호사의 적간호경험을 나타내고 있

는총62개의코드가추출되었고, 62개의코드를바탕으로15개

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 하위 범주로부터 6개의 상위

범주가 형성되었다(Table 1).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볼 때 호스

피스병동 간호사의 적간호경험은 단순히 현재의 상태로서 나

타나는 현상이 아닌 과정적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본 연구 결과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호스피

스병동 간호사의 적간호경험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핵심범주

와 참여자의 경험을 과정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위주로 서술하

고자 한다.

1. 핵심범주: ‘마음의 매듭 풀어주기’

본 연구의 결과, 호스피스병동 간호사의 적간호경험의 핵

심범주로 도출된 중심현상은‘마음의 매듭 풀어주기’로 나타났

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해나가는 적간호를 상자의

마음에 얽혀 있는 매듭을 풀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여‘마음의

매듭 풀어주기’라는 행동패턴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죽음

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자가 겪고 있는 적혼란과 적갈등

을 마음에 맺혀 있는 매듭으로 이해하 으며, 이것을 풀어주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적간호를 통해

서 자신들이해야 할 몫이라고 보았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인간관계와 직무환경을

통해서도‘마음의매듭풀어주기’라는가치를추구하 다. 의사

들과의료인들사이에팽배해있는신체중심치유의사고와 적

간호를 등한시하는 임상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은 죽음을 선고

받은 말기 환자들이 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죽어가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상자의 마음에 맺혀 있

는 적갈등을 풀어주어야 할 소명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적간호에 한 지침과 교육의 부재, 업무과중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가지게 되는 적간호에 한 모호성과

회의감을 이겨내고 적간호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바로

상자의 마음에 맺혀 있는 매듭 풀어주기에 두고 있었다. 한편으

로는 가족과 동료, 그리고 신앙공동체의 전폭적인 이해와 격려

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즉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에

맺힌 매듭을 풀어주는일에 한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 다.

참여자들이 적간호 전반에 걸쳐 수행하는‘마음의 매듭 풀

어주기’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적고통을 탐색하는 것에서부

터 시작하여 환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함께하

고, 집착의 끈을 놓아주도록 도와주고, 환자가 살아온 생애에

의미를 부여하는 전 과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

한 과정을 거쳐 참여자들은 상자의 적고통과 갈등에 몰아

적 공감을 하며, 상자의 마음에 맺혀 있는 매듭을 풀기 위해

헌신하 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적승화

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상자의 마음에 맺혀 있

는 매듭을 풀어주기를 통해 자신들의 마음에 맺혀 있는 매듭까

지 풀게 되었다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참여

자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나가는 축복받은 경험이었노라고

술회하고있다.

2. 적간호 경험과정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들이‘마음의 매듭 풀어주기’를 통해

적간호를경험하는과정은(Fig. 1)에나타난것과같이‘ 적고통

탐색하기’,‘어루만지기’,‘함께하기’,‘놓아주게 하기’,‘의미를 찾

도록돕기’, ‘몰입하기’, ‘ 적승화’로파악되었다. 이중에서‘

적고통 탐색하기’는 간호사들에게 적간호의 동기를 부여하는

원인요소로서초월적존재를포함한다양한관계에서느끼는단

절감, 생명에 한위협감, 깊은내면적갈등과같은 적간호가

필요한 상자의 적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여자

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자의 적고통을 읽어내며, ‘마음

의 매듭 풀어주기’에 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적간호를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매개요소는 가족, 동료, 친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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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rocess of the experiences of hospice nurses on spiri-
tu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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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지는결속과그들로부터얻는이해로나타났으며, 방해요소

는 적간호에 한비우호적인직무환경과 적간호에 한주

변의 몰이해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은 이러한 매개요소와 방해

요소를 탐색하고 해석하여 적간호 업무에 선택적으로 이용하

며, 본격적인‘마음의 매듭 풀어주기’에 돌입하게된다. 즉, ‘어

루만지기’, ‘함께하기’, ‘놓아주게 하기’,‘의미를 찾도록 돕기’

등의 4가지 상호작용적 전략이‘마음의 매듭 풀어주기’와 순환

적 고리를 유지하면서 행해지고 그 결과‘몰입하기’가 이루어

지며, 궁극적으로 상자와함께‘ 적승화’에 도달하게 된다.

1) 적고통 탐색하기

이 단계는 적간호체험 과정의 첫 단계로서 참여자들이

상자의 적고통을 감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환자가 초

월적 존재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에서 느끼는 단절감, 생명에

한 위협감, 깊은 내면적 갈등과 같은 보다 근원적이고 존재론적

인 문제에 봉착할 때 간호사들은 상자의 적고통을 발견하

다. 관계의 단절은 상자들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거나, 소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환자들이 신에 한 원망과

자신이 신봉하던 종교에 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족의 탓으로 돌리면서 서운함과 분노, 원한

을키우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생명에 한위협은심각한질

병에 한걱정과불안, 머지않아 면하게될죽음에 한두려

움, 얼마 남지 않은 생명에 한 환자의 병적인 집착으로 나타

났다. 그 외에도 내적갈등은 환자들이 삶에 한 회의감과 무력

감을 느끼고 있거나, 삶에 한 희망을 잃고 지쳐 있을 때, 그리

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가치와 신념이 흔들리는 것으로

써 참여자들은 상자의 적고통을 마음에 맺혀 있는 매듭으

로 이해하고 그것을 풀어주어야할 것으로 인식하 다.

“갑자기 사람이 확 뒤집어진다고 할까. 가족들에게 원래 이

랬냐고 물어보면 평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분이

살아온 삶 속에서 가졌던 좋은 기억들이 지금의 불행한 상

태와 연결될 때 지금까지의 삶이 완전히 잘못 살아온 것으

로 되어 버리니까 무척 힘들어하죠. 살 가치가 없다고도 하

고, 풀어지지 않는 실타래를 가슴 저 안에 깊숙하게 가지고

있는데 원한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것을 풀어주어야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참여자 2)

2) 어루만지기

‘ 적고통 탐색하기’를 통해서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적고통

을 발견하게 되면 참여자들은 마음의 매듭 풀어주기를 본격적

으로 시도하게 되는데, 그 첫 시도는 환자의 적고통을 어루만

져주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환자의 마음에 진 매듭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적고통으로 생기게 된 마음의 멍울을 환자 스

스로 열어 보일 수 있도록 환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루만지

고 달래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어루만지기는

단절되어 있는 환자의 마음을 열어 치료적이고 공감적인 관계

를 맺는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애정을 표현하기, 부드

럽게 만져주기, 격의 없이 편안하게 하기, 따뜻한 눈길 보내

기, 위로하기, 있는 그 로 받아주기, 진실하게 하기, 환자의

뜻에 맞추어주기로표현된다.

“환자의 변을 치워드리는데 내 손에 똥이 좀 묻었어요.

환자가 미안하고 부끄럽고 속상하다고 소리 죽여우시는 거

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뱃속에도 똥이 가득 들었는

데 이게 뭐가 더럽냐고 물로 씻으면 되는 거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면서 닦아 드렸는데 그 말이 환자에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그 이후로 환자가 자기 얘기를 참 많

이하더라고요.”(참여자 1)

3) 함께하기

환자가 경험하는 적고통이 관계단절과 죽음에 한 두려움

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된 참여자들은 가능하면 환자 곁에

머무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환

자들이 자신의 격려와 위로를 받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를 기 하 으며, 초월자나 주변의 인물들에게 느끼는 단절

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내적 평화를 얻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

다. 환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화를 나누고, 성경을 읽어 주

거나함께기도하며, 혼자버려져있다는느낌이들지않도록애

를 썼다. 또한 참여자들은 환자들이 자신의 생사를 하늘에 맡기

도록 이끌어주거나 기적이 일어나 죽음의 병고에서 치유되기

를 빌어주기도 하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인의 상담을 주

선하거나 환자와 허심탄회하게 사후의 세계에 해 화를 나

누기도 하 다. 

“당신 옆에 내가 있다, 염려하지 마라. 설마 캄캄한 터널을

혼자 가게 내버려두겠느냐고 말하며 손을 잡아주고, 죽음

으로 가는 여정을 잘 꾸려가도록 기도하고, 살다보면 기적

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

니까 함께 기도에 매달리기도 하죠.”(참여자 4)

4) 놓아주게 하기

‘함께하기’를 통해 시간을 내어 환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참여

자들은 환자들의 내면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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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때 환자의 마음에 갇혀 있는 묵은 상처와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집착과 마음의 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견

은‘ 적고통 탐색하기’의 단계에서 보다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루만지기’를 통해서 환자와 적교감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통해 환자와 많은 시간을 보낸 참여자들에게는 자연스

러운 감정이입이 일어나 환자가 겪는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민감해지고 구체화된다. 해결되지 못한 채 환자의 가슴에 남아

있는 집착과 묵은 상처는 환자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커다란장애가된다고인식한참여자들은그것을놓아주도록환

자를 권유한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만져주기, 마

음의 짐을 내려놓도록 돕기, 마음의 분노를 녹여내기, 화해하도

록 돕기 등은 참여자의 이러한 의도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식

들이다.

“어느 순간 아, 이게 단순한 통증이 아니구나 하는 게 보이

더라고요. 속에 쌓인 원망을 다 풀고 용서하고 가라고, 마음

속의 쓰레기를 다 토해내라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

시라고달래고 다독거리죠.”(참여자 6)

5) 의미를 찾도록 돕기

환자의 내면적 상처와 분노, 마음의 짐을 풀어줌으로써 환자

의 마음을 비우고 난 다음 참여자들은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온 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도록 권유하게 된다. 이러한 권유

의 이면에 숨어 있는 참여자의 의도는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환

자들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환자

들은 자신의 생애를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삶의 회한을 있는

그 로 수용하여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게 된다. 뿐만 아니라 참

여자들은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

하고 정리하게 함으로써 여한 없이 이승의 삶을 받아들이고 완

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 다.

“처음부터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루는 이제

얼마안남았죠? 하시며치고들어오는거예요. 그래서솔직

히그렇다고 했죠. 그걸 계기로 그동안의 삶이 어땠고, 내세

는 어떻고 하면서 얘기를 참 많이 나누었어요. 이제는 편안

하다고 억울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다고 하면서 주변을 정

리하시는데그 모습이 참 의연하시더라고요.”(참여자 3)

6) 몰입하기

‘어루만지기’, ‘함께하기’, ‘놓아버리게하기’, ‘의미를찾도

록돕기’등의4가지상호작용적전략이‘마음의매듭풀어주기’

와순환적고리를유지하면서행해지고그결과‘몰입하기’가이

루어진다. 몰입하기는참여자들이불가피하게환자가처한상황

에 깊이 얽혀 들게 되는 현상으로서 몰아적 공감과 헌신이 참여

자에게나타나는특징적인양상이다. 참여자들이가지는몰아적

공감에는환자가 느끼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 극심한 우울과 혼

란이전이되어간호사들도지치고힘겨운시간을보내거나죽은

환자의 환 과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괴로움을 겪는 어두운 요

소가 포함된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함께

공유함으로써가족과 같은 정을 느끼거나, 환자와 깊은 끈으로

연결되어있다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 다. 실제로 한 참여자는

적간호를제공했던 자신의 환자가 죽음을 맞는 바로 그 시간

에 자신에게 나타났던기이한 신비적 현상에 해 말해 주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참여자로 하여금 가를 바라지 않고,

몸을사리지않으며, 있는것을내어주는헌신의에너지가된다.

“금방 환자의 시신을 수습해서 보냈는데 내가 밥을 먹고 있

더라고요. 비인간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렇게 밖에

해줄 수가 없는가 싶어서 우울해지고 죄책감 같은 것도 많

이 생겨요. 하지만 꿈속에 나타나 작별인사를 했던 분도 있

네요.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해서 물어보니 그분이 돌아가신

시간과 제가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난 시간이 똑같은 거예

요.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이 더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같이

느껴졌죠. 이래저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빠져들게 되

죠.”(참여자 8).

7) 적승화

적승화는 적현상이나 상태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

거나 전환되는 것으로 적간호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상

자와 함께 참여자가 도달하게 되는 내적심화와 평화로운 공존

의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자들이 상자의 마음에 맺혀 있

는 매듭 풀어주기를 통해 자신들의 마음에 맺혀 있는 매듭까지

풀게 되었다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기도 하 다. 내적심화

는 임종환자에게 적간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나타나는 삶과 죽음에 한 깊어진 통찰력, 인간에 한 내적

민감성, 초월성에 한 깊어진 인식을 의미한다. 평화로운 공

존은 참여자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치유의 현상으로써 자신과

화해하기, 세속적 욕심 비우기, 일에 한 긍정적인 시각, 죽음

에 한 따뜻한 시선으로 표현된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줘요. 그

래서 그런 삶을 보면서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돈이나 명예

가 하찮게 여겨지고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런 의미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까지도 치유가 되는 거죠.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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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라고 봐야죠. 정말 어렵지만 분명마음을 끄는 데가 있

어요.”(참여자 7)

논 의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병동 간호사의 적간호 경험의 중심현

상으로‘마음의매듭풀어주기’가도출되었다. 사전적으로볼때

‘매듭’은‘어떤 일에서 순조롭지 못하게 맺히거나 막힌 부분’의

의미를가지고있으며, ‘풀기’의동사형인‘풀다’는‘오해, 분노,

원한 따위를 누그러지게 하거나 가라앉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

지고있다11). 이상과같은사전적의미를조합해볼때‘마음의매

듭풀어주기’는‘마음에품고있는오해, 분노, 원한을누그러지

게 하거나 가라앉게 하는 의도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러한‘마음의매듭풀어주기’의의미에비추어볼때호스피스병

동간호사의 적간호체험은죽음을목전에두고있는 상자가

겪고 있는 적혼란과 적갈등을 풀어주어 보다 깊고 높은 수

준으로 전환된 적상태에 이르도록 돕는 의도적이고 목적지향

적인 행동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들은

이러한목적을성취하기위해‘ 적고통탐색하기’‘어루만지기’,

‘함께하기’, ‘놓아주게하기’, ‘의미를 찾도록돕기’, ‘몰입하기’

등의상호작용적전략을사용하고있었다.

이 중 첫 단계인‘ 적 고통 탐색하기’는 호스피스 간호사들

이 상자의 적고통을 감지하려는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상자들이 다양

한 관계에서 느끼는 단절감, 생명에 한 위협감, 깊은 내면적

갈등과 같은 보다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인 문제를 통해 적고

통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 다.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말기 환자

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존재들, 즉 초월자, 가족, 친지들에

게 단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다가가기를 원하거나

사랑과 용서를 갈구하기도 하며, 반 로 강한 반발과 분노를 표

현하고 있음을 발견하 다12). 특히 이들은 말기 환자들이 목전

에 다가오는 죽음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의인화하

여 해석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내면에 담고 있었으며13), 그 결

과 심한 우울증, 과도한 죄책감,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미래

의 희망 상실, 신앙에 한 회의감12)으로 힘겨워하고 있음을 감

지하 다.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

한 적고통을 마음에 맺혀있는 매듭으로 이해하 으며, 이를

풀어주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할 몫으로 인식하 는데 이는 말

기 암 환자의 내적갈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간호사일수록

이것을 중요한 적요구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적중재를 시

도한다는Tzeng과 Yin14)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루만지기’는 적고통 탐색하기를 통해서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적고통을 발견하게 된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치료적이고 공감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간호사들은 환자가 가진 마음의 매듭, 즉 적고통을

어루만져줌으로써 그들이 굳게 잠근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적

고통을 드러내 보이고 자신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 수 있도

록 유도하고 있었다. 적간호에서 치료적 관계는 환자가 겪고

있는 적고통을 있는 그 로 진실하게 받아들여 줄 때 시작되

며15), 이는 환자의 호소에 능동적으로 경청하고, 손잡아주며, 웃

어 주거나, 다정한 신체적 접촉을 해줄 때 심화된다13). Melanie16)

는 말기 환자들이 간호사들의 태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반응

한다고전제하면서환자의 적고통을사려깊게헤아려주는간

호사에게 환자들은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며, 이러한 환자

의 신뢰는 간호사들에게도 적간호에 한 강한 자신감을 준

다고 하여본 연구의결과와 맥을같이하고있다.

어루만지기를 통해서 말기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맺게 되면

호스피스간호사들은‘함께하기’를시도한다. 가능하면환자곁

에머무르는시간을많이가지면서환자들을위로하고격려하여

그들이단절감과소외감을극복하고죽음의두려움을이겨낼수

있도록 돕는다. Meyerhoff 등17)은 시간을 내어 말기 환자 곁에

머물면서간호사는자신의존재를전폭적으로내어주는경험을

하게되며, 환자역시죽음의두려움과고통속에내쳐졌다는부

정적인 생각에서헤어날 수 있다고 하 다.

환자의마음을어루만지고, 함께하는시간을가지면서환자의

신뢰를 얻게 되면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말기 환자가 스스로를 들볶고 괴롭히는 집착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놓아주게 하기’를 권유하는 것이다. 간

호사의도움을받아삶에 한부질없는집착의끈을놓거나, 특

정인에 한 원망을 풀어내거나, 오래 동안 마음을 짓눌러 왔던

죄책감을 내려 놓을 때 환자들은 용서, 내적 자유, 개방된 정신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13). 같은 맥락에서 Highfield3)는 환자들이

병적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한 간

호사일수록 자신의 환자들이 보다 더 내적 평화를 느껴 통증과

같은 신체증상이 완화되며, 자기이해가 증가되어 제공되는 치

료과정에 협조적으로 반응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고 주장하 다.

‘의미를 찾도록 돕기’는 호스피스간호사들이 말기 환자로 하

여금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

서 환자들이 엮어온 삶, 경험해온 고통, 목전에 두고 있는 죽음,

맺어 온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전략이다. 호스피스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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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 생애를 되돌아보며 의미를 부여하거나, 삶의 지표로 삼아

온 가치를 명료화하거나, 내세에 한 믿음을 불어넣음으로써

환자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죽음을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18). Catherine과 Elizabeth19)는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종교

인의 적상담을 주선하거나 환자 배우자나 가족 등 환자에게

큰 향을 미치는 이들과의 깊은 인간적 접촉을 유도하여 환자

가 자신이 전 생애 동안 추구해온 가치와 경험을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삶을정리할수있도록지지할수있다고하여본연

구의결과와맥을같이하 다. 그러나환자가준비되지않은상

태에서무리하게삶을되돌아보며정리하게하거나억지로자신

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유도하면 거부감을 부추기고, 뒤로

물러서게 하는 등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 다.

호스피스간호사들은의료인들사이에팽배해있는신체적치

유를 우선시하고 적간호를 등한시하는 임상분위기, 적간호

에 한 지침과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한 회의감과 불만을

가지면서도가족과동료, 그리고신앙공동체의전폭적인이해와

격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적간호에‘몰입하기’를 계속하

다. 환자가 느끼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 극심한 우울과 혼란에

몰아적 공감을 한 나머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

만환자에게가족과같은정을느끼거나, 환자와깊은끈으로연

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환자 간호에 헌신하 다20). 

적간호에 한 암 병동 간호사들의 가치와 태도를 조사한

Wright21)는간호사들이 적간호에 해 강한 소진감과 회의감

을 드러내면서도 변함없이 적간호를 호스피스의 핵심으로 간

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국을 비롯한 서구의 나라들이

적간호체계구축을 위한 예산을 늘려가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하 다.

‘ 적승화’는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들이 적간호를 통해 도

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적안녕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적간호에 의해 환자가 처해 있

는 성적 상태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거나 전환된다고 봤

을 때 적안녕보다는 적승화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승화는 내적심화와 평화로운 공존의 상

태로표현되는데, 적안녕을삶과죽음에 한깊어진이해, 타

인과의 관계회복, 조화로운 사고, 평화롭게 죽음을 받아들이려

는마음가짐, 평온함, 충만감으로이해한Musgrave 와Mcfar-

iane22)의 견해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은 이

러한 적승화가 환자뿐만 아니라 적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에게도 발생하 으며,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적간호를‘환자

와 간호사가 서로의 적고통과 갈등을 치유해주는 과정’으로

깊이인식하고있다는사실이다. 간호사들에게일어나는 적승

화는 이들이 적간호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로 작용하

여 적간호에 한 강한 동기와 애착을 불어넣었다.

간호실무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들이 경험하는 적간호의 현상을 그들의 생생한 진술을 통해

밝히고, 그 경험을 과정적 도식으로 나타냄으로써 적간호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적간호를 수행하는

과정적 단계에서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상호작용적 전략들을

적절히 지지하고 필요한 도움을 줌으로써 적간호에 한 몰

입과 적승화를 이루어가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를 들면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로 적간호에서 간호사들

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전략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성이 높은 적간호지침을 개발하여 적간호에 한 모호성

을 제거하여 확신을 가지고 적간호에 적극적으로 몰입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내면화하고 간

호사에게 적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

로 적 삶을 풍부하게 가꾸어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간호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적간호를 제공해나가는 과

정에서 간호사들이 자생적으로 체득한 전략적 방법과 경험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적간호과정에서의 선행변수

와 적간호에 향을 줄 수 있는 향변수, 그리고 적간호의

결과에 한 새로운 현상을 도출했다는 점에도 의의를 둘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정적 도식은 추후

적간호과정에 관한 이론 및 연구의 개념 틀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을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들의

적간호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체험의 과정적 구조를 발

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참여자는 총 9명으로 호스피스병동

근무경력 3년 이상의 현직 간호사로서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자로 의도표집하 고, 자료 수집은

2006년6월부터2007년7월까지개인심층면담을적용하여수

행되었다. 자료분석은Strauss와Corbin10)이제시한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과정분석 등의 단계로 자료 수집과 함께 순

환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범주와 하위범주들을

도출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과정적 도해로 나타내었다. 연구 결

과, 호스피스병동 간호사의 적간호경험의 중심현상인 핵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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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마음의매듭풀어주기’로도출되었으며, 여기에서 적간

호의 매개요소는 가족, 동료, 친지들과 가지는 결속과 그들로부

터얻는이해로나타났으며, 방해요소는 적간호에 한비우호

적인직무환경과 적간호에 한주변의몰이해로나타났다. 또

한 참여자들은 말기환자의‘마음의 매듭 풀어주기’를 수행해가

는 과정에서‘ 적고통 탐색하기’,‘어루만지기’,‘함께하기’,‘놓

아주게하기’, ‘의미를찾도록돕기’, ‘몰입하기’등의상호작용

전략을사용하고있었다. 결론적으로호스피스병동간호사의

적간호경험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직무환경과 인간관계를 평가

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하면서 환자의 적고통을 탐색하고, 그

고통의 매듭을 풀어줌으로써 상자와 함께 적승화에 도달하

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과정

적도식을검증하고정련하기위해상호전략의효과를측정하고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양적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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