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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의 입원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및 지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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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인들이 입원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지
그 주관적 경험에 관한 인식을 현상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의 단
절이 농인들의 입원 경험의 본질적 현상임을 인식하고, 농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느끼는 소외
감과 위축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는 수화
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중에서 입원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 하였고, 자료 수집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화로 진행된 인터뷰의 모든 과정은 녹화 하였으며,
녹화된 자료는 음성언어로 변환하여 필사한 녹취록을 만들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현상학적 분
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농인들의 입원 경험의 의미 있는 진술은 203개
였다. 그 중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92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최종 확보하였다. 92개의
진술들을 12개 주제 묶음과 4개의 대주제로 분류하였다. 대 주제는 소통의 한계와 장벽, 배려 없는
병원에서 거부되는 아픔 겪음, 낮선 섬, 병실에 외롭게 갇힘, 통하는 는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다시
희망을 얻고 해방됨이었다. 이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농인의 입원 경험의 본질적 현상은 ‘다시 장애
인이 된 것 같음’이었다. 마지막으로 농인의 입원 경험을 바탕으로 농인의 병원생활과 관련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농인, 청각장애, 입원경험, 현상학적 분석,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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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소리를 듣는데 장애가 있는 농인1)들은 농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
는 음성 언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 농인의 주 언어인 수화 또는 필담과 몸짓, 독순으로 상
호 작용과 의사소통을 하지만 제한적인 현실이다. 수화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이 극
소수이고 수화는 표현 내용이 언어에 비해 제한적인 면도 있기 때문이다. 언어중심의 사회에서
말로써 소통 할 수 없는 농인들은 가장 많은 오해와 갈등을 경험하는 장애인 집단이다.
하지만 농인들은 그들의 주 언어인 수화를 사용하면서 일반인들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문화를 공유해가면서 전통을 계승하기도 한다. ‘말하고 듣는’ 청인의 문화와 대
조적으로 ‘보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Padden

＆ Humphries, 1988).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

로 농인(Deaf)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농인(Deaf People)이라 부르면서 공동체적 정체성을 가지고 농
사회(Deaf community)를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농인들은 나름의 의사소통체계를 가지고 있고, 자
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사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취약
한 계층이다. 안타깝게도 농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크고 깊지만 외모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
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 편의와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
우에도 가벼운 장애로 취급되곤 한다.
농인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빛이 없는 어둠 속을 살
아가는 것 같고, 배(ship) 없이 강을 건너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처럼 답답하게 살 간다는 의미하
기도 하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남다른 고충을 견디며 살아온 농인들이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갖
고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이 답답함과 힘듦은 다소 완화되고 이해받고 소통하는 삶이
확장된다. 특히 배우자가 농인이거나 수화를 사용하는 청인이라면 일상생활의 소통은 원만하게
유지되는 편이다. 그러나 질병을 얻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안정은 무너지고 위기를 겪는다. 언
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농인들이 병원에 가면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의사소
통이 안 되는 스트레스를 중복으로 경험하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같은 현실이 지적되고 있

․

․

다 (염영희 안수연 이정애, 2003). 즉 농인들이 진료를 받을 때 수화의 표현이 세밀함이 떨어
지고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학용어
를 수화로 이해하고 통역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 병원에서 수화통역 서비스는 제
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별도로 수화통역이 가능한 가족을 동반하거

1) 농인에 대한 호칭은 청각장애인, 농아인, 농인 등으로 다양함. 본 연구에서는 청인과 대비하여 농인이란
호칭을 사용함. 농인이란 호칭이 보다 중립적이고 통합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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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화통역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병
원에서는 일반적인 언어와 수화 표현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 종사자와 농인 환자가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는 결과
적으로 농인의 의료권 보장과 혜택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건강권이 보장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개인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농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
은 심각하게 문제이다. 농인 같은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보장되지 못
하는 것은 서비스 접근성, 의료의 질, 알권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
하는 것이다. 장애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가 장애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것은 의료
현장에서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기반으로 농인의 입원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농인들의 병원 입
원에 대한 농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체계에서 농인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진실
한 목소리를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농인들이 질병을 인지하고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 받
는 과정의 주관적 경험을 주목하고자 한다. 농인들의 입원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결과는 그
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경험의 본질을 드러내는 강점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
회적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농인들이 입원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
는지 그 주관적 경험에 관한 인식을 현상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의 단절이 농인들의 입원 경험의 본질적 현상임을 인식하고, 농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동
안 느끼는 소외감과 위축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들이 입원을 통해 경험하는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농인들이 입원생활에서 관찰
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과 그것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농인의 관점에서 탐색하고 본질적
현상을 발견하고자 한다.
둘째, 농인의 입원 경험에 대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 사회사업적 차원에서 병원이 농인과 같은 특수한 욕구를 가진 환자에
게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농인들이 입원 생활에서 겪는 불안과 소외, 위축감을 완
화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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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의 입원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둘째, 농인의 입원 경험의 충격과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적인 대안은 무
엇인가?

Ⅱ. 이론적 고찰
1. 농인의 이해

먼저 우리나라의 농인 출현율을 살펴보면 2016년 10월 기준으로 청각과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수는 291,252명 (보건복지부 통계포탈, 2017)으로 전체 장애인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6). 이는 지체장애다음으로 높은 비율에 차지하는 것으로.2) 인구
천 명당 약 6.43건에 해당하고 있다. 장애출현의 원인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약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풍진, 유전, 뇌수막염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
다.
농인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혼합되어 사용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소리를 듣지 못

聾

聾

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농( , Deaf)인을 호칭할 때 사용하는 농( , Deaf)의 의
미에는 청력에 손실이 있는 장애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소리를 듣는 구조와 들은 소리를 뜻 있
는 소리로 인지하고 구별하는 중추에 있는 인지구조에 장애가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에 이상이 생기든가 또는 소리를 듣고 뜻있는 말로 해

聾

석하는 중추기관에 이상이 있어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농( , Deaf)이라고 한다. 이러
한 기준으로 볼 때

농(Deaf)3)

상태는 일상생활에서 청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어떤 소

리 자극에 대해 청각에 반응이 없는 상태를 지속하던 것이다(남상만 외, 2005). 농의 상태는 정
2) 이 자료에 의하면2015년 전체 장애인 수는 2,490,406명임. 이중에서 지체 장애는 51.5%에 해단하는
1,281,497명, 청각과 언어장애 10.8%(269.147명),시각장애 10.2% (252,874명), 뇌병변장애 10.1% (250,862명),
지적장애7.6% (189,752명) 임.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6)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데시벨) 이상, 또는 한
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며 다른 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자, 또는 두 귀에 들리는 보

％

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각장애의 정도가 70dB ISO 이상일 때는 농
(deaf), 35 69dB ISO일 때는 난청(hard of hearing)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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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의하면 90dB이상의 소리를 듣지 못할 정
도로 청력이 손실되어 있을 때 농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력의 손실 정도에 따
라서 2-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인에 대한 호칭 역시 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개념이 반영되어 ‘청각장애인’ ‘농아인’ ‘농인’
‘난청인’등 으로 불러지고 있다. 이들 호칭에는 강조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청각

聾啞)’라는 호칭이 사용되는데 이는 ‘聾(귀머거리 롱)’은 듣

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로 ‘농아(

啞

지 못하는 사람, ' (벙어리 아)'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장애유형에서는 ‘청각장애인’으로 호칭되고 있는데 이는 청각에 손상(handicap)이 있음
(hearing impairment, deaf)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병리적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고경자,
2017).
1970년대 이후에는 비 병리적인 표현으로 간주되는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농인’이
라는 호칭을 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청인’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
한 인식과 인권적 감수성이 미비 했던 시기에는 벙어리나 난청인 등의 호칭들이 사용되었지만
점차적으로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는 호칭들로 발전하고 있다. 비 병리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인

聾

식하고 통합적인 사회적 태도와 문화의 확산은 농( )에 대한 용어를 대문자와 소문자로 나누어
서 deaf와 Deaf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것에서 장애에 대한 가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deaf’가 병리적 관점에서 생리적으로 듣지 못하는 상태를 강조하는 농인에 대한 표현이라
면 ‘Deaf’는 농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언어적 소수자임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Mcllroy,
2011). 이러한 호칭 변화는 농문화가 확산되면서 점차적으로 비 병리적인 표현이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다.
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농인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소통하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여러 가지다. 이들은 소통장애를 제거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편이다. 즉 얼굴 표정과 몸짓의 비수지 신호, 즉 보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또한 입술 모양을 보고 의미를 이해하는 독순이나, 글씨를 써서 소통하는 필담이 있다. 농
인의 가장 중심 언어는 수어이다. 수어는 자음과 모음을 표현하는 ‘지화’ 숫자를 나타내는 ‘지숫
자‘ 농인사회가 합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화‘ 얼굴과 몸짓을 사용하는 ’비수지 신호‘ 로 구성되
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어법이 제정되어 통과 되어서 수어사용이 공식 언어로 보다 활발하게
사용 될 전망이다.

2. 농인의 정체성과 농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각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문화를 통해 전승
되며 발전하고 있다. 농인들 역시 농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농인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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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사회의 개념은 지역사회와 다는 개념의 사회이다. 농인들은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것 보다
농인의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비 공간적 개념의 사회의식이 보다 강하다. 농인 사회는 농인 스
스로 자신들을 청인과 다른 집단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농인을 병리적
인 관점으로 보는 입장을 거부하며, 농인들과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농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화라는 공통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농사회의 일원이라는 동질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준우(2004)는 농사회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1) 농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사회 2) 수화라는 언어가 널리 통용되는 사회 3) 농인이 주도권을 갖고 농 문화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로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농인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농사회의 개념이 보다 발전되고
있다. 과거의 장애를 가지고 수화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규정되어 왔던 농사
회의 개념이 최근에는 농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청인도 농 사회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농인사회에
포함되는 청인은 농인은 아니지만 농인들과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함께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다. 종합하면 오늘날 농사회란 농인에게 관계된 모든
구성원이 농인사회의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달
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농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Lane, 1984).
농정체성 역시 농인들이 소유한 스스로의 정체감만이 아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농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농인의 정체성은 청인중심 정체성, 주변정체성, 몰입 정체성, 이중문화
정체성으로 나눠 볼 수 있다(Leigh. Marcus. Dobosh and Allen, 1998. 고경자, 2010 재인용). 청인중
심의 정체성은 흑인이 백인사회의 가치관 관습 등을 중심에 두듯이 농인의 청인 사회를 이상적
으로 청인의 문화와 가치를 배우고 따라야 한다고 믿는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농인은 농인사회보다는 청인사회에서 보다 안정감을 경험하고 수화보다는 음성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둔다. 주변적 정체성을 가진 농인은 청인사회와 농인 사회에서 혼란
을 경험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가감정을 경험하며 음
성언어로 형성된 국어와 수화를 사용하는 능력이 모두 낮다. 청인과 농인 양쪽의 대인관계에서
도 똑같이 어려움을 호소하곤 한다. 몰입정체성은 특수교육을 받았고 수어사용이 매우 능숙한
농인으로서 농인에 대한 자긍심과 정당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정체성이다. 몰입정체성을 가진 농
인이 경우 청인이 불공정하거나 옳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중 문화정체성은 청인문
화와 농인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정체성을 가진 경우다. 두 개의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유연하
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가장 바람직한 정체성인 이중문화정체성은 수어를 사용한 활발한
의사소통의 경험과 지지가 많을수록 이중문화 정체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문
화정체성은 농인의 사회적응과 스트레스 관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농인들이 농사회를 구성하고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있는 저변에는 농인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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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의 문화는 농인의 정체성과 함께 농인 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농인 문화를 구성
하는 첫 번째 핵심은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대신 ‘보는 문화’가 발달하고 있으며 ‘행동언어’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또한 특성들은 소리를 대신하거나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문화 전반과 생활태
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스마트 폰이나 다양한 연상 기제들이 발달
해서 문자나 영상 통화 기능이 추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음성언어는 의사소통과 정보전달, 그
리고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역할을 한다. 농인들은 이러한 단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청각 대신 시각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시각으로 기초를 형성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시각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문화적 특성을 ‘보는 문화’라 정의할 수 있다. 소리를 들
어서 인식하고 소리로 표현하는 대신에 눈으로 확인하고 손과 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서로서
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오래전부터 인지되고 있는데 Schein은
같은 맥락에서 “농인은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주로 시각에 의해 이루어진다.”(Schein,
1989)고 보고하고 있다.
두 번째, 농인 문화적 특성으로 지적할 것은 농인들은 청각장애를 반드시 고쳐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한 점이다. 농인문화는 청각장애를 비병리화(depathologizing deafness)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문화적 태도는 청력상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학자인 Woodward(1982)는 농인들을 농의 문화적 가치의 관점에서 이해
함으로써 농인과 청인사이에 발견되는 차이점을 비정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차이로 이
해하였다. 같은 입장에서 Lane(1984)은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청력상실 정도는 큰 문제로 부각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는 농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와 입원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
하였다. 농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농인을 중심으로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차원에서 접
근한 연구들이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망라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인에 관한 학문적이고 사회
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연구 경향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
내는 양적 연구보다 주관적 경험을 주목하고 탐색하는 질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농인의 의사소통 과정과 정체성, 문화적 특성, 결혼과 적응, 가족관계, 직업 관련 연구
들이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농인에 가장 많은 연구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농인의
삶의 가장 큰 이슈는 소통의 장애이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불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맥락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행연구들 역시 이런 배경과 궤를 같이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농인들
의 의사소통의 특성과 애로 사항, 그리고 의사소통의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고경자, 201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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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숙, 2010; 이미혜, 2004).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의사소통의 한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시 재확인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농인이 소통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 현상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되고 있다. 하지만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의 문법체계가
일반 언어와 다르고 제한적인 특성은 농인들이 수어를 모국어로 인식하지만 국어는 외국어로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다(고경자, 2012). 그리고 농인들이 청인과의 관계에서는 소통의 단
절과 소외감 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에 비해 같은 농인기리는 동질적 유대감과 연대, 어울리는
즐거움으로 그냥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한다.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청인의
세계에서 오해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들 역시 의사소통의 한계라는 특수성과 맞물
려 있다(고경자, 2012; 이혜숙, 2010). 이렇게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와 경험이 달라지
는 것은 가족관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중 한쪽이 청인일 경우 그 청인 배우자
를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된다. 부모가 모두 농인일 경우 청인자녀는 어릴지라도 소통의 매
개자로서 기능하며 부모의 소통 대행자 역할을 하고 있음도 보고되고 있다(이미혜, 2004). 농인
문화에 관한 연구들은 농인의 문화적 정체성의 특성과 형성과정들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서 농
인으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밝힌 연구(황진욱, 2013; 박동진, 2012)들과
문화적 태도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안영회, 2014; 박동진, 2012; 배성규, 2007; 김경진 2007; 송재

․

․

․

순, 2006; 김주희, 2005). 농인의 부모와 자녀 (곽정란 서영란 이정옥, 2011 ; 이혜숙 이미혜,
2004) 그리고 부부의 결혼 적응의 유형을 밝힌 연구(고경자, 2017)들이 있다.
농인에 관한 양적 연구는 질적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다. 이들 연구는 진로에 관한
연구, 언어의 사용과 이해 능력에 관한 연구, 농인의 직업, 고용, 소득과 삶의 질과 서비스 욕구
들을 측정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박가영, 2017; 고경자, 2017; 하승미, 2014; 최정원, 2012;
박정란, 2010; 염동은, 2009; 성소연, 2008; 배한선, 2007; 김경진, 2007; 공지예, 2006).
농인의 입원 경험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고경자(2012)의 문화기술지 연구에
서 농인들이 병원에 갈 때 수화통역사를 동행해야 하지만 진료와 입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
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민망함을 경험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소개되는 정
도다. 하지만 농인이 입원경험이 아닐지라도 농인의 입원 경험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애인이나 일반인의 입원 경험을 참고 할 필요가 있겠다.
입원 경험에 관한 연구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간호학계를 중심으로 입원경험에 관한 질적 연

․

구들이 수행되었으며(이용표 장혜경, 2014; 이행석, 2007; 정지은, 1998; 노춘희, 1992)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서옥순, 2014). 이들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는 정신

․

장애인의 입원 경험을 다룬 것이다(이용표 장혜경, 2014; 이행석, 2007). 이용표와 장혜경(2011)
은 정신장애인의 비자발적 입원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신 장애인이 입원과 퇴원, 재입원하
는 악순환 과정을 탐색하고 있다. 그 결과 입원과 퇴원의 과정이 자유의지와 통제력을 되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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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과정임을 발견하고 있다. 노춘희(1992)는 정신병동에 입원한 청소년 환자의 분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 환자가 입원으로 분리되는 경험은 외상이나 부정성과 연결
되기 보다는 자기를 노출하고 외부 세계와 연결되기도 하는 복합적 과정이라고 해석하였다. 정
지은(1998)은 정신질환 환자의 입원 경험을 탐색한 결과 ‘입원에 대한 두려움’과 ‘감옥 같은 답답
함’, ‘다름의 경험’ 을 밝히고 있다. 이행석(2007)은 정신장애 여성의 입원 경험을 여성주의 관점
에서 탐색하고 해석하였는데, 그 경험을 ‘답답함과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치료과정에서의
소외’ ‘언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입원’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중년 여성 환자의 우울증과 관련된 입원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황미선(2012)은 입원스트
레스는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스트레스에 물리적 지지와 역할 지지가 조절효과
가 있음을 밝혀 주고 있다. 장효숙(2004)은 환자와 간호사를 비교해서 연구 했는데 그 결과 환자
들의 경험이 ‘고립감과 움직임의 제한’ ‘비인격적 대우와 수면 박탈’ ‘지남력 상실과 감각박탈’ 등
의 스트레스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우울증으로 입원한 청소년의 경험(구봉은, 2008)에서 청소년
의 경험이 ‘애착관계의 갈등’ ‘제어 안 되는 어려움’ ‘외로움으로 움츠러듦’ ‘혼자 해결하려고 노
력함’ ‘자리를 찾아 해결 함’ ‘풀려지는 문제들’ ‘남아있는 병’으로 범주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
다. 그 외에도 중환자실 환자의 입원 경험(양진향, 2008)과 알콜환자의 입원 경험(서옥순, 2014)에
관한 연구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 연구는 인간의 행위와 경험의 복잡한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질적 연구 방
법의 하나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집중하는 연
구이다. 현상학은 훗설 (Edmund Husserl)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는데 20세기 중요 철학 사조의 하
나로 간주되고 있다 (신경림 외, 2010 재인용). 이 연구는 현상을 선입견 없이 ‘사물 그 자체’l해
하면서 인간의식의 본질적 경험을 강조 한다. 현상학적 접근은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개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사실 발견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인식
하는 현상을 밝히는 연구다.
질적 연구로서 현상학을 사용한 학자들은 Spiegelberg, Van Kaam, Colaizzi, Giorgi, 매Van Menen
등이 있다. 이 중에서 Colaizzi는 하이데커 학파의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그의 현상학적 연구는 사
람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Colaizzi, 1978). 그의 현상학적 분석과정은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여 그것을 일반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고, 진술과 재 진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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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들을 도출해 내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콜라지의 방법4)을 선택한 것은 이 연구
방법이 연구에 참여한 개인의 속성보다 연구 참여 대상자 집단의 공통적 특성을 도출하는 연구
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역시 입원경험이 있는 농인 개인의 경험이 아닌 입원한 집단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자의 선이해

연구자는 수화통역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농인의 삶을 관찰하였고 수화 통역 봉사를 하면서
이들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 이해하고 있었다. 수화통역사로서 농인들을 접했기 때문에 연구 현
장에 진입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는 농인의 입원경험
을 그들의 언어로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으로 해석하기 위해 판단 중지하였으며 지속적인 질문
과 반복적 비교, 성찰하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3.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는 농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 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성’과 ‘충분성’을 갖춘 농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 기
준은 수화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며 질병으로 입원경험이 있는 농인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을 사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저자가 수화통역사로
활동한 농아인협회를 통해 연구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추천 받은 사람에게 연구의 주
제와 목적을 소개한 후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동의절차를 밟았다.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참여 동
의서를 받았으며 중간에라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참여자와
일정을 조정한 후 일대일씩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면담은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통화를 통해 보충 질문으로 자료를 보완하였다. 심층면접을 하면서

4) 꼴라지의 분석방법은 사람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현상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그 과정
은 먼저 수집된 자료에서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한 후, 의미 있는 진술들을 추출한다. 그리고 이것을 일
반적인 형태로 진술하고 재진술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도출해 낸다. 이 의미들을 주제, 주제 모음, 범
주로 조직한 후에 주제를 관심 현상과 연결하여 기술하는 과정을 밟는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종합하여
공통적 요소들이 가진 본질적 구조에 대해 현상학적 글쓰기를 진행한다. 참여자에게 이 본질적 구조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분석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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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참여자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연구자는 면담 직후부터 면담자료의 필사본을 직접 작성하고
정보가 풍부한 참여자의 자료를 계속 분석하면서 면담기술과 질문내용들을 보충하였다.
자료수집 및 조사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1차 면접하고 2016년 10월 7일부
터 10월 14일까지 추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면접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로 진행
되었으며 면접 이후에는 관계 유지를 위해 면접 내용 이외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
졌다. 또한 면접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선정하도록 배려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농인의 의미 있는 입원 경험을 탐색하고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Colaizzi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전 단계에서 심층면접에서 확보한 영상
자료를 먼저 전사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농인의 입원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반복적인 읽
기를 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의미 있는 현상과 관련된 문장과 구절 그리고 진술들을 찾았다. 3
단계에서는 앞에서 찾은 의미 있는 내용 중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을 제외해 내고 남은 진술들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구성하였다. 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들을 주제와 주제모음을
범주화하여 4단계를 진행하였다. 5단계는 분석한 자료들을 주제별로 기술하였으며 6단계는 앞
단계에서 확인한 경험 현상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였다. 7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결과가 본인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함으로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6. 질적 연구의 엄격성

연구 참여는 참여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자발적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연구동의서를 통해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게 되었다. 동의서는 연구의
구조적 절차, 자료보관 기한, 비밀보장,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것과 익명성 보
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면담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은 연구결과가 완성된 후에는 삭제
하기로 하는 합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원치 않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
을 수록하였다. 연구자가 문자를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를 생각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의 내용을
수화로 설명하고 자필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각각 2부씩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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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입원 경험이 있는 농인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30대에서 70대까지 분포되어 있고
여성 참여자는 4명 남성은 3명이다. 학력의 차이는 매우 큰 편으로 공식적인 교육 경험이 없는
무학이 2명,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3명, 대학을 졸업한 참여자는 2명이었다. 실청의 원인은
어린 시절 열병을 앓고 나서 병의 후유증으로 농인이 된 경우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이염이
원인인 경우는 1명이었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1명이었다. 직업은 종교
인 2명, 농업종사자가 2명, 농아인 복지 기관 종사자 1명, 보육시설 사무직종사자 1명, 노점 판
매 종사자가 1명이었다. 장애 정도는 1급이 2명이며 나머지 5명은 모두 2급으로 장애 정도가 중
증에 해당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입원 기간은 3주에서 6주까지 입원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성별

교육정도

연령

장애원인

직업

입원기간

장애등급

참여자 1

남

대졸

48

열병

종교인

4주

2급

참여자 2

남

무학

79

원인모름

농업

5주

2급

참여자 3

남

고졸

62

열병

노점상

6주

1급

참여자 4

여

대졸

36

열병

종교인

3주

2급

참여자 5

여

고졸

40

중이염

사무직

3주

2급

참여자 6

여

무학

77

열병

농업

3주

2급

참여자 7

여

고졸

34

열병

사무직

4주

1급

2. 농인의 입원 경험의 핵심 범주 및 주제

본 연구에서는 Colaizzi(1978)가 제시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농인의 병원 입원 경
험에서 수집된 자료(protocols)로서 의미 있는 진술은 203개였다. 그 중에서 반복되거나 중복된 의
미를 제외하고 확보한 의미 있는 진술은 92개였다. 그 진술들을 추상적이고 과학적으로 구성된
의미를 토대로 원 자료와의 관련성을 재확인과정을 통해 12개의 주제묶음(Themes cluster)을 찾았
다. 이것들을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것들끼리 연결하고 묶어서 최종 4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그 범주는 ‘소통의 한계와 장벽’ ‘배려 없는 병원에서 거부되는 아픔을 겪음’ ‘낯선 섬, 병실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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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외롭게 갇힘’ ‘소통되는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희망을 얻고 해방 됨’이었다. 농인의 입원
경험의 핵심범주 및 주제는 <표 2>와 같다.
<표 2> 농인의 병원경험의 핵심 범주 및 주제

의미 있는 주제

주제묶음

종이에다 써줘도 무슨 말인지 모름. 방사선 사진 사진 찍는 이유를 모름. 대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기 환자 번호판이 두개! 양쪽을 봐야 해서 더 긴장함. 말이 안 통하니 아픈

채 기다리고 긴장하며 참고

상태로 참고 있음.

기다림

들을 수 없으니 “연필로 써주세요!”라고 요청해 보지만 못 들은 척 무시함. 간

눈치껏 어떻게 해보려고 노

호사가 내 순서를 잊어버림. 환자는 나인데 나는 쳐다보지 않고 엄마한테만

력하지만 허사!

말함. 의학용어 너무 어려워 알 수 없음.

않는 대화

수술 후 찾아오는 통증, 설명할 수 없으니 무조건 아픔을 참음. 의사선생님

아파도 설명 할 수 없고,

진료 왔다가 보호자 없으면 그냥 가버림. 병명을 몰라서 불길하고 불안한 생

알 수 없으니 두려움과 불

각이 커짐. 계속 참을 수밖에 없음. 내 병이 무엇인지 모를까봐 걱정됨.

안이 커짐

청인과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전혀 안 됨. 집에 가고 싶음. 심심해서 죽을 지

대화가 안 통하니 섞일 수

경. 자포자기 상태. 혼자서 바람 쐼. 억지로 잠을 청함. 청인들끼리만 이야기

없고, 혼자서 참고 포기하

배려 없는

하는 모습이 신물이 날정도. 혼자 외톨이란 생각에 화가 일어남

다 화가 남

병원에서

사람이지만 말을 못하니 농인 원숭이가 됨. 어쩌다 농인이 되었는지 한탄 함.

이질적 존재 취급과 동정하

거부되는

사람들은 동정심을 갖고 보는데 정작 내 존재는 없음. 병실 사람들은 나랑은

는 시선 받으며 공허하게

아픔 겪음

말 안하지만 엄마가 오면 호들갑!

느껴지는 나

6인실 이었지만 너무나 외로웠음. 가장 길고 답답하여 지루한 시간이었음. 죄
짓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음. 농인인 것이 죄 같았고 감옥처럼 답답함. 차라리
커튼 치고 있는 게 편함.
말귀도 못 알아듣는 나쁜 사람 된 것 같음. 바보 천치가 되어버린 듯. 다시
장애인이 되어버린 듯. 농인들은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
로워! 아예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음. 내 맘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함. 아무리 아
파도 그냥 집에 있고 싶음.

범주

통하지가

소통의
한계와 장벽

외로운 농인이 병원이란 감
옥에서 답답함에 지쳐버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
감과 자책은 치료조차 포기
하고 싶어짐

낯선 섬,
병실에
외롭게

청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낌. 병실이 싫음. 우울함. 투명인간 취급함. 대화가 소

차별적 시선과 무시를 느끼

멸됨. 청인들 보는 거 지루함. 농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함.

지만 어쩔 수 없다고 체념

병원에서 스스로 나약해짐. 스스로 존재가치를 느끼지 못함. 스트레스 높아지
고 우울해짐. 청인들과 어색해져서 말하기 힘듦.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름.
다시장애인이 된듯함

자존감의 상실로 우울과 혼
란을 겪음

병문안 온 농인들 따라가고 싶음. 농인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움. 농인들 오

애착 관계인 농인을 만나

면 어깨가 으쓱해짐. 자신감 생김. 마음껏 수화함.

소통하며 자부심 느낌

의사선생님이 수화 가능하면 속이 시원함. 24시간 통역사가 있다면 정말 좋겠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수

음. 통역사 없으면 신경 곤두서고 폭발 직전임. 엄마보다 통역사가 더 좋음.

화 통역사의 존재는 엄마보

통역사에 대한 고마움이 크고 통역사 없으면 짜증나고 불편.

다 더 믿고 의지할 존재

입원의 악몽을 생각하고 싶지 않음. 퇴원만 하고 싶음. 병원에 다시 가고 싶

새가 되고 송아지가 된 것

지 않고. 입원에 대한 두려움. 새장에서 풀려난 것 같음. 외양간에서 나온 송

처럼 해방되고 자유로운 퇴

아지 같고 자유로운 새가 됨. 폴짝 폴짝 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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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인의 입원경험에 관한 맥락적 이야기

1) 소통의 한계와 장벽
농인의 입원 경험에 대한 “소통의 한계와 장벽”의 범주에는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체 기
다리고, 긴장한 체 참고 기다림, 눈치껏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허사! 전혀 통하지 않는 대
화’ ‘아파도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니 두려움과 불안은 커짐’이라는 주제 묶음으로 구성되
었다.
농인이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입원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본질은 소통이 되지 않는 현
실에서 소외와 차별을 통해 절벽 같은 한계에 맞닥뜨린 것이다. 가볍게 아픈 정도가 아니라 입
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농인들은 질병에 대한 걱정보다 병원을 이용하
는 첫 관문에서 가로막힘을 체험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안내하거나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니 진료를 신청하고 대기하는

단순한 과정에서부터

지남력을 상실한 것 같은 혼란과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다. 참고 기다리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을
사용 할 수 없다고 느껴지지만 글을 써서 간호사에게 전달하거나 안내판의 이름 순서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접촉을 시도 하는 등 눈치 활용해서 계속 시도하지만 도무지 통하지 않고 방
치된다고 느끼면서 무력하게 추락한다.
무기력한 관문을 지나서 진료실에 들어서면 불안을 경험한다. 의사나 의료진을 통해서 병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치료 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면서 상상의 크기만큼 불안은 크고 강
하게 밀려오는 불안은 폭풍이 되고 있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수술과 입원이 결정되는 단계에서
는 진행되는 과정을 전혀 일수 없는 답답함을 깊게 경험하고 있다. 농인들이 처음 병원에 들어
와서 입원하는 과정은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연결감 없이 자기 존재가 무시되는 현실에 들어
서게 되는 것이다. 환자 자신이 배제된 보호자와 소통만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자
신은 지나치는 존재로 설명 없는 상태를 답답하게 참고 기다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 농인 입장
에서 보면 이 과정은 환자로서 주체성을 상실하는 경험이다. 농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
서 타인들이 자신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느낌을 받으며 그곳에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내적
경험을 하고 있다. 타인과 소통하고 연결되는 유대감을 통해서 자기가 확장되는 통로가 막힌 것
이다.
“의사선생님 진료 때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뭔가 얘기 하는
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답답하였다.”(참여자2)
“지금도 의사선생님이 설명하지만 병명이 뭔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치료
하라고 하니까 치료받고 있다.”(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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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담만으로 소통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수화통역사와 같이 동행해도 의학용어는
어려워서 이해가 안되고....., 수화에는 의학용어 표현이 없으니 의사 전달에 한계를 가
지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참여자7)
“일반적으로 병원에 혼자 가서 필담을 사용해서 물어보면 병원 간호사가 도와줘서
검사실에 가서 검사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몰라서 당황한 적이 많
다.”(참여자1)
“내가 어디가 제대로 아픈지 설명하지도 않고, 의사선생님도 내가 아픈 상태나 증상
을 듣지 못하니 모르는 상태로 보였다.”(참여자4)
“의사선생님은 내 병에 대해 대충 이야기하고 원인이나 조심할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참여자4)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 아직도 병이 남아 있고 지금도 아프지만 참고 일하고
있으며...., 병원에 대해 불만이 참 많지만 어쩔 수 없으니 참고 일하기만 한다.”(참여자
1)
“수술 후에는 아프고 불편하지만 참고 있을 수밖에 없어 많이 답답했고..., 어디서
어떻게 왜 아픈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물어봐도 확실한 대답이 없으니 대부분은 그
대로 참고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참여자5)
“퇴원할 때 생활수칙 같은 거를 설명도 안 해줬고 병원비나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산모가 조심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지 않았다.”(참여자7)
“입원 후에도 통증이 계속 있었지만 소통이 안 되어서 약 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
간호사들이 나를 보았지만 어디가 아픈지 묻지도 않아서 그냥 참기만 했다.”(참여자6)
2) 배려 없는 병원에서 거부되는 아픔 겪음
농인들이 입원생활을 하는 병실에서는 강한 편견과 차별이 눈부실 만큼 강하게 다가오고 있
다. 눈을 뜨고 외부 세계를 관찰하고 관계 맺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실은 폐쇄적이다. 병실
에서 입원 생활은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동병상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러나 농인들은 입원실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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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포기한 채 무료함을 견뎌야 했다. 혼자 소외된 상태로 청인
들의 대화와 웃음을 시끄럽다고 느끼며 활동사진처럼 바라보고 있다.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을 구경거리 삼은 대화를 몸으로 들으면서 불편함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인들은 ‘심리적 귀먹음’ 상태가 되고 있다. 타인과 연결 될 수 있는 관계 맺음에 대한 포기,
그리고 차단된 세계를 향한 부러움과 질투, 분노 등의 복잡한 감정을 혼자 처리하고 있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농인의 이런 행동은 가면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유사하다. 사람이 가면감정에 갇히게
되면 무언가에 대해서 너무 오래 생각하고 추측하곤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감각이 집중되면서 초조하게 미래를 염려하면서 무력해한 느낌을 소유하게 된다 (최종혁,
2011). 농인이 병실에서 보이는 행동과 감정, 심리적 경향들이 가면 감정에 쌓인 패턴을 보여주
고 있다.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청인들이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에 집착하는 가면 감정은
관계형성의 힘을 빼앗고 자기를 고립시켜 질식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는 때에는 답답하고 외롭고 지루했고 심심해서 죽을 것
같았다. ”(참여자5)
“청인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물 날 정도였으며.....”(참여자4)
“입원해 있는 동안에 평소보다 혼자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밥도 혼자서 먹
고...., 주변에 청인들을 보는 것도 좋지 않았다. 말도 못하고 통하지도 않아 별로 상대
하고 싶지 않아서...., 통하는 다른 농인들도 없고 혼자라는 생각에 답답하고 화가 났
다.(표정이 어두워짐). 내가 말도 못하니까 싸우거나 다툴 생각도 아예 없었다. 밉고 보
기 싫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참여자6)
“청인들은 서로 웃고 떠들지만 나는 왜 그러는지 알 수 없고, 알고 싶지만 답답하여
체념하였다.”(참여자5)
“다른 사람들이 농인들을 원숭이 보는 거 같이 바라본다. 어쩌다 농인이 되었는지,
불쌍하고, 안되었다며.....”(참여자4)
“아파서 입원한 것도 힘든데 청인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것 같다.”(참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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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후 치료에서 있어서는 의사선생님이 나에게 말 안하고 엄마에게만 이야기하
여 답답했다. 엄마는 약만 먹으면 된다고 하였으나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되어 가는
지 등 너무 알고 싶었으나 답답했다.”(참여자4)
3) 낯선 섬, 병실에 외롭게 갇힘
실종된 것 같은 병실에서 가면 감정을 느끼는 농인들의 다음 행동은 자신을 축소시키는 것으
로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람이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내면 자원의 고
갈을 의미하는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 형성되지 않는다. 병실에서 농인은 깜
깜한 바다에 혼자 떠있는 외로움 섬과 같은 존재로 자신을 경험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신뢰

구축이 어려워지자 병실의 타인, 청인과의 관계 맺기를 부정하도 차단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같은 병실 내 청인들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 소외감을 느끼며 가로막힌 세계를 체념하고, 스스로
를 커튼 속에 잠그고 답답하고 속상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느낌은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해 회의를 들게 하는데 현재의 회의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소외감은 늪처
럼 깊고 헤쳐 나올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으
로 전전 긍긍 하는 병실 생활은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곳이다.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되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를 작게 만들려고 하고 공간을 좁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
는 ‘생물학적 움직임과 다양한 감정들에 대한 실험’ (Amy, 2016)결과에서 나타난 행동과 부합하
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의 예를 들면 농인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체념한 상태에서 6인 병실임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침대 커텐을 내리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공간을 커튼 안쪽으로 한정함으
로서 자기 공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6인실을 이용했는데 너무도 외로웠다. 입원생활은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일이었다..... 견딜 수 없이 심심하여 별로 친하지 않은 농인들을 불러서 시간을 보냈지
만 집에만 가고 싶었다.”(참여자4)
“분만 진통이 왔을 때 당연하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난다. 나만 혼자 둔 채 간호사들은 와보질 않는데 부를 수가 없으니 어쨌을 것 같은
지.... ”(참여자6)
“소통이 안 되는 농인 처지에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며칠 동
안 혼자서 매우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청인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죄짓고 갇혀있는 것 같았어. 감옥에 있는 기분처럼 소외되고 외로움이 컸다.”(참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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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곳 가려워 소독해야 했을 때 혼자 처치실 찾았고 청인들은 사람을 불렀다.
커텐을 모두 쳤다. 어떻게 소독하고 치료 하는지 보진 않았는데, 커튼을 친 것은 수화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좋게 보일까봐 그랬다. 근데 사실 커텐을 치고 혼자 있
는 게 편하게 느껴졌다.”(참여자3)
“입원 했던 것에 대한 느낌은 집에서는 편한데 병원에선 내 맘대로 못한다는 생
각.... 병원에서는 주사만 맞고 바보천치 같다는 느낌만 들어서....”(참여자5)
“혼자 휠체어를 타고 왔다 갔다 했으며...., 병실에 있기 싫고 그래서 밥도 많이 못
먹어서 편의점에 가서 빵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 사 먹고 그냥 혼자 놀며 병원 생활
을 하였다”(참여자3)
“수화하는 사람 없고 청인들 보는 거 지루해서 병원 주변만 매일 돌아다녔다.”(참여
자5)
“내가 농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하면 정말 우울하다.”(참여
자6)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억지로 시간만 보내고 살이 찐다. 스트레스가 높아지
고 우울한 생활을 보냈다.”(참여자4)
“의사선생님이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화장실도 가면 안 된다
이야기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다.”(참여자6)
4) 소통되는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희망을 얻고 해방됨
농인의 입원 경험에서 막힌 공간이 조금이나마 뚫려서 공기가 순환되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
은 농인들이나 수화통역사와 함께 있는 때이다. 이것은 상호간에 소통이 되는 기쁨 뿐 아니라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당당함이 결합되는 것이다. 이 순간
농인의 자존감이 살아나고 관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 모습이 부각되는 것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고립되고 위축 되었던 아픔이 농인을 만나 위로받고 지지 받으며 회복되는 경험은
새로운 의미가 되고 있다. 병원 생활의 피로감이 상승되고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사로잡혀 의미
를 분열되는 시간 속에 농인들의 방문과 수화통역사의 만남은 회복과 연결의 끈이 되고 있었다.
특히 소통의 장벽을 순식간에 걷어내는 마술사 같은 수화통역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인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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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렇게 입원을 통해 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지지와 희망의 재발견에도 불구하
고 병원은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이며, 구속 같은 입원은 탈출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을 빠져나오는 퇴원은 새장에 갇힌 새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자유로움으로 경험되고 있었
다. 외양간의 송아지가 폴짝거리며 들판을 향해가듯이 퇴원은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기쁨이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들 찾아오고 봉투도 전해 주고.. 목사님이 가실 때 엘리베
이터 안에 같이 있는 농인들 보면서 따라서 가고 싶었다.”(참여자2)
“교회 사람들이 가끔씩 오고 농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움을 주었다.”(참여자3)
“입원 했을 때 처음에는 많이 울었고, 우울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
을 믿음으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다.”(참여자1)
“수화통역사가 24시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웃음). 통역사가 없으면 가장 불편하
다.”(참여자4)
“입원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수화통역사이다. 의사선생님이 왔을 때 생각 전달, 의사
소통이 가장 어려워서 가장 필요하다. 수화통역사가 매순간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참여자1)

․

“입 퇴원은 통역이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고 내가 말도 못하는데 수화통역사
에 대한 고마움이 크다.”(참여자6)
“병원생활에 있어 만족감은 전혀 없다. 입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참여자5)
“퇴원 후 너무 편하고 좋다. 새장에 갇혔다가 풀려난 거다. 입원했을 때 다 낫지 않았
더라도 우선 퇴원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참여자5)
“그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참고만 있었으며 어쩔 수 없었는데.... 퇴원하니 외양간에
서 풀려나온 송아지 같이 좋아.”(참여자2)
“퇴원 후 지금은 매우 기분이 좋고 자유롭다. 새처럼 날 수 있을 것 같다.”(참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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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할 때에는 다 나은 것이 아니라 아프기는 했지만 폴짝 폴짝 뛸 것같이 시원
하고, 기쁘고 좋았다.”(참여자3)

4. 현상학적 글쓰기: 농인의 입원경험의 의미와 본질

본 연구에서는 농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신청하고 진찰받은 후 수술과 치료 등의 입원
과정의 경험은 장애인으로 살아온 평생의 트라우마가 압축되어 재생되는 현상임을 발견하였다.
이것에 대한 농인의 경험은 ‘다시 장애인이 되어버린’ 것 같은 경험으로 응축 되었다. 병원 경험
의 궤도는 “말 못하는 다른 사람으로 인식 됨 - 소통할 수 없으니 가로 막힘 - 대처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 매몰 됨 - 분노하다 위축되고 좌절함- 장애인 이라는 뼈아픈 경험의 재생 - 낯선
섬에서 덫에 걸린 듯 - 희망의 빛이 들어옴 -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감옥에서 해방”으로 이어
지고 있었다.
농인의 입원 경험의 본질적 현상의 첫 번째 특징은 소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중심
현상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느끼는 입원 경험과 차이가 있다. 일반인 (청인) 들이 병원에 입
원할 경우에도 불안을 경험한다. 그런데 그것은 병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우선적인 불안이다.
그런데 농인은 병원을 이용할 때 자신이 의사소통을 수 없다는 것, 즉 장애로 인한 불안과 두려
움이 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압도한다는 점에서 경험의 본질이 다르다.
두 번째 특징은 농인의 병원 입원 경험이 발달과정의 암묵적 기억들을 다시 재생되는 현상이
라는 점이다. 청인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인 농인으로 살면서 몸으로 기억되고 마음에 자리 잡
고 있던 받은 소외와 불통의 상처, 차별이 입원 경험에서 활동사진으로 재생되고 있다. 연구 참
여자들은 발달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 내 잘못이 아닌데 잘못한 거 같은, 어린 시
절 벙어리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병실의 시선은 불편한 호기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행위 대화를 보면서 내 눈 앞에서 나에 대한 뒷담화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몸이 아픈 것도 걱정되고 불안한데 이에 대한 위로와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무시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목격하면서 스스로를 커텐 뒤에 숨기고 외부세계와 단절하는
행동을 한다. 무인도처럼 병원 생활을 겉돌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농인의 감정과 정체성이 왜곡되는 현상으로 나타나
고 있는 점이다. 병원의 진료 과정에서 농인은 단연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자신
들도 이를 느끼고 정서적으로 몹시 서운하고 화가 난다. 그런데 이 서운함과 분노가 자신의 내
면을 향하고 있다. 입원의 현실에서 작고 무력해진 취하게 취약해진 자아는 소통과 지지, 연대
를 찾지 못하자 자신에게 화가 나고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벗어나고 싶지만 치료를
받아야하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 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주장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자신을
잃어버린 공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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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병원에 입원한 농인의 입원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농인의 입원경험은 ‘소통의 한계와 장벽’ ‘배려 받지 못하는 병원에서
거부당하는 아픔 겪음’ ‘낯선 섬, 병원에 외롭게 갇힘’ ‘소통되는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희망을
얻고 해방됨’이었다. 농인의 입원 경험의 본질적 현상을 통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병원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는 농인들은 소외와 차별의
감정을 경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현실을 인지하면서 자신을 작고 무력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농인의 입원 경험에서 ‘다시 장애인이 되어버린’ 경험처럼 병실에서 농인 은 마치 덫에
갇힌 동물들이 몸을 웅크리고 눈치를 살피며 자기 영역을 축소하고 숨기는 것처럼 자신을 작고
무력하게 만들어 고립된 안전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런 행동 패턴은 우울증과 정신장애인의 입

․

원 경험을 다룬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었다.(이용표 장혜경, 2011; 이행석, 2007; 장효숙, 2004).
정신 장애인의 경우 답답함과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소외감과 통제력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으
며, 자유의지와 통제력을 되찾는 과정이 입원과 퇴원의 과정이라고 중환자실에서 고립감과 지남
력의 상실, 움직임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우울증으로 입원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외로워
서 움츠러든다거나 혼자서 해결하려 한다는 경험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농인의 입원 경험
은 다른 사람들의 입원경험과 유사한 면이 발견되었다.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질병을 앓
는다는 취약함이 건강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경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평
소에 경험해온 소외감이나 위축감을 보다 더 강하게 느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둘째, 입원 경험에서 소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는 농인들은 가면감정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타
내는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연구결과 농인들이 스스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색하
기보다 상황의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그냥 감수하며 살아가는 평소의 일반적 생활태도가 병원의
진료 과정과 입원생활에서도 반복되고 있었다. 농인들은 “괜찮아” “그냥” 등 표현을 쉽게 쓰고 많
이 사용한다. 이런 습관적인 의사 표현에는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병원
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수화통역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주
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병실에서도 청인이 대부분인 가운데 소통을 시도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필요이상의 호기심 등을 차별로 느끼지만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참고 있다.
셋째, 농인들이 입원 경험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이 일반인과 다른 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 농인이 병원에 입원할 때 느끼는 부정적 정서에는 소통할 수 없다는 불안이
증신 현상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 (청인)의 경우에는 병에 대한 두려움과 치료 예후
에 대한 불안이 중심현상인 점과 대비되는 것이다. 농인들은 병원에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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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없고, 스스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여 소통 할 수 있는 길이 막혔고 그 막힘을 뚫을
수 없다는 좌절과 체념, 그리고 자기 연민과 자책이 본질적인 경험이었다. 장애와 소통의 단절
이 농인들의 입원 경험의 본질적 현상을 구성하고 있다.

2. 농인의 병원이용에 관한 지원방안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농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은 외견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식별되지 않는 장애인이다. 숨겨
진 장애라고도 할 만큼 소리 없이 지내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언어)는 주의해서 보
아야만 들을 수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장애로 인한 핸디캡과 불리에 대해서 옹호적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하겠다.
둘째, 병원과 같은 보건시설을 이용 할 때 농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선행연구에
서도 (김금례, 2002) 농인이 복지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의 어려움이 농인에
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농인이 보건의료시설이나 의료기기 등을 구입할
때도 소통이 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송재순, 2006). 이런 측
면에서 농인이 병원을 이용할 경우 생명권과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질
병과 치료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체 장애인의 경
우 이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시각 장애인에게는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인에게도 수
화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농인이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수화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확대되고 공식적인 소통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에서도 수화 교육과정
을 개설하여 사회복지나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수화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
되어야 하겠다. 그 외에도 수화통역사 양성이 확대 되어서 자원봉사나 전문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농인들에게 음성언어를 대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문자를 소리를 전환하고 소리를 문자화 해주는 기능이 있
다. 외국어를 통역하는 앱 서비스와 같다. 농인들이 이런 기능들을 활용한다면 소통 할 수 있는
장소와 사람들이 확대 될 것이다. 병원의 직원이나 의료인도 이같은 서비스 기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농인과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농인은 소통이 안 되는 불안과 트라우마로 가득한 세상에서 보다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 갈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의료사회사업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농인들이 병원에 입원
할 경우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인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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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안과 공포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 할 수 있는 개입방안도 마련
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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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Phenomenology and Search for
Support Plan about Hospitalization experience of A Deaf Person

Choi, Eun Ju

Lee, Hye Sook

Hanil University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this research, a deaf person

hospitalization experience was attempted to understand essentially and

search for support plan. The researcher tried to reveal phenomenon and sought to what the experiences of
treatment process after a deaf person were diagnosed the disease in the hospital. As the research
participant, we chose a person who had hospitalization experience and use the deaf language. The
researcher collected data by in-depth interview based on a half-structured questionnaire. Interview was
proceeded by deaf language and the process was recorded. Recorded data was transformed to vocal
language and was made into desperate transcript.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The meaningful statements of elected a deaf person

hospitalization experience through the

analysis are 203. The researcher secured meaningful 92 statements except overlapped data. 92 statements
were grouped into 12 sections and four main notes. Main notes are Limitation and barriers to
communication, Pain experience refused in mindlessness hospital, A strange island, solitary confinement to a
ward, To be obtained and liberated by the support and hopes of communicating. The essential
phenomenon of the a deaf person hospitalization experience that is passing through this topic was that is
was ‘becoming disabled again.’ Finally base on a deaf person hospitalization experience, researcher proposed
support policy and program related to a deaf person hospital life.
Key words : deaf person, hearing defect, hospitalization experience, phenomenological analysis, suppor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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