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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을 받은 생존불자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__불교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삶의 질 향상방안을 중심으로__

김학주 임정원 신성현*1)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요약문 [주요어: 유방암 및 부인과암, 삶의 질, 사회적 지지, 불성]

본 연구는 불성을 가진 암 생존자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를 조사

함으로써, 불교 사상과 철학에 근거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

에 근거하는 33명의 유방암 및 부인과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두개의 표

준화된 삶의 질 척도와 종교성 및 불성을 조사하는 영적 복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조사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 척도 및

서비스 이용 및 욕구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불교

를 믿고 있는 암 생존자들의 종교성과 불성(buddhahood)에 대한 문항

중, 암 진단 이후 삶에 대한 사명감 또는 살아야 되는 이유 등이 생겼

다는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전반적으로 참석자들의 사

회적 지지는 삶의 질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 연

구 결과는 불교의 세 가지 사상인 자비, 보시, 보은 사상과 상당한 연관

성을 보이며, 향후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

고 조직적인 불교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심각한 질병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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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신에게 의

지를 하거나 어떤 신념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1) 특히, 암과 같

이 치명적인 질병을 겪게 되는 암 생존자들의 경우, 종교는 생존

에 대한 희망을 주며 암 진단 및 치료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

한 심리 사회적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및

도구로써 이용되어지기도 한다.2) 암 생존자의 불성(buddhahood)

및 종교적 욕구에 관한 한 연구3) 에서는, 83%가 암 진단 이후,

종교적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함으로써 종교성 또는 불성

에 대한 추구가 암 생존자들에게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은 다양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인들의 약 25.3%는 불교를, 19.8%는 기독교를, 7.3%는 카톨

릭을 믿고 있다.4) 한국인들의 대다수가 특정 종교(불교)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 할 때, 한국인들이 불교를 믿고 이에 의존하

는 것은 중요한 삶의 사건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생존 전략으

로써 실질적인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국인들의 가장 많은 수가 믿고 있는 불교를 중심으로 불성을 가

진 암 환자의 삶의 질 및 사회적 지지의 현 상태가 불교 사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최종적으로는 불교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어

떤 접근이 필요한지 제안하고자 한다.

1) Fosarellie(2008) pp.249-257; Levine 외(2007) pp.212-225.

2) Lengacher 외(2006) pp.97-104; Lowry 외(2002) pp.388-402.

3) McMillmurray 외(2003) pp.49-54.

4) Asianinfo(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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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불교에서의 종교성과 불성

암 생존자와 관련된 연구에서 종교성 (religiosity) 또는 불성

(buddhahood)에 관한 지식은 점차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

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종교성 또는 불성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

적인 정의는 합의점을 찾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5) 어떤 학

자들은 "종교성" 또는 "불성" 이라는 의미를 함께 섞어서 사용하

기도 하지만, 다른 학자들의 경우에는 그것의 의미를 뚜렷하게 구

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성"은 어떤 신을 기반으로 하는 특

정 종교에 의지해 가면서 자신의 인생관, 믿음, 가치, 그리고 실천

적 자세 등을 그 종교에 맞추어 행동하는 인간의 종교적 욕구로

써 정의된다. 한편, "불성(buddhahood)"은 불교적 입장에서 자신

보다 더 차원이 높은 존재와 맺는 관계로써 자신의 한계를 초월

하여 궁극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으로 설명되어지며,6)

이는 부처님에 대한 종교적 믿음으로써 정의될 수 있다. 종교성과

불성간의 사전적 정의에 대한 큰 차이로써, Thoresen (2002)는 종

교성은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특징인 반면, 불성은 인간적인 신뢰

나 경험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 한다.7) 따라서 내면적인

불성이 외적 행동이나 태도 또는 생활로 나타날 때 경건이 되고,

이것이 집단화되었을 때 불교적 믿음에 대한 신념과 행위 그리고

경험의 구조화된 형태인 종교가 된다고 주장한다.8) 이와 같은 의

미적 차이를 반영하듯, 종교성이나 불성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 종

5) Bekelman 외(2007) pp470-477; Reynolds (2006) pp118-121

6) 권경임 (2004) p.24.

7) Thoresen 외(2002) pp.3-13.

8) 권경임(200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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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용되는 평가도구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준다. 가령, 종교성을

묻기 위해서는 간단한 몇 가지 질문, 즉, 특정 종교에 소속되어 있

거나 종교 활동의 정도 등에 대한 질문 등이 대표적이다.9) 반면,

불성과 관련된 도구에서는 종교적 의미, 전체성, 초월성, 관계, 즐

거움 그리고 평화 등의 다양한 개념을 통해 그 의미를 다루고 있

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독립된 것

이며 상호 배타적이지도 않다.11)

불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불성에 대한 의미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불교에서의 불성은 삶의 궁극적 기반으로서 만물이 모

두 불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절대 청청하여 영원불변의 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불성은 주객이 사라진 하나의 모습이며 형상

이 없는 무상이다. 결국, 사물은 일정한 모양이나 실체가 없지만,

우리들 마음이 독립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과

적으로 형상은 마음이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성의 특성은 제일의공, 중도, 연기, 불이, 일상 (색증시공 공즉시

색), 무상 (모양이 없음으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거래가

없다, 평등, 각성, 자성청정심, 공즉보리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12)

2. 암 생존에 있어서 종교와 삶의 질의 관계

몇 몇 연구들은 종교성과 불성이 암 생존자의 사회 적응에 긍

정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제안한다. 특히, 대처방식,13) 암 치료의

극복,14) 개인 성장 및 정신 건강,15)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16) 등

9) Vachon(2008) pp.218-225.

10) Peterman 외(2002) pp.49-58.

11) Stefanek 외(2005) pp.450-463; Vachon(2008) pp.218-225.

12) 지운(2003); 권경임(2004) pp.27-29.

13) Holland 외(1999) pp.417-428; Thune-Boyle 외(2006) pp.1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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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영역에서 종교성 및 불성(buddhahood)이 긍정적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몇몇 연구는 종교성 및 불성

은 암 생존자들에게 희망을 제공하고,17) 암 진단 이후 생길 수 있

는 심리사회적 불안정 상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며,18) 암 치료

및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도

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19)

현재, 불교적 차원에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조사한 연구는 아

직 없다. 하지만, 불교사회복지 사상을 근간으로 했을 때, 불교가

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사상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자비사상을 들 수 있

다. 불교의 중요한 근본이 되는 자비 사상은, 기쁨을 주고(자) 고

통을 없앤다(비)로 해석 된다.20) 따라서 자비 사상은 괴로움을 없

애주고 발고와 즐거움을 주는 여락인 발고여락의 덕으로 매우 넓

고 큰 이타적 정신이라 하겠다. 두 번째는 보시사상이다. 자비사

상을 바탕으로 한 복지의 실천개념인 보시사상은 단나의 의역으

로 베풀어 준다는 뜻이다. 즉 자기의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며

(보), 욕심을 버리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시).21) 보시는 육바라

밀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수행덕목으로서, 보살이 중생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선근과 모든 재물을 내외로 다

희사하되 집착하는 바가 없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보은 사상

이다. 보은 사상은 대승불교의 보살도 가운데 중요한 사상의 하나

로 보은이란 은혜를 알아서 갚는다는 의미이다. 즉, 타인에게 은

14) Ebright 외(2002) pp.561-568.

15) Wenzel 외(2002) pp.142-153.

16) Brennan(2001) pp.1-18; Peterman 외(2002) 49-58; Schnoll 외(2002)

pp.37-59; Tomich 외(2002) pp.154-169.

17) Lowry 외(2002) pp.388-402; Taylor(2003) pp.260-266.

18) Edser 외(2007) pp.561-568.

19) Koening(2002) pp.487-493.

20) 용수보살 조

21) 혜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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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를 받았을 때는 비록 그것이 작은 은혜라도 잊어서는 안 되며,

하물며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언급하고 있다.22)

결과적으로 암 진단 이후 상당한 고통을 겪은 환자들의 경우, 불

교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사상들을 기반으로 그들 스스로에게 긍

정적인 감정을 부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정신

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

다.

3. 종교적 의미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

종교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

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낮은 수준의 종교성

과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한다.23) 또한, 어떤 연구는 불성이

강한 사람은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 및 혜택 등을 더 많이 제공하

고, 반대로 그들이 곤경에 처할 경우, 종교 기관 및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된다고 한다. 사실, 종교 생활

을 많이 하거나 불성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종교기관으로부터 물질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더 많

은 혜택을 받을 것 같다. 가령, 암 진단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불성이나 불교 사상은 회복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 사상에서 암 진단,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지지

가 내포하는 의미는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 그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불교가 함의

22) 권경임(2004) pp.71-83.

23) Mytko 외(1999) pp.439-450; Reynolds 외(2006)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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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비, 보시, 그리고 보은 사상들이 실제 불교를 믿고 있는 사

람들의 삶의 질 및 사회적 지지와 어떻게 관련이 있고 어떤 의미

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4.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불교의 자비, 보시, 그리고 보은 사상과 관련하여 암

생존자 중 불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불교 사상과 철학에

근거해서 각각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이를 기반으로 불교적 차원에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유방암 및 부인과 암

으로 진단 받은 성인 여성 중, 불교를 믿는다고 응답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참석을 위한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대표적인 암의 유형으로써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

는 유방암 또는 부인과 암 (자궁암 또는 난소암 등) 으로 진단받

은 경우, 둘째, 화학 요법 및 방사선 요법 등의 항암 치료를 마지

막으로 받은 이래, 최소 3개원 간 어떤 질병의 소견도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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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 셋째, 종교와 관련된 질문에서 불교를 믿는다고 응답한

경우, 넷째, 본 연구 당시 18세 이상이었으며, 다섯째, 설문지를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한국 여성들만을 포함하였다. 호르몬 치료의

경우,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장기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

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을 본 연구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2. 자료 수집 과정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5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

졌다. 우선, 자료 수집을 위해 영어로 되어 있는 설문지는 전진-

후진 (forward-backward) 번역 절차를 거쳐 한글로 번역됐으며,

이후 신뢰성 검사를 거친 후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5개의 지역 종합 병원 및 2개의 유

방암 및 자궁암 지지 집단을 이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해 임

의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첫째, 암 생존자의 특성상,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 거주해 있다는 점, 둘째, 암

생존자들만을 위한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몇 개

의 암 관련 지지 집단이 있다는 점, 그리고 넷째, 암을 위한 특화

된 치료를 제공하는 몇 개의 병원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혼합 수집 방법에 근거해서, 우선, 병원 및 암 생존자 지지 집

단에 본 연구와 관련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각 지역 병원 의료진

등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의사) 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한 클라

이언트에게 협조 요청 편지를 보내도록 하였다. 또한, 연락처를

모르는 환자들의 경우, 기관 담당자가 환자의 기관 방문 시 본 연

구에 대해 환자에게 직접 설명한 후, 참석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

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암 생존자 지지 집단이 열릴 경우, 지

지 집단 담당자에게 연구자의 참석 여부를 승인받은 후에, 설문지

와 함께 연구 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기관 담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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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설문지 작성 후 2주

내에 동봉된 봉투에 완성된 설문지를 넣어서 보내줄 것을 요청하

였다.설문지를 완성한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승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에 위치한 남가주 대학

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및 한국에 위치한 지역 종

합 병원의 기관 윤리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얻어졌다.

3. 측정 도구

⑴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의학 정보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는 나이, 수입, 고용 상태, 교육 정도,

결혼 상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의학 정보로는 진단명, 진단 시

나이, 진단 이후 소요된 기간, 진단 시 암 진행 단계, 치료 유형,

현재의 건강 상태, 사후 관리, 재발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였다.

⑵ 삶의 질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두 개의 표준화된 도구가 포함되었다:

1) 기능적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건강

수준에 대한 평가’ (Medical Outcomes Study Short Form 36 He

alth Status Survey: SF-36); 2) 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

한 간이 증상 도구 (The Brief Symptom Inventory – 18; BSI-18).

우선, SF-36은 다양한 형태의 임상 관련 연구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자가 보고 척도이

다.24) 이 도구는 삶의 질과 관련된 8개의 하위 척도를 포함하고

24) Ware 외(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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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신체적 기능 (10문항); (2) 신체적 문제로 인한 역할 상

의 제한 (4문항); (3) 신체적 고통 (2문항); (4) 일반적 건강 (5 문

항); (5) 활기 (4문항); (6) 사회적 기능 (2문항); (7) 정서적 문제

로 인한 역할 상의 제한 (3 문항); (8) 정신 건강 (5문항). 또한, 이

와 같은 8개의 하위 척도는 크게 신체적 요인 (physical component

summary: 8개의 하위 척도 중 1부터 4까지를 포함)과 정신적

(mental component summary:8개의 하위 척도 중 5부터 8까지를

포함) 요인으로 구성된 요약 척도로 구분된다. 각각의 하위 척도

를 얻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 포함된 항목들을 합한 후에, 그것을

표준화된 점수로 변형해서 사용하며, 요약 척도는 하위 척도들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점수의 범위는 0부터 100까지 나열되며, 점수

가 커질수록 좋은 기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8개의 하위 척도

들의 신뢰도 (Craonbach’s α)는 0.80에서 0.98에 포함되어,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BSI-18은 의료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지역사회에 거주

하는 일반 성인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18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가 보고 척도이다.25) BSI-18 척도는

한 개의 포괄적 심각도 (global severity index)와 세계의 하위 척

도 (신체화 증상, 우울 그리고 불안)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지난

7일간 제시된 각각의 증상으로 인해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를

0 (전혀)부터 4 (아주 심한)까지 중 가장 적절한 곳에 체크하도록

하는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BSI-18의 신뢰도는 0.93으로 높

게 나타났다.

⑶ 종교성(Religiosity) 및 불성Spirituality)

종교성 및 불성은 암 생존자를 위한 삶의 질 척도 (QOL-CS)

중 하위 척도인 영적 복지 (spiritual well-being)를 이용하였다.26)

영적 복지와 관련된 문항들은 암 생존과 관련해서 불성과 종교가

25) Derogatis(2000).

26) Ferrell 외(1995) pp.5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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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0부터 10까지

나열된 숫자 중 가장 적당한 것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0.80으로 나타났다.

⑷ 사회적 지지 조사 (Social Support Survey)

사회적 지지 조사는 응답자들이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이용가

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써 4개의 하위 척도

(정서적, 물질적, 애정적, 긍정적 사회적 관계)로 구성된 19문항의

척도이다.27) 응답자들이 1부터 5까지 중 가장 적절한 곳에 체크하

도록 하는 5점 척도이며, 높은 점수는 더 좋은 사회적 지지를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는 0.97의 좋은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및 욕구

암 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 및 이에 대

한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전문 사회 복지

서비스 (가령, 정보, 상담, 재정적 지원, 지지 집단 등) 리스트가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은 이래

특정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

였고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정도 및 향후 욕구 등을 "네" 와 "아니

요"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서비스 이용은 참석자들이 과거에 또

는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문항들을 모두 더함으로써 계산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대한 항목은 각각의 서비

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받고 싶거나 받지는 않았지만 향후 받

고 싶다고 응답한 서비스들을 모두 더해서 얻어졌다.

4. 자료 분석

27) Sherbourne 외(1991) pp.7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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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백분율

연령

30-39

40-49

50-59

60 세 이상

1

14

12

6

3.0

42.4

36.4

18.2

교육
고졸 미만

고졸 및 대학 중퇴

0

28

0

84.8

본 연구는 유방암 및 부인과 암 생존자 중 불자를 대상으로 그

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써 빈도, 확률, 평균, 표준 편차 및 범위 등의 주로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이 사용되어졌다. 분석은 SPSS 15.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의학 정보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및 부인과 암 생존자 중 불교를 믿는다

고 응답한 33명의 불자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참

석한 불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의학 정보는 표 1과 2에 제

시된다. 참석자들의 평균 나이는 51세 (표준편차=7.56)였으며, 대

부분이 40세에서 50세에 해당되었다. 참석자의 약 90%는 기혼 상

태였으며, 암으로 인해 그들의 재정적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

답한 참석자는 약 24%였다.

< 표 1 >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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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백분율

암 진단 이후 생존 기
간

2년 미만

2-5년

5년 초과

5

16

12

15.2

48.5

36.3

암 유형
유방암

부인과 암

20

13

60.6

39.4

진단 시 암 진행 단계

0

1

2

3

모름

5

10

12

5

1

15.2

30.3

36.4

15.2

3.0

치료 유형b 수술 30 90.9

대졸 이상 5 15.2

가구 소득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10

20

33.3

66.7

결혼 상태
기혼

기타 (미혼, 사별, 이혼 등)

30

3

90.9

9.1

암의 재정적 영향력
없거나 약간 있음

심각함

25

8

75.8

24.2

의학 정보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61%는 유방암으로 진단 받았

으며 나머지 39%는 자궁암 및 난소암을 포함한 부인과 암으로 진

단 받았다. 참석자의 약 49%는 암 진단을 받은 지 약 2년에서 5

년 사이에 있었으며, 36%는 5년 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조사되었

다. 한편, 참석자의 다수는 암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받았으며

(91%), 약 반 정도가 방사선 또는 화학 요법을 받았다고 보고 하

였다. 암과 관련된 현재의 치료 상태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응답자

의 약 70%가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지 않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고 하였다.

< 표 2 > 연구 대상자의 의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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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요법

화학 요법

호르몬 치료

기타

15

19

5

1

45.5

57.6

15.2

3.0

현재의 건강 상태

치료가 종결되었지만,
정기적인 사후관리 요망

치료를 끌탠지 5년 이
상 경과

완치됨

23

6

4

69.7

18.2

12.1

부작용
있음

없음

12

21

36.4

63.6

지난 10년간 발생한
질병 여부 (암 제외)

있음

없음

9

24

27.3

72.7

2. 연구 대상자의 종교성 및 불성

유방암이나 부인과 암으로 진단 받은 불자들의 종교성 및 불성

에 관한 보고는 표 3에 제시된다. 이들의 전체 평균 점수는 6.05로

나타나 0부터 10까지의 점수 중 중간 보다 약간 높은 정도를 보여

주었다. 특히, 6가지 종교성 및 불성과 관련된 문항 중, "암 진단

을 받은 이후, 이들은 삶에 대한 사명감 또는 살아야 되는 이유

등이 생겼다"라는 문항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다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 감이 생겼다"라는 문항이 6.15의 평균 점수를

보여 주었다. 반면, "명상 등의 다른 영적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

하다" 또는 "종교 활동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항목

에 있어서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들은 전반적으로 종교성과 관련된 항목 보다 불성에

항목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의 정신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암 진단을 받은 생존불자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 255

영적 복지 평균 표준편차

종교성

종교 활동 (절이나 사원에 가는 것)에 참석하는 것
의 중요성

5.73 3.27

명상 등의 다른 영적 활동을 하는 것의 중요성 5.48 3.79

암 진단 이후 종교 및 영적 활동의 변화 5.70 3.08

불성

미래에 대한 희망감 6.15 2.53

질병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 6.03 2.92

삶에 대한 사명감 6.91 3.25

전체 평균 6.05 2.14

< 표 3 > 연구 대상자의 종교성 및 불성

3.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

유방암이나 부인과 암으로 진단 받은 불자들의 삶의 질에 관한

보고는 표 4에 제시된다. 우선, SF-36의 경우, 비록 표준화 점수

(0-100)에 근거해서 참석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평균 점수는 중간

정도 (신체적 요인: 50.79; 심리적 요인: 49.15)를 보고 하였지만,

다른 연구들28) 에서 보고된 평균 삶의 질 점수인 약 70과 비교하

면 전반적인 평균 점수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SF-36의

하위 척도에서는 사회적 기능 및 고통과 관련된 삶의 질은 상당

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참석자의 생존 기간이 상

당히 길어짐에 따라 신체적으로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신적 측면 즉, 정신

건강, 활력, 정서적 역할 제한 등과 같은 하위 척도에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전반적으로 SF-36 삶의 질에서는 신체

28) Ware 외(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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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평균 표준 편차 범위

SF-36

체적 기능 59.85 27.43 0-100

신체적 역할 제한 44.70 45.40 0-100

신체적 고통 65.91 25.57 12-100

일반 건강 상태 49.67 20.81 15-97

정신 건강 35.27 16.98 0-68

정서적 역할 제한 49.48 44.23 0-100

사회적 기능 77.06 23.11 25-100

활력 34.09 20.82 0-80

신체적 요인 50.79 17.41 16-84

정서적 요인 49.15 11.28 27-69

BSI-18

우울 6.42 4.00 0-17

불안 5.67 3.65 0-17

신체화 증상 5.36 3.28 1-15

전체 평균 17.45 9.63 2-43

적 삶의 질과 비교해서 정서적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BSI-18 척도의 전반적인 점수에서도 다른 연구에서 보여

준 점수와 비교해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특히, 신체화 증상이나 불안과 같은 다른 하위 척도에 비해

우울 증상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줌으로써 우울과 같은 증상

을 더 많이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 >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

4. 사회적 지지 및 서비스 이용 욕구

본 연구에 참석한 유방암 및 부인과 암 생존자들의 사회적 지

지의 평균 점수는 3.10 (표준 편차 1.12)으로 나타나 중간 점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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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
서비스 이용 서비스 욕구

N (%) N (%)

신체적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정보

식이요법 및 영양에 대한 정보

19 (57.6)

19 (57.6)

28 (84.8)

24 (72.7)

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4가지 하위 척도간

의 평균 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중 애정적 지지 (평균

3.35; 표준편차 1.34)가 가장 높은 점수를, 물질적 지지 (평균 2.95;

표준편차 1.22)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SF-36 삶의 질 하위 척도

중, 신체적 기능 (r=0.384; p<0.05)과 일반 건강 상태 (r=0.394; p<

0.05)과 긍정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의 B

SI-18 하위 척도인 신체화 증상 (r=-0.535; p< 0.01), 우울 (r=0.49

5; p<0.01), 그리고 불안 (r=-0.457; p<0.01)과는 부정적으로 관련

이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신체화 증상, 우울 및

불안의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17가지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 불자들은 약 7개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6.88; 표준편차

6.48), 이러한 서비스들 중, 평균 9개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하고 싶거나 향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

균 8.70; 표준편차 4.69). 다양한 18개의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서

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이용하고 싶은 것으로는 질병 및 치료에 대

한 정보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식이요법 및 영양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도 많이 이용함으로써 암 진단 이후, 식이요법에 대

한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욕구와 관련해서

는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정보에 이어 다른 암 환자와의 만남이나

환자들 간의 지지 모임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는 본 연구 참석자들이 과거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및 이에 대한 서비스 욕구의 정도를 나타낸다.

< 표 5 >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및 욕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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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 요인에 대한 상담 13 (39.4) 17 (51.5)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도움

심리 상담

15 (45.5)

13 (39.4)

22 (66.7)

15 (45.5)

사회적

다른 암 환자와의 만남

환자들간의 지지모임

배우자 및 가족을 간의 지지모임

탁아 서비스

결혼이나 가족 문제 상담

성인 가족 (노인) 돌보기 서비스

18 (54.5)

16 (48.5)

14 (42.4)

7 (21.2)

10 (30.3)

10 (30.3)

25 (75.8)

25 (75.8)

22 (66.7)

4 (12.1)

9 (27.3)

12 (36.4)

정보적

건강 보험에 대한 정보

재정적 도움

직장 문제에 대한 도움

법률적 조언

가족 계획에 대한 정보

주택 보조

11 (33.3)

13 (39.4)

8 (24.2)

10 (30.3)

9 (27.3)

11 (33.3)

16 (48.5)

17 (51.5)

9 (27.3)

13 (39.4)

5 (15.2)

15 (45.5)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불교 사상과 철학에 근거해서 암 생존자 중 불자들

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

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각각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분

석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불교성 보

다는 불성(buddhahood)이 더 높았으며, 둘째, 전반적인 삶의 질은

평균 정도로 나타났다. 셋째, 암 생존자들의 사회적 지지는 전반

적인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다양한 사회적 지지



암 진단을 받은 생존불자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 259

하위 척도 중 애정적 지지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에 비

해 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욕구를 표출하

였다.

불교적 관점에서 불자들의 종교성과 불성에 논한다면 불성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삶의 궁극적 기반이고 절대 청정하여 영원

불변의 본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이는 주객이 사라진 하나의 모습

이며 형상이 없는 무상이다. 결과적으로 불교에서는 불성을 깨치

는 수행방법으로써 자신에 대한 통찰, 즉 자신에게서 자신을 구하

고 자신 안으로 회광반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9) 이는 종교

성과 불성을 구분할 때, 불교는 불성에 더 가까우며, 불성은 부처

님과 같은 속성이고, 그 속성이 발현되면, 그대로 부처가 될 수 있

다고 한다. 즉, 번뇌 속에 있는 불성은 번뇌가 제거되면 곧바로 법

신, 즉 부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불

자들의 불성이 종교성보다 더 큰 이유는 그들이 암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사원에 가거나 불교 활동에 참석하는 것 (종교

성) 보다 스스로 통찰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깨달음으로써

(불성) 자신의 고통을 이기고 번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특히, 불성에 대한 조사문항 중, “삶에 대한 사명감”의 점수는

가장 높았다. 이를 불교 사상에 근거하여 해석하면, 보시 내지 보

은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시 사상은 자기의 재물을 남에

게 나누어 주며,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보은

사상은 타인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의미이다. 암 환자의 대부분은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나 화학 치료와 같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매우 힘

든 시간을 갖는다. 환자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환자 못지않

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29) 권경임(2004)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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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그들의 가족들은 암 환자가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예전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면서 많은 희생을 했을 것이고,

치료진은 그들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암을 극복하고 난 이후, 암 생존자들은 가족 및 치료진에

대한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스스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감으로써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명감

을 갖게 될 수 있다. 더불어, 힘든 고통과 번뇌의 시간을 보내면서

권력이나 재력 등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될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불교

에서 말하는 보시 및 보은 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사명감은 이러한 불교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방암 및 부인과 삶의 질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였지

만, 다른 연구에서의 평균 점수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암 생존과 관련된 주요 결

과 변수로써, 삶의 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영역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관적이며, 시간과 관계 된다”고 언급 한다.30) 따라서 삶의 질은

한 사회의 발전 수준 및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며,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

지를 확인하고 평가해야 하는 주관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

고 있다. 과거에는 삶의 질에 대해 주로 물질적인 측면 (가령, 살

기 좋은 환경, 경제적 환경 등)에 초점을 두었지만, 점차 삶의 질

이 주관적인 측면 즉 만족, 감정, 기쁨, 자유, 여가 등을 포함하면

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 정

의는 불교 정신과도 연관된다. 불교 사상 중 자비 사상은 기쁨을

주고 고통을 없앤다고 정의 내린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정의는

삶의 질의 포괄적 정의인 내적 성숙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며, 물

30) Cella(2002) pp.60-68; Ferrell 외(1995) pp.5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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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형상보다는 제일의공, 중도, 연기, 불이, 일상 (색증시공 공즉

시색), 무상 (모양이 없으므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거래

가 없다 등의 내적인 성숙 및 깨달음이 진정 불성에 이르기 위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 정의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유방암 및 부인과 암으로 진단받은 불자들의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 실제로 종교의 심리적 기능에 의한 인성의

재통합과 사회적 기능에 의한 동기 부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교는 자비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인간구제의

종교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물질적

복지에 치우쳐 부작용을 초래할 지도 모르는 다양한 문제에 관해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독자성을 확보함으로서 그 부작용을 보완

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가령, 본 연구의 대상자

인 암 생존자들은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재발에 대한 공포, 감소된 자아 정체감 및

신체상 등 다양한 심리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가족 문

제와 관련해서, 한국 여성 암 생존자들은 치료가 끝난 후, 그들의

가족이 암이 발병되기 전과 같은 아내로써 또는 엄마로써의 역할

과 기능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

를 경험하고 있을지 모른다.31) 불교 사회복지사업은 불교를 주체

로 하는 복지활동이고 불교정신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사

회적 실천이다. 따라서 불교정신 및 사상에 입각해서 어려움에 처

해 있는 암 생존자들에 대한 불교 사회복지에서의 적극적 대처

및 지원은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특히, 정신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 줌으로써, 사회적 지지

31) 임정원 외(2008) pp.67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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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떻게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 요인 중, 물질적

지지보다 애정적 지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결과는 불자에게는 물질적

지지보다 애정적 지지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불자로서의 불성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및 부인과 암으로

진단 받은 불자들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

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불교 사회복지가 암

환자들에 대한 접근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

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불자들이

환자들 간의 모임이나 지지 집단 그리고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서비스 등에 대한 많은 욕구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암 환

자를 포함한 다른 소외 계층의 정서적 복지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불교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불교 사상에 근거한 암 환자들을 위한 자조 집단 및

스트레스 해결은 불자들을 위한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결 그

리고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인 불교가 사회복지 기능을 원활

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우선,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틀 하에서 사회복지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안타

깝게도 불교 사회복지의 활동을 위한 조직적 기반인 전달체계와

이를 돕기 위한 지원체계의 경우 아직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교 사회복지

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 및 협조체계 설정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내용과 방법 면에서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최신 방법론을 교육하

고 기술을 배양하는 창구가 필요하다. 불교적 이념에 입각한 독자

적인 사회복지 영역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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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복지만이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사회복지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면서 현실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인간을 물질과

육체 및 정신에 의해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만한 충족으로 보다

나은 이상 세계를 지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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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ty of Life and Social Support of the Buddhist

Patients with Cancer

Kim, Hak-Ju(Dongguk Univ.)

Lim, Jung-Won(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Mandel School of Applied Social Sciences. US)

Shin, Sung Hyun(Dongguk Univ.)

This study intends to 1) explore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support for breast and gynecologic cancer survivors

who believe in the buddhism; 2) examine how Buddhism

influences cancer survivors' life based on the principles of

Buddhism; and 3) suggest how Buddhism can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under the buddhist thoughts. Two

standardized quality of life scales and one spiritual

well-being scale about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were

administered to 33 breast and gynecologic cancer survivors

living in Seoul and Gyunggi do. Social support survey as

well as the use and needs of supportive care services was

also used to investigate social support components. Study

findings demonstrated that participants showed the highest

score in "a sense of a purpose/mission for their life or a

reason for being alive" of religiosity and spirituality items,

indicating their spirituality seems to be higher than

religiosity. Participants' quality of life score was moderate;

however it was lower than the mean score of other studies.

Specifically, the mental health summary scores were lower

than the physical health summary scores. Overall, social

support was positively related to quality of life. Evidences

suggest that three of the buddhist thoughts, t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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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volence, giving, and offering gratitude and repaying,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quality of life and social support

concepts. Buddhist social work needs to be systemic and

organized effectively to approach cancer survivors in the

future.

Key Words : Breast and Gynecologic cancer; Quality of

life; Social Support; Religiosity and Spiritu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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