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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 aimed to identity specific needs for services and programs to help childhood cancer survivors adjust and 
adapt to life after treatment. Metho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1 childhood cancer survivors, diagnosed with 
cancer before the age of 18 and currently between 15 and 39 years of age. Each survivor had completed his/her cancer treat-
ment. Results: The participating cancer survivors reported needs for services related to psychological counseling, schooling 
and learning, social skills, mentorship, integrated health management, self support activities, families of survivors, and public 
recognition and awarenes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a need to better understand childhood cancer survi-
vors, provides a basis for developing various services and progra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mong childhood cancer pa-
tients,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and supports the importance of psychosocia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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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현재 한국의 소아암 5년 생존율이 약 74%에 이르면서 치료 이

후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소아암 완치자가 증가하고 있다(Korean 

National Cancer Institute, 2010). 이는 미국의 소아암 생존율이 약 

80%에 이르는 수준인 것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기는 하나 국내

의 소아암 생존율이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

를 갖는다. 따라서 질병을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암 

완치자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그

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국외에서는 소아암 완치자의 치료 이후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완치자들의 심리, 정서적 부적응이나 사회적 통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소아암 완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는 극히 낮은 실정이다(Kim et al., 2008; Kwon, 

Kim, & Cha, 2009; You, 2006). 특히, 서바이버십(survivorship)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바이버(survivor)에 

해당하는 용어로 완치자, 치료 종결자, 생존자 등이 혼합적으로 

사용되는 등 용어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소아암 완치자의 교육, 성장, 치료 부작용 

관리를 위한 통합지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하는 등 서바이버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아

암 완치자 및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는 미비한 실정이며 그들의 서

비스 욕구를 파악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암 서바이버십의 개념은 전미 암 서바이버십 연맹(National Co-

alition for Cancer Survivorship)을 창립한 Fitzhugh Mullan이 1985

년 본격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시작하면서 연구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의사이자 암 완치자 당사자이기도 한 Mullan (1985)

은 서바이버십을 초기(acute), 중기(extended), 장기(permanent) 서

바이버십의 세 단계로 나누었다. 초기 서바이버십은 병을 진단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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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점부터 치료 과정까지의 기간을 지칭하고, 이 기간에 암 환자 

및 가족들은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중기 서바이버십은 집

중 치료를 종결하고 정기적인 통원 치료와 검진을 지속하는 기간

을 지칭하며, 이 기간에 암 환자들은 재발의 두려움을 크게 느낀

다. 장기 서바이버십은 치료를 종결하고 완치된 이후의 기간을 포

함하며, 이 기간에 완치자와 가족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

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Welch-

McCaffrey, Hoffman, Leigh, Loescher와 Meyskens (1989)은 암 서

바이버십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암이 치료된 상태로 수년간을 

유지하는 경우, 암이 치료된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나 재발로 사망

하는 경우, 암이 치료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2차암을 진단받는 경

우, 암의 재발이 계속되는 경우, 암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

하는 경우, 말기암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의 여섯 가지로 서바이버

십의 유형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암이 미치는 단기적 또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공헌하였다.

미국 국립 암센터(National Cancer Institute, NCI)는 서바이버십

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을 대변하며 1996년 마침내 암 서바이버십 

부서를 창설하였고, 서바이버십을 “암을 진단받은 순간부터 평생 

동안의 기간으로 지칭하고, 가족, 친구, 간호하는 사람들도 서바이

버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였다(NCI, 2004). 또한, 기존의 연구는 

암을 진단받은 이후 집중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초점을 두어 왔

지만, 앞으로는 치료를 종결한 완치자를 위한 연구를 지원해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

암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서바이버십에 들어간 이후에도 완치

자들은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미 국외의 

많은 연구들이 소아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 과정을 정신

적 외상(trauma)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정신장애 진단통계 

편람 제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n Mental Disorders-

IV)은 생명을 위협할 만한 질병을 진단받는 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신과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는 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를 다음의 여섯 가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진단한다. 

첫째, 실제 죽음이나 죽음의 위협 등에 노출되어 강렬한 공포 또

는 무력감 등을 경험한다. 둘째, 외상에 대한 회상이나 악몽을 반

복적으로 경험하거나 상황이 재현되는 느낌을 경험하며 외상을 

상기시키는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스트레스 등을 경험한다. 셋째, 

외상에 대한 생각, 감정, 기억이 나게 하는 대상 등을 회피하고, 외

상에 대한 일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위축되며,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다. 넷째, 불면증, 짜증, 집중력 저하, 지나친 경계, 과도한 놀람 등

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다섯째, 위와 같은 문제들이 1개월 이상 지

속된다. 여섯째,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개인의 일상생활이 방해를 

받는다. 암과 관련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는 꿈이나 회

상 등을 통해 원치 않는 투병 기억을 떠올리게 되거나, 의사나 병

원 등 예전 기억을 되살려 주는 사건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포함

된다(Foa, Cashman, Jaycox, & Perry, 1997).

실제로 소아암 완치자의 약 4.7%에서 21%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다(Bruce, 2006).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지 

않더라도 17세에서 50세 사이의 완치자 중 40%가 일부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된다(Langeveld, Grootenhuis, 

Voute, & Haan, 2004). 특히, 암을 진단받은 당시의 연령이 낮을수

록(Andrykowski, Cordova, McGrath, Sloan, & Kenady, 2000), 사

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Cordova et al., 1995), 스트레스에 회

피적으로 대응할수록(Nordin & Glimelius, 1998),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Green et al., 2000), 신체 기능이 낮을수록(Smith, Redd, 

DuHamel, Vickberg, & Ricketts, 1999), 암의 재발을 경험한 경우일

수록(Cella, Mahon, & Donovan, 199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아암 완치자들은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외상후 스트

레스 장애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등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Meeske, 

Ruccione, Globe, & Stuber,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사회 

서비스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소아암 완치자들이 사회에 통합

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소아암 완치자 및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계발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소아암 완치자에 대한 사회

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소아암 완치자들이 사회에 통합되어 적응된 삶을 살

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암 진단을 받은 이후 현재 수술, 항암제 치료, 방

사선 치료,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등을 포함한 모든 암 치료를 종결

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완치자’를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소아암 완치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완

치자들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연구 대상을 찾아 이해

를 심화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를 고려한 의도

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표본 간 이질성(hetero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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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ty)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만 18세 이전에 암 진단을 

받아 현재 모든 암 치료를 종료한 만 15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의 소아암 완치자 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근거이론(Strauss & Corbin, 1998)을 기반으로 하여 

소아암 완치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목록을 기

반으로 하는 면접 지침 방식(interview guide method)을 활용하였

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소아암 완치자로서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이용하였으며 이 면담 질문은 모든 참여자들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참여자가 면담을 통해 개인적인 경험

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질적 연구 훈련을 받은 책임 

연구원과 부책임 연구원이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에 걸

쳐 실시되었으며, 연구 참여는 소아암과 관련한 주요 웹사이트의 

게시판이나 전국의 소아암 관련 자조 모임 및 사회복지기관을 통

해 공지되었다. 개인 면담은 연구 참여 대상자의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하여 대면 면담 또는 전화 면담 중 한 가지로 이루어졌으며, 대

면 면담의 경우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고 참여자가 편안하게 이야

기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참여자의 집 또는 집 근처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전화 면담의 경우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간을 

조정한 후 연구자가 참여자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면담을 실시하였다. 대면 면담 및 전화 면담 횟수는 참여자 1

인당 1회였으며, 1회 면담 시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졌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대면 면담과 전화 면

담의 내용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녹음의 시작

과 끝을 참여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면담은 참여자의 인구

학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일반적인 질문으로 대화

를 이끌어 나갔으며 개방적인 질문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지 않고 참여자가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

록 하였다.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

면 연구자가 준비한 반구조화된 목록을 이용하여 면담을 진행하

였고 적절한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참여자의 응답을 격려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의 표정이나 행동 등 비언

어적인 표현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소

아암 완치자들은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던 경험들로 시작하

여 가족의 역할 변화, 건강에 대한 가치관 등 소아암 치료의 경험

이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암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욕구에 대한 

응답만이 이용되었다. 

연구자들은 면담을 진행하면서 공통되고 반복되는 주제들 또

는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징과 연계되는 주제들에 대해 메모하였

고, 서로의 메모를 비교하고 논의하면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샘플

을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 간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하여 참

여자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지 않고 연구 내용이 연

구 목적에 부합하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가 이루어

지는 시점에서 개별 면담을 종료하였다. 개별 면담에 참여한 대상

자들에게는 2만 5천 원의 참여비가 지급되었다. 면담이 끝난 후 

녹음한 면담 내용은 참여자가 표현한 그대로 필사되었으며 2명의 

연구자가 필사된 내용과 원자료를 교차적으로 비교하고 검토하여 

자료의 누락이나 오기를 방지하였다.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컴퓨터에 저장된 필사본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고유번

호를 부여하고 개인의 신상 정보를 삭제하였다. 

자료 분석 

본 질적 연구는 Strauss와 Corbin (1998)의 근거이론 방법론에 

기반을 두어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

석은 수집된 녹음 자료의 필사본을 원자료로 사용하였으며 2명의 

연구자가 각각 필사된 원본을 여러 번 읽은 후 개방 코딩의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 또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어절 및 구 또는 문장에 

독립적으로 코딩을 하였다. 각 코드는 연구자 간의 논의를 통해 유

사한 개념으로 통합되었으며, 개방 코딩으로 발견된 하위 범주들

은 축코딩과 선택코딩을 통해 상위 범주로 연결시키고 교차 분석

을 통해 지속적으로 각 개념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발견된 개

념과 범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탐구하여 비슷한 주제를 파악하

고 통합적인 이론을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메모 및 도표의 기능을 이용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한 피드백을 주

고받아 자료의 분석과 해석이 풍부해지도록 하였다. 또한 근거이

론 방법론에 따라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고 순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

에 연구 분석을 시작하여 자료 수집이 진행되는 동안 반복되는 주

제들과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들을 메모하고, 두 연구자의 견해 차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합의에 도출함으로써 주요 주제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 (1985)의 기준인 신뢰성(credi-

bility), 적용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성(con-

firmability)을 고려하여 질적 연구과정의 엄격성을 충족하였다. 첫

째, 본 연구는 참여자의 피드백과 현장에서 기록한 참여자의 비언

어적인 표현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의 해석이나 연구 결과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잘 나타내고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

로 검토하고 보완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

다. 둘째, 자료 수집 및 연구 도구 등을 포함하는 모든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타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의 적용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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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소아암 완치자 연

구로 저명한 사회복지학 교수 1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수와 자문

을 받아 연구의 의존성을 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어떠

한 편견 없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명의 연구자가 연구진행 과정

을 정리한 노트와 면담 시 작성한 현장노트, 회의기록 등을 지속

적으로 교환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서 연구의 확증성을 확보하

였다. 또한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

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Atlas-ti를 이용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 남가주

대학교 윤리위원회(IRB)의 연구승인(승인번호 UP-10-001-40)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연구자로부터 개별적

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참여에 따르는 불편이나 혜택, 연

구 책임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자발적 결정에 의

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 및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면담 내용을 필사한 자료에는 어떠

한 신원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특히 만 19세 미

만의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사전 연락을 통해 연구에 대한 설명

을 하였으며 부모로부터 참여 허락을 받고 진행되었다. 최종적으

로 연구 참여를 결정한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도중 어떠한 이유로

든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없이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를 철회하고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연구 도중 참

여를 중단한 경우에도 참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한, 연구가 끝난 후에도 연구에 대한 문의나 우려사항이 있을 경

우를 위하여 연구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는 31명으로 남성이 16명(51.6%), 여성이 15명

(48.4%)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만 24.1세로 만 17세에서 만 36

세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는 만 23세 이상에서 만 30세 미만

이 14명(4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9세 이상에서 만 23세 미

만이 10명(32.3%), 만 30세 이상이 4명(12.9%), 만 15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이 3명(9.7%)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로는 미혼

이 30명(96.8%)이었고, 기혼이 1명(3.2%)이었다. 거주 지역은 대도

시가 20명(6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가 8명(25.8%), 농

어촌이 3명(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과 관련해서는 ‘안

정된 생활수준이지만, 부유하지는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21명

(67.7%)으로 가장 많았고 ‘기본적인 생활은 되지만 안락한 생활에

는 못 미친다’고 답한 응답자가 8명(25.8%), ‘부유하다’고 답한 응

답자가 1명(3.2%), ‘생필품에 필요한 돈도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

가 1명(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무교가 12명

(38.7%)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10명(32.3%), 불교가 8명(25.8%), 

천주교가 1명(3.2%)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연구 참여자의 질병력

연구 참여자의 암 진단 당시 평균 연령은 만 11.8세로 나타났고, 

만 5세부터 만 17세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암 진단 후 평균 경과 시

간은 약 12.3년으로 나타났으며, 5년에서 25년까지의 분포를 나타

냈다. 진단명은 백혈병, 악성임파종 등을 포함하는 혈액종양이 22

명(71.0%)으로 가장 많았고, 고형암 및 연조직 종양을 포함하는 

기타 종양이 5명(16.1%), 신경계 및 뇌종양이 4명(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31명 중 10명(32.3%)이 재발을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소아암 완치자의 서비스 욕구 파악

본 연구에서 파악된 완치자의 서비스 욕구로는 심리 상담 지원, 

학습 지원, 사회성 증진, 멘토 상담, 자조 모임 활성화, 통합적인 건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6 (51.6)
Female  15 (48.4)

Age (year) 15-18 3 (9.7)
19-22 10 (32.3)
23-29 14 (45.2)
≥30 4 (12.9)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30 (96.8)
Married 1 (3.2)

Living area Metropolitan area 20 (64.5)
Mid-size city 8 (25.8)
Rural area 3 (9.7)

Socioeconomic status Inadequate fund for basic goods 1 (3.2)
A dequate fund for basic goods 8 (25.8)
Stable 21 (67.7)
Wealthy 1 (3.2)

Religion None 12 (38.7)
Christian 10 (32.3)
Buddhist 8 (25.8)
Catholic 1 (3.2)

Table 2. Med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1)

Characteristics                 n (%)

Diagnosed cancer type
Hematological cancers 22 (71.0)
Solid or soft tissue tumors  5 (16.1)
CNS or brain tumors  4 (12.9)

Cancer recurrence
Yes 10 (32.3)
No 21 (67.7)

Age at diagnosis, mean±SD (range), year 11.8±2.8 (5-17)
Time since diagnosis, mean±SD (range), year 12.3±6.0 (5-25)

CNS=Central nervou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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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리, 완치자 가족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을 포함하는 총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Table 3). 

심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대부분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변화로부터 완치가 된 이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

었다. 특히, 학업, 취업,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불안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회적 낙인감, 재발에 대한 두려움,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와 변화된 현실의 차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있었다. 

소아암 완치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 상담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나타냈다. 특

히, 암 환자 및 완치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자신감

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치료 후에 정서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하

나? 심리 치료라든지 그런 정서적인 면에서 케어해 주는 그런 것

들이 있었으면…

얘기도 해 주고 ‘이걸 먹으면 더 좋아, 이렇게 해보지 않겠

니?’ 라든가, 그 아이들을 자꾸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방법? 그

런 것들.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뭔가를 같이 해서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뭔가 해보고 싶다’, ‘나도 할 수 있구

나’라는 걸 자꾸 일깨워주는 거죠.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암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암의 투병 경험과 관련한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자

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답답한 심정을 나타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경우 상대방을 배려하여 솔직한 감정 표

현을 하기가 어렵거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암의 경험을 드러내

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특히 본 연구의 심층 면담을 통해 암 진

단 이후 처음으로 본인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암 환자 및 완치자들은 암 투병과정 

속에서 암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인생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

기를 원하였다.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가족밖에 없으니까. 더 있으

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치료 이후에 그런 환경적인 치료도 같이 필요하다고 보거든

요. 그런 부분 없이 육체적인 치료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힘든 것이나 말하고 싶은 것들이 한 

번도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폐쇄적인 

사회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분들

은 다 그러거든요. 다 운이 없고 재수가 없고, 내가 참 인생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늘 폐쇄적인 부분

이 있죠.

학업 지원 프로그램

학령기 당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완치자들은 치료가 시작되면

서 학교생활을 병행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참여자가 복학 후 학

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치료 중에도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일부 완치자들은 교사 및 친구들의 배려

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반면, 치료로 인해 쉬었던 학업을 

따라가기 어렵거나 유급으로 인해 나이가 어린 동생들과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싫거나 친구들의 따돌림과 심한 모욕을 경험하고 정

Table 3. Category and Concept of Service Needs

Category                                        Concept

Psychological counseling Psychological trauma from treatment
Opportunities to ventilate feelings about cancer experiences

Schooling and learning Learning for the survivors who missed regular education
Career development 

Social skills Fears and withdrawals in peer relationships
Social isolation due to parental overprotection 

Mentorship Informational support
Role models for dealing with anxiety about the future

Self support activities Meetings with other survivors and families
Psychological help through communication with medical staff

Family support Care for siblings
Strengthening family functions to adapt to family role changes

Integrated health management Managing late effects and health according to individual treatment history
Managing health behaviors to prevent recurrence awareness 

Public recognition and awareness Public education to reduce social stigma attached to cancer
Sharing survivor’s growth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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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교육을 포기해야만 했던 완치자들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렇

게 정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환자 및 완치자들을 위한 

학업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출석일수를 채워야 학년이 넘어가는데 그 수업일수 채우려

면.. 수업 대신할 수 있게...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완치자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일부 학습 서비스의 경우, 학습 

지도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가 책임감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으

로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자존감이 낮거나 

또래 관계가 비교적 적은 환자와 완치자를 위해 또래 집단별로 체

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도 나타났다. 

공부하는 것도 OO에서 연계 받아서 과외 선생님이 한 번 

왔었는데, 몇 번 오고 안 왔어요. 되게 바쁘셨나 봐요. 검정고

시를 앞두고 있어서 진짜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제도

가 있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자격증이 필

요하잖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하기가 쉽고... 그런 자격증

을 딸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교육, 인터넷 교육...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일부는 투병생활로 인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기

간 동안 어린이 병원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배우

는 기회가 있었지만, 청소년기에 투병 생활을 한 완치자들의 대부

분은 오랜 투병 기간 동안 또래 간 상호작용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

였다. 투병 생활로 인해 사회성이 저하된 많은 참여자들은 완치 이

후에도 사회관계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일부 참여자

들은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어렵거나 친구들과 다른 생

활습관으로 인해 늦게까지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지는 등 또래 관

계에서 소외되는 것을 느꼈다. 또한 완치자로서의 정체성을 감추

고 학교생활을 한 완치자들의 경우, 대인 관계에서 위축감과 두려

움을 느끼거나 이성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등 사회관계에 있

어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특히, 치료 기간 및 완치 후 계속되었던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해 현재까지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안전한 가족 관계에 안주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사회적 기피 현상과 고립을 막기 위해 암 환자 및 완치자들을 위

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치료를 오래 받다 보면 약간 사회성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다 같이 어울려서 협동심을 이루면서 웃는 게 엄청 좋잖아요.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을 짜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

램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 상담 프로그램 

완치자들은 투병생활로 인해 진로 계발, 또래 관계, 정서 발달 등

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소년기 또는 청년

기로의 전환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정보적

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멘토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한테 그런 교훈을.. 아니 교훈이 아니라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지도 모

르고, 공부를 해야 하는 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살

기 위해서 공격적인 방법을 택한 거고, 공부는 뭐 일단 살아야 

되니까 못 했고요. 하여튼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링 제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멘토이고 멘티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1대 1

로 연계를 해서 만나서 놀고 같이 경험 나누고.. 아니면 뭐 병 

때문에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특히 많은 완치자들이 이미 암 치료를 종결하고 사회생활에 복

귀한 완치자 멘토와의 개별 만남 또는 강연회 등을 통해 완치 이

후 경험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조언을 듣기를 원

하였다. 참여자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

고, 멘토의 삶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기

회를 갖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의 완치 경험을 소아암 환자들과 공

유할 수 있는 멘토링의 기회 역시 갖고자 하였다. 

어떻게 살아 왔는지.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큰 문제가 없거나 걸

림돌이 많지는 않았는지? 앞으로 제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할 거 아녜요. 저보다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그래

서 사회생활 면에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아무래도 그런 면에

서 체력 같은 것도 있고, 아프면 일단 체력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면서는... 술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하나 이

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나 많은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소아암을 겪

은 사람이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 줄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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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완치자들은 암 치료의 종결로 인해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동시에, 그동안 의료진과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관심과 지

지가 사라지면서 또 다른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 참여자들은 치료

가 종결된 이후에도 완치자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을 관리해 주거나 자신의 과거 병력 및 치료 경험에 맞추

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통합적인 관

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기존의 어떤 치료를 받았나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배제된 채 그냥 나오니까 내

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 아팠던 사람이 커서

는 어떻게 됐는지 점검해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스템

적으로. 그냥 생뚱맞게 이 병원 계속 다녔었는데 커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뭐 직장에서 건강검진 할 때는 예전에 

아팠던 것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자조 모임 활성화

최근 완치자들로 결성된 자조 모임이 활발해지면서 일부 완치

자들은 스스로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다른 완치자의 경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

은 완치자들이 자조 모임 및 완치자 캠프 등을 통해서 완치자들 

간에 암 투병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였

다. 특히, 뚜렷한 목적과 활동이 있고 건전한 모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완치자 당사

자뿐만 아니라 투병 기간을 함께 보낸 가족 및 의료진이 함께 이

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정서적 위안을 얻

고 낙인감에서도 해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완치자끼리 만나면요.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때 당시... 원래 그런 얘기를 할 경험이 없어요. 예전에 내가 어

떻게 아파서 어떻게 했었다 이런 거를 일반인들한테 말했을 

때는 말하는 것도 꺼려지고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고... 그런데 

완치자들끼리 만나면 신기하게 막 자기 병원에서 아팠던 얘기 

하고 그런 점에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서로 그 때 당시 아픔

을 이해해 주고... 

그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좀 하다보니까 치

유가 되더라고요. 얘네도 이렇게 다 겪었구나 싶고... 조금 다르

게 겪기는 했지만, 병명이 있었고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케어가 되더라고요.

완치 가족끼리 모이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면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위안을 얻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

든요. 

완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모든 참여자들이 본인의 소아암 투병 경험으로 인해 가족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부모님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고, 치료비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또는 투병 중인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

기 위해 근로 부담이 적은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어

머니가 자녀의 간호를 담당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집안 살림을 맡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등 부모님의 역할 변화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모든 참여자들이 본인의 투병생활로 인해 형제, 자매

들이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형제, 자매들이 다양한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죄책

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치료 기간 동안 환자

의 형제, 자매 등 가족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한 명이 아프면 엄마라든지 보호자 한 명이 거기 계속 매달

려 있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가족들을 위한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암 진단 이후에 생기는 가족 역동의 변화와 가족 구성원

의 대처 방식의 차이가 환자의 치료와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결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대처 방식에 대한 교육과 함

께 가족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궁

금했던 게 같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치료 결과가 다른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질병이라는 게 생기면 그게 경제적으

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가족에게 상당히 큰 이벤

트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스타일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동생은 외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개인

적인 성격 때문에 그래도 무던하게 잘 커 왔지만... 만약에 제 

동생 성격이 그렇지 않았다면 청소년기에 탈선으로 이어질 수

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머님한테 사랑을 잘 못 

받는다고 생각 할 수 도 있는 거고... 

참여자들은 완치자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완치자에게 정서

적 안정을 지원하는 부모들의 심리 정서적 기능을 강화해 주는 서

비스 또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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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시고, 정신 건강 쪽으로 위

험하신 상황이 많이 찾아올 텐데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리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심리, 정

서적으로 좀 더 안정을 찾는다면 저는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학교 및 직장 내에서 완치자에 대한 차별

적인 태도를 경험하였으며, 암이 완치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약할 것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데이트 및 결

혼, 직장, 또래 관계 등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두려워 

본인의 병력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싶어 했다. 특히 암을 불치병으

로 생각하여 ‘암에 걸리면 모두 죽는다’라며 항상 죽음과 연결시

키고 완치자의 존재를 신기하게 여기거나 암 완치자를 ‘아픈 사람

이다’, ‘계속 아플 것이다’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사회의 인식을 지

적하였다. 또한 암이 전염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암 환자 

또는 암 완치자가 사회적으로 격리 또는 고립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제가 짧게 생각하기로는 차별이란 게 왜 있냐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해

요. 그냥 단순히 다른 것만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겪은 과정,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

니까 차별이 생기고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차별이 생

기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반 아이들, 학교 아이들 

교육도 필요하고. 저희 병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건 아니

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감염이 되는 건 다반사지만 

잘못된 인식이 상당히 저희가 피해를 보는 거 같아요. 

논 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소아암 완치자들은 심리 상담, 학습 지원, 

사회성 증진, 멘토 상담, 통합적인 건강관리, 자조 모임 활성화, 완

치자 가족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

구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 소아암 완치자들은 아동기의 발달 단

계적 특징인 자기중심적 사고에 의해 암에 걸린 것을 본인의 책임

으로 돌리거나 완치가 된 현재에도 암에 걸린 이유를 고민하며 정

서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다. 치료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간 이후에

도 투병 경험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놀림을 당한 경험

이 많았으며,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소아암 완치자들은 

암 진단과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또래 관계에서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 정체성 탐색의 기

회가 비교적 많지 않게 된다. 또한, 소아암 환자와 완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감까지 맞물려 자아 정체성 형성에 혼란이 가중되기

도 한다.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 그룹에 비해 청소년

기의 소아암 환자와 완치자들이 자아 정체성 폐쇄 단계에 속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adan-Swain et al., 2000). 그러나 

현재 완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검진에서는 의료적 진단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완치자가 경험하는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

한 욕구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아암 완치자들의 또

래 관계,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 등을 이해하고 이들이 충분한 

자아 정체성 탐색의 기회를 갖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심리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외상의 경험은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대화를 하며 치유되므로(Cohen, Mannerino, & Deblinger, 2006), 

비슷한 투병 경험을 갖고 있는 완치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집단 치

료적 접근을 이용하거나 대화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텔

링(storytelling)의 방법을 통해 완치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기 검진 시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완치자를 파악하여 필요한 기관에 바로 의뢰할 수 있도

록 병원과 상담 기관의 파트너십 형성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감은 학령기 소아

암 환자 및 완치자에게 큰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

자들은 치료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갑작스런 학업의 중단은 대학 진학 및 직

업 선택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은 완치자가 학교로 복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완치자들이 일정 기간의 치료가 끝난 이후 학교생활에 다

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과 더불어 학교로의 복귀를 지

원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미 여러 소아암 관련 기관에서 소아암 환자의 학급뿐 아니라 소아

암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학생,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

로그램을 실시하여 소아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

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아암 환자와 완치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로 많은 완치자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홍보

용 시청각 자료를 계발하여 소아암 환자 및 완치자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공유하고 학급 친구들의 올바른 태도에 대

한 적극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학교 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완치자 및 가족들이 암 

투병 사실을 당당하게 공개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투병 경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때 학교 관계자 및 

학우들의 진정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암 완치자들은 가정 내에서 또는 학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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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속에서 투병 경험에 대한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암 경험에 대한 대화와 이해의 부족은 암에 대한 낙인

감을 내면화시켜 자아 존중감을 낮출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소아암 완치자들은 완치자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숨기고 학

교생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소아암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여 환자가 긍정적인 자

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완치 이후에는 가족의 보호막

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

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대인 관계 속에서 본

인의 투병 경험을 어떻게 공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

육과 함께 완치 이후의 삶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여 완치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많은 참여자들이 완치자 멘토와의 교류를 통

해 완치 이후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 하였으며, 자신의 완치 경험을 소아암 환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멘토링의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완치자들은 부모나 친구

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경우나 암 완치 이후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 역할 모델을 가질 때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경

험을 보이는 경향이 크다(Tedeschi & Calhoun, 1995). 외상후 성장

은 외상이라고 불릴 만한 큰 사건을 통해 본인의 가치 체계가 뒤흔

들리고 세계관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며 그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

을 통해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지칭한다. 

Tedeschi와 Calhoun (1995)에 의하면 암 투병 경험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재고찰의 기회를 갖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

음을 가지게 되며, 자아의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등 다양한 측면

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고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휴먼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완치자가 소아암 환자의 멘토가 되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생명넷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소

아암 환자, 완치자, 그리고 가족들이 긍정과 희망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완치자 간의 교류 프로그램 또는 완치자와 환자 간의 멘

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로에게 성숙된 역할 모델을 심어 줌

으로써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모들은 성인이 

된 자녀가 본인이 암 환자였음을 알지 못하며 그 사실이 자녀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자녀의 연구 참여를 거부하기도 하

였다. 또한 많은 참여자들이 여전히 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암 치료의 후유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실제로 정기 검진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도 소

아암의 후유증 및 만성 질환의 위험은 계속 증가하지만(Oeffinger 

et al., 2006) 이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소아암 완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에는 2차

암 발병, 심혈관계 질환, 신경 인지적 기능 저하, 불임, 신체적 기능 

저하, 우울, 불안, 외상후 장애, 강박 장애, 자살 충동, 기억력 및 집

중력 문제 등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형제, 자매들에 비해 만성 질

환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ffinger et al., 2006). 

본인의 병명과 치료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은 완치가 되어 성인이 

된 이후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고 잠재적인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인의 진단명과 치료 방법에 따라 나

타날 수 있는 다양한 후유증에 대해 정확히 알고 관리할 수 있도

록 통합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웰

니스 코칭(Wellness-coaching)을 통해 물리 치료, 심리 상담, 운동, 

요가, 명상, 식생활 교육 등 완치자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암의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과 일반 병원 간에 환

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완치자가 일반 병원에서 지속적

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동 케어 시스템(Nathan et al., 2009)을 

구축하였고, 완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병원인 완치자 클리닉

을 설립하여 완치자의 특수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완치자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

하는 건강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완치자 클리

닉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암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지식과 이해는 소아암 환자와 완

치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과 태도로 이어져 완치자들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소아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완치자에 대한 학교 및 직장 내에서의 차별적인 태

도 등이 완치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아암 투

병을 통해 긍정적인 성장을 경험한 완치자들의 삶을 공유하여 완

치자들의 정서적인 치유를 돕고, 암 환자 및 완치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뉴스, 잡지 등의 미디어를 통해 

완치자들이 활발한 기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지속적

인 홍보를 통해 암 환자와 죽음을 직결시키는 미디어 속의 부정적

인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가 주체적인 논의

와 합의를 통해 주제를 정하고 3-4개월에 걸쳐 사진 속에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사진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포토보이스(pho-

tovoice)는 소아암 경험에 대한 완치자 본인의 인식뿐만 아니라 사

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연구 활동이 될 수 있다(Wang, 

1999; Yi & Ze brack, 2010). 

결 론

본 연구는 소아암을 경험한 청소년기 및 청년기 완치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그들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소아암 완치자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완치자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는 현실 속에서 소아암 완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 욕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소아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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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완치자, 그리고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아암 완치자

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그들의 정서적 적응과 사회통

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암 완치자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낙

인으로 인해 서바이버십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왔

다. 서바이버십은 암을 진단 받은 때부터 평생 동안에 걸쳐 이루어

지며, 소아암 환자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는 암 진단의 충격과 혼란, 치료 과정에서의 물리적, 

정서적 지지, 그리고 완치 이후의 변화 등에 대한 환자와 가족들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의료진, 간호

사, 사회복지사, 연구자 등 소아암 환자의 권익과 행복을 옹호하는 

각계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소아암 환자 및 완치자 당사자, 가족 모

두가 서바이버십을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확하고 

포용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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