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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백혈병을 경험한 고등학생에 대한 삶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백혈병 고등학생의
경험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질병발병으로 인해 겪게 된 경험들과 그 의미를 이
해하고자 하였다. 백혈병은 소아암의 한 종류이며, 성인암과는 달리 소아암에서 백혈병의 비
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소아암 진료인원 중 백혈병은 3,484명(2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아암의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15-17세로 2010
년보다 진료인원이 30.2%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소아암은 현재까지도 발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암으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 통증을 수반한 많은 검사를 받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하는데, 이러한 치료는 과거보다 더 치료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엄청난 고통도 수반된다(진주혜, 2001; Yeh, 2002). 특히 소아림프모구백혈병의 경우
치료 성적이 매우 좋아 완치율이 80~90% 가량 되며, 급성골수성백혈병 역시 약 70%의 완치율
을 보이고 있다(박경덕, 이지원, 2015). 특수교육분야에서는 건강장애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질병경험이 있는 학생을 직접 면담하여 질적 연구를 한 연구는 찾아
보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백혈병에 대한 질병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을 직접 대면
하여 심층면접을 통한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
하여 연구참여자의 경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특수교육분야에서의 학습적 지원을 포함하여 보다 광의적인 지원에 대
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가지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백혈병 고등학생은 삶
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백혈병 고등학생의 삶에서 백혈병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로
정하였다.

Ⅱ. 연구 방법
연구참여자는 백혈병 고등학생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선정하기가 어려운 작업이었다. 선정작
업은 건강장애학생으로 등록되어 화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담당 선생님
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고, 전화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학생 중 3명을 선정하게 되었
다. 최종 선정된 참여자는 18-19세 고등학생 3명(남2, 여1)이다. 참여자 3명이 진단받은 병명
은‘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상세불명의 림프모구성 백혈병’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4개월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된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
한 현장텍스트와 면담일지를 사용하고, 보조자료로 연구자의 연구일지, 연구참여자의 면담일
지, 어머니와의 인터뷰 내용과 교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경험에 대한 의미를 보다 잘 표면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백혈병 고등학생의 특별한

삶의 경험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찾아내는 목적을 위한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여겼다.
한,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잘 실행하기 위한 탐구과정으로써 코넬리와 클랜디닌(2000)에
라,“현장에 존재하기(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이야기의
소에 존재하기),“현장 텍스트 구성하기,“현장 텍스트로부터 연구 텍스트로(경험에 대한
미 만들기),“연구 텍스트 구성하기”의 절차로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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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백혈병 고등학생의 삶의 경험 이야기에서는 각자의 삶에서 백혈병으로 진단받기 전의 자신과
진단받은 이후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 과정을 연구자와 함께 탐구하였다. 탐구과정을
통해 백혈병이 발병된 이후 치료과정의 고통과 아픔을 수용하고 이겨내가는 과정이 삶에서 어
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삶
의 경험 이야기로 구성되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봄이의 이야기 핵심주제는‘응어리
진 이야기를 풀어내다’였다. 이야기의 유의미한 경험은‘왜 숨이 찰까?,‘빨간 신호등,‘골
밀도가 할머니 수준이래,‘이런 것도 해봤는데!,‘나의 버팀목,‘엉킨 실타래, ‘변화를 시작
하다,‘계획이 생겼어요’이다. 그리고 봄이의 삶의 경험에 관한 의미는 새가 하늘을 날기 위
해 자주 날개짓하는 것 같은 여조삭비(如鳥數飛)를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둘째, 산이의 이야기 핵심주제는‘숨기지 않고 나를 보여줄 수 있다’였다. 이야기의 유의
미한 경험은 ‘멈춰버린 발걸음,‘고통이 가까이,‘불편해도 부끄럽지 않아,‘너도 나와 같구
나,‘수업은 어떻게 하나요?,‘기쁨은 나누는 거야,‘내일을 꿈꾼다’이다. 그리고 산이의 삶
의 경험에 관한 의미는 꿈을 꾸고 실천하면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몽상성진(夢想城津)을 은유
적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셋째, 강이의 이야기 핵심주제는‘서툴러서 어렵지만 한발자국 앞으로 내딛다’였다. 이야
기의 유의미한 경험은‘나는 원하지 않았다,‘이식을 받기 위해,‘쇼크,‘다양한 학교생활,
‘일어나보자’,‘달라진건 나뿐인가?’,‘꿈을 떠올리다’이다. 그리고 강이의 삶의 경험에
관한 의미는 마음을 열고 모든 정성을 다 한다는 뜻의 개심현성(開心現誠)을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넷째, 봄이와 산이와 강이가 경험한 질병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3차원적인 시간, 공
간, 관계에 대해서도 도출하여 보았다. 병원에서 환자로서의 경험은 치료과정 중에 발생되었
으며 검사(골수)에 대한 통증에 대한 두려움, 주사바늘에 대한 아픔, 마음을 위로해주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때때로 업무로서 환자를 대하는 의사에 대한 실망감,
빨리 벗어나고 싶은 장소로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함께 입원하고 있는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
이 있었는데, 학교 친구와는 또다른 동질감을 느끼며, 또래 집단에서 받아들여지고 삶을 공유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집에서는 부모님과 형제ž자매에게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 신
경 써주고, 양보해주어야 하는 사람, 기다려주고 받아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경험하면서 고맙
고 미안한 마음이 계속 자리잡고 있었다. 학교경험은 먼저, 원적학교에서는 교사로부터 배려
받고 싶었으나, 배려받지 못하고 무관심과 몰이해로 오히려 배제되는 경험을 하면서 교사에
대한 실망감으로 학교 자체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인해 학교 집단에 온
전히 소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학교와 화상교육학교 교사와
의 만남은 이해받고 수용받으면서 배려받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어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원적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은 기쁘고 좋았지만, 등교를 잘 하지 못하여 등교를 할때
면 구석자리에 앉게 되고 주변인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백혈병 고등학생에게 백혈병이 주는 의미는‘원치 않는 질병과 맞닥뜨림: 건강상
실’,‘질병을 수용하며 껴안기: 새로운 가치’로 찾아볼 수 있다. 관계적 의미에서 백혈병
고등학생은 질병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과 다른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질병에 대
한 상실감과 수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경험을 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이와 같이 백혈병 고등학생이 삶에서 경험하는 내용에 따라 백혈병이라는 질병은 각 개인이
아픔을 이겨내고 고통을 수용하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경험에 대한
의미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백혈병을 진단받고 질병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슬픔과 통증과 재발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치료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었다. 그렇지만 자신을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질병을 이겨
내고 있었고,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질병
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혼자 있는 시간의 무료함,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방법이 되었다. 학업에서는 진로에 대해 느끼는 상실감과 미래의 불확실
성에 대한 불안이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다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진 질병이 있는 자녀에 대해 과잉보호를 한다는 내용과는 달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부모님은 과잉보호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셨다. 현재 참여자들은 고등학생으로 우리나라 입시교육의 최전방에 있는
상황이지만, 질병으로 학교를 가지 못해 학습진도를 맞추기 힘들고 또래와 수준을 맞추는 것
에는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약물부작용으로 나타난 기억저하와 약한 체력은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
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본 연구는 건강장애학생에 포함되어 있는 백혈병 고등학생의 삶의 경험 이야기를 통해 학생
들이 질병의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과 함께 극복
해 나가는 모습에서 가족들의 어려움도 함께 찾을 수 있었다. 이에 특수교육적 차원의 지원의
범위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연구
에서는 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건강장애 학생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안학교가 아닌 건강장애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특수
학교 설립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며, 정책적 논의와 지원도 함께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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