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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뇌성마비는 다른 대부분의 전형적 신체장애 보다도 훨

씬 복잡한 일련의 문제들을 나타내는데 병리학적인 것만

아니라 형태와 손상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뇌성

마비 아동의 문제는 의료적 심리적 경제적 문제가 동시, ,

에 고려되어야 한다김영미( , 1990).

우리 나라의 경우 장애아를 위한 적절한 자원이 부족

하고 가족내에서 어머니는 아이의 양육에 전적인 책임,

을 갖는 고정적인 성역할과 장애아와 관련된 모든 부담

을 지게 되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장효순( , 1997).

의학의 발전으로 질병이나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신생

아의 생존율이 증가되고 육체적 결손을 가진 아이의 삶,

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인간은 출생시부터 한가족의.

일원으로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발달하고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 체제로 가족원 개개인의 특성이 복합적으

로 구성되어 내외적인 자극이나 어려움으로부터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역할을 변화시키면서 적

응해 나간다이현성 아동기는 아동과 어머니의( , 1988).

상호작용으로 인간 발달의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결정

적 시기며 그 최초의 교육의 장인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양육은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 , , ,

향을 미친다김광웅 김영희 최문실( , , 1989).

장애 아동의 출생은 가족과 가정의 역할에 장애를 초

래하며 그로 인해 가족들은 높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장애는 부모 자신(Beckman, 1983).

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발생하게 하여 장애 아동에 대한

태도 관심 교육 방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김찬문, , ( ,

1998).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극복이 어려울 경우 전체 가족

기능이 파괴되어 장애 아동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

다 뇌성마비 아동을 양육하는 어(Zamerowski, 1982).

머니가 장기간 스트레스에 시달릴 경우 정신질환이나 신

체질환의 유발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자아능력과 적응능

력이 약화되어 가족전체의 기능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

이다이지원 이러한 어머니의 심리적인 고통은( , 1997).

남편과 아동의 양육을 소홀하게 하며 이로 인하여 아동

은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영향을 받게된다 이것은 악순.

환 되어 부부관계를 나쁘게 만들며 가족체계에 영향을

주게된다(Belsky, 1981).

또한 전문가들은 부모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중적인 역할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장애 아동의 형제들은 장애 형제의.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며 또한 보살펴야 하는 책임을 부

모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수용하지 못할 경

우 긴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 아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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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장애아동의 형제인 정상아동에 대한 관심이

소홀할 경우에는 정상아동 또한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Gallagher, Bedeman, Cross,

1983).

장애는 정서면이나 의지력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문제

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와 주위의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 증상이 나타나,

며 그들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러한 장애의 증상은 열.

등감을 가지게 하며 그 열등감에 따른 반발적인 행동이,

나타나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된다(Sabro, 1993).

장애로 인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어린 시절에 경

험할수록 심리적인 영향은 더 커지게 된다 장애아동이.

정상아동보다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은 아동이

가진 장애 그 자체라기 보다 주변의 환경적 요인이 더

그렇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뇌성마비와 같은 장.

애를 가진 경우도 신체의식이 결코 고정적인 것이 아니

라 적절한 교육적 접근에 의해서 충분히 변용될 수 있다

임경애( , 1994).

뇌성마비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의 문제가 대두되

면서 아동의 어머니 또한 교육에 혼란을 겪고 특히 지능

에 이상이 없는 뇌성마비 아동의 어머니는 남다른 고통

을 경험하게된다 장애 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의.

선택 교육시설 환경 교사와 또래 친구관계 등에서 문제, ,

점과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학령기의 장애아동은 가.

정과 매우 다른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학교생활에 접

어들게 됨으로써 심리적 갈등과 적응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 바람직한 적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후에 오는 청년기의 발달은 물론 일생을 통,

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곽지영 이러한 뇌( , 1993).

성마비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일반아동과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정재권( , 1994).

점차 장애아동의 교육은 정상화의 이념에 따라 일반학

교를 통한 통합교육의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김중대( ,

통합교육을 위하여 년 월부터 년1987). 1999 3 2000 7

월까지 전국의 특수학교에서 일반 초 중 고등학교로. .

전입학한 장애학생이 명에 달하고 있다신영미 정. 378 ( ,

창교 통합 교육에 있어 장애아동 어머니의 태도, 2001).

도 중요하며 자녀로부터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

지 못하거나 정당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 더욱 안정

감을 잃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정상발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경옥( , 1997).

간호학 영역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 문제에 있

어 다각적인 분야와 협력함은 물론 재활간호의 독자적

역할 담당으로 장애아동의 재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탁영란 한편 여러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 1983).

에 관한 연구들 박종숙 정(Cullinance, 1988; , 1988;

길수 이경희 노난이,1989; , 1993; , 1996; Diane,

에서 양육을 전담Jocelyn, Nicole and Michel, 1999)

하는 어머니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

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간호중재방법의 다양한

지지를 위한 연구방법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

이다 전인적이고 개별적인 간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자 각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간호가 요구되

나 정작 취학장애 아동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어머니에

관련된 연구들 특히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아동에,

관한 어머니의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장애 아동 중 특히 신체적 문제가 복합되어 어느 다른

장애아동보다 양육과정에서 어머니의 부담감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는 뇌성마비는 양상에 따라서는 신체적인

장애는 초래되지만 지능 면에서는 정상일수 있다 따라.

서 취학과 더불어 초래되는 스트레스가 뇌성마비 장애아

동 어머니에게 더욱더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장애.

아동일지라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우선적으로 아동의 일차적인 환경적 역할을 하는

어머니들의 경험들을 심층면담을 통하여 파악하고 절박

한 요구들을 지지할 수 있는 간호중재의 개발이 급선무

라 할 수 있다.

뇌성마비 취학아동과 더불어 일차 돌봄 제공자인 어머

니 모두가 간호 대상자이므로 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 모색으로서 뇌성마비 아동의 취학으로 인한

어머니의 경험을 이해하고 나아가 간호중재의 폭넓은 기

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

하게 부딪히는 체험현상을 서술적인 방법으로 그 본질의

의미들을 밝히고 이해할 수 있는 회고적인

반성과 인간경험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retrospective)

있는 실존적 탐구과정과 통찰력을 이용한 van Manen

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방법론적 배경2.

간호는 인간을 총체적이고 의미 함축적인 존재로 봄으

로써 간호에서의 현상학적인 접근은 통합된 인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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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개념을 파악하는데 가치를 두는 간호의 맥락과 일치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접근은 질(Oiler, 1982).

적인 연구방법의 하나로써 간호현상을 알고 이해하는 필

수적인 수단으로 간호의 대상인 인간의 건강문제를 생활

경험의 일부로 이해한다는 것이다최영희( , 1993).

질적인 연구는 인간중심의 간호학 연구방법으로서 논

리실증주의 양적 연구방법이 최적의 연구방법인가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생활이나 삶 그 자체를 연구대상

으로 하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질적연구가 시도

되었다 년대 후반(Omery, 1983; Parse, 1985). 1980

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질적인 간호 연구방법이 확장되어

간호의 철학적 존재학적 인식론적 변화와 더불어 간호, ,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방법으로 수용되었다

(Morse, Field, 1995).

현상학은 연구방법의 일환일 뿐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

며 접근 방식이다이영호 현상학 연구자는 특별( , 1990).

한 현상에 대한 참가자들의 경험이 갖고 있는 좀더 깊이

있고 충분한 의미를 탐색하여 생생한 경험의 본질을 문

자화된 표현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 참여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경험된 의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경험을 고려하고 모든

측면에서 상상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자.

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문헌과 시,

에서 설명을 얻고 영화를 보고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문,

헌에 대한 사색을 한다 작가나 시인 미술가는 일반적인. ,

인간 경험을 무한히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시와 문학을 인간과학의 형태들로 볼 수 없는 점은 각각

의 출발점이 다르며 서로 다른 인식론적 목적으로 함축,

적이고 개별적이라면 현상학은 보편적인 의미를 추구하

고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체험은.

현상학적 연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됨으로써 현상학

의 목적은 체험을 변형시켜 그 본질을 텍스트로 표현하

는 것으로 텍스트의 효과는 의미 있는 어떤 것을 반사적

으로 되살리는 것 이자 반성적으로 점유하는(re-living)

것이다신경림 역( , 2000).

해석학적 현상학에 입각한 인간과학은 우리가 발견하

는 대로 인간세계의 온갖 다양한 측면들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현상학의 계획을 지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내부로‘

부터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현상학의 기본 이념을’ .

개념적 혹은 이론적수준에서 파악하는 것에서 만족을‘ ’

얻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능동적으로 실행함으로써만 제‘ ’

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신경림 안규남 역( , ,

통찰력으로 파악된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1994).

학파마다 다른 용어와 분석방법을 사용하며 밴 매넌(van

은 주제를 정리하고 구조상의 정보에 대Manen, 1990)

한 직관적인 인식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논

의하므로 현상학적인 방식을 해석학적 현상학이라는 방

법으로 발전시켰다 일반적인 현상학자들은 인간 존재는. “

인간의 경험과 행위가 자신이 가진 해석 기재에 따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양식이다 라 하고있다신경림” (

역, 1997).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심층면담과 실존적인

탐구들을 통하여 본질을 직관하고 그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는 현상학과 해석학적인 반성과 언어학을 통한 종합적

인 글쓰기를 사용한 의 해석학적 현van Manen(1990)

상학의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좀더 폭넓게 뇌성마비 취학

아동 어머니의 체험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

였다.

Ⅱ 뇌성마비 취학아동 어머니의 양육체험.

체험의 본질에 집중1.

뇌성마비아동의 취학에 관한 체험을 반성할 때 선이해

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한

선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Oiler

와 신경림 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본(1982) (1995) .

연구자 내부에 있는 가정들을 정리했는데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첫째 뇌성마비 취학 아동을 둔 어머니의 삶은 헌신적일,

것이다.

둘째 뇌성마비 취학 아동을 둔 어머니는 독특한 체험을,

가질 것이다.

셋째 뇌성마비 취학 아동을 둔 어머니는 학업성취감을,

갖지 못할 것이다.

넷째 뇌성마비 취학 아동을 둔 어머니는 죄의식에 빠져,

있을 것이다.

실존적 탐구2.

연구자의 체험1)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자의 체험을 살펴보면 우선 아

동의 발달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중 장애아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7 4

- 437 -

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원과 관용구 추적2)

뇌성마비 심한 장애의 대부분은 광범위한( ):腦

뇌의 위축을 일으키며 다양한 장애를 동반하나 지체

운동기능 장애가 주증상이며 뇌병변은 비진행성이나

유타증 지능장애 언어장애 간질 시각장애 청각장, , , , ,

애 학습장애등을 동반하는 증후군이다, (Schwartz,

Charney, Curry, Ludwig, 1987).

양육 양육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기( ):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보살핌과 애정어린 협력을 제

공하려는 노력을 의미하고 아동의 발달과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심리적 물리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주리, (

분, 1982).

취학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학생으로 되어 학교( ):

에 나아가거나 스승에게 학문을 닦음

우리 나라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 ,

특수학교가 있다신기철 신용철( , , 1984).

체험 자기가 몸소 겪은 경험 특정한 인격이( ): ,

직접으로 경험한 심적과정 보통 경험이라 할 때는,

이미 지성언어습관에 의한 구성이 섞이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섞이지 않은 근원적인 것을 말,

함 신기철 신용철( , , 1984).

는 경험의 특수한 유형으로 우리가Lived Experience

겪고 인식하는 대로의 경험을 가리킨다(Van Manen,

1990).

우리 나라의 속담 속에서 장애아동과 어머니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의미들을 조사하였다김경호 최( , 1997;

상일, 2000).

장애아동과 관련된 어머니의 마음이 나타난 속담 :

병신자식이 더 귀엽다.

자식 둔 어미는 반 무당 반 의원이 되야된다, .

자식 둘만 키우면 반의사가 된다.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마음을 나타낸 속담:

자식 많은 어미 허리 펼 날 없다.

자식을 떼고 돌아서는 어미는 발자국마다 피가 고인다.

자식 치고 부모 속 안 썩인 자식 없다.

연구참여자의 개별 체험3)

표본추출(1)

표본의 추출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보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명이고 일반8

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아동 어머니가 명으로 총 명이4 12

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대가 명이고 나머지는 대. 30 1 40

이었다.

교육정도는 대졸 명과 고졸 명 중졸 명 이였고 생활5 5 , 2

정도는 상이 명 중 정도 명 하가 명 이였다 종교3 , 5 , 4 .

는 가톨릭 명 기독교 명 불교 명 무교 명 이였다3 , 2 , 2 , 5 .

장애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명이고 나머지는 모두5

둘째였고 남자가 명이고 여자가 명이었다 장애아동의7 5 .

연령은 세부터 세 까지였고 특수학교 초등 명 중등8 18 6 ,

명 이였고 일반학교 초등 명 중등 명이었다2 , 2 , 2 .

자료수집(2)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년 월 일부터1999 11 10

년 월 일까지 년 개월간 개별면담 그룹면2000 12 20 1 1 ,

담 전화면담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

전화면담은 분 정도 소요되었고 회의 면담은 약20 1

분 정도 소요되었고 면담횟수는 특수학교 어머니와는40

총 회의 방문을 하였으나 면담은 회 하였고 평균적10 4

으로 회 면담을 하였다4 .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3)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점들은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truth value), (applicability),

관성 중립성 의 가지의 논(consistency), (neutrality) 4

점으로 적용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4)

윤리적인 결정은 인터뷰를 이용하는 질적인 연구과정

의 전체에 걸쳐 일어난다 신경림역(Steinar Kvale, ,

자료수집에서 얻어진 내용은 익명으로 기술하며1998).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주었다 연구를 위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하면 중단할 수 있음과

연구의 결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 연구자의 책임임을

알려주면서 연구참여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토록 하였다.

문학과 예술작품에서의 경험적 묘사4)

시 에 나타난 묘사(1) ( )

가을 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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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푸른 하늘 아래

가을 한 조각 먹어본다.

설 레임에 달아오른 마음 한 조각을...

날아드는 시원한 바람에

가을 한 조각 먹어본다.

어느 추석날 홍시 못 먹어

울상 지었던 맑은 날 한 조각을...

중략

단풍잎의 빠 알간 내음 머금고

가을 한 조각 먹어본다.

선생님의 칭찬 하나에

온 세상 내 것 인양 우쭐했던 한 조각을...

생략 연구참여자 의 딸 작품 중에서(‘ 10’ )

수기와 수필에 나타난 묘사(2)

너무도 예쁜 공주가 년 월 일 예정대로 태어났1992 7 24

습니다.

입원 수속 표를 주었을 때 그곳에 씌어진 뇌성마... “

비 저의 손은 떨렸고 앞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

중략

완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의 우울증은

더욱 심했고 수렁에 빠진 암울했던 삶이었습니다.

외계인 같다던 이상스런 우리 지선이는 미인이 되...

었고 우리 집 복덩이 예쁜 천사가 되었습니다, .

김일권 목사의 수기집 자폐증 뇌성마비 이( (1995) < ,

렇게 고쳤어요 중에서 홍 엄마의 수기 중.> < 00 (1994)>

에 묘사된 내용 중에서)

동화에 나타난 묘사(3)

종민이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등뒤에서 소.

리쳤습니다 종민아 잘 다녀와 종민이는 섭섭했습니다.“ ” .

예전 같으면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나와서 친절하게 배웅

해 주었을 어머니인데 ......

고정욱 의 아주 특별한 우리형 중에서( (1999) < > ).

영화에 나타난 묘사(4)

화면설명 형제들이 잡지를 끌고 다니는 수레에 앉아있1:

는 크리스티의 엉덩이 밑에 넣어둔다 집에 돌아온.

크리스티는 걱정이 되어 잠자러 가지 않으려고 저항

한다.

어머니 몸이 망가졌다고 마음까지 망가져서는 않... :

되잖아요.

희망에 차 있어요 마음이 부풀어 있어요 나중에... .(

실망하고 좌절을 겪을까 걱정함)...

화면설명 벽난로에 크리스티의 휠체어를 사주기 위해2:

동전을 한닢씩 모아 나간다 크리스티의 어머니......

는 맨손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벽난로안에 숨겨둔 깡

통속의 돈을 순식간에 집어내어 화상을 입는다.

짐 쉐리단 감독 영화 나의 왼발 중에서( (1990)< “ ” > )

미술 작품에 나타난 묘사(5)

케테 콜비츠( (1942)

이 아이들은 우리가 지킨다 의 작품중 에서< .> )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묘사5)

끝이 보이지 않는 보살핌에 엄마가 없는 실정에 적절

히 알고 양육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을 넉

넉히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로 함께 가기를 원하며 딸과

함께 죽으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엄마들은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끈으로 정상 학교에서의 교육에 성공적

으로 임하고 미래를 생각하기도 한다.

문성근 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큐멘터리로( (2001) ‘ ’

구성되었던 내용으로 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들이 아이보‘

다 하루를 더 살고싶다 중에서’ )

현상학적 문헌 고찰6)

년 이후 장애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1980 1990

년 후반의 장애인의 해를 거치면서 장애아동에 관한 관

심도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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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아동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었으며

장애아동을 일차적으로 돌보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에 대

한 경험들을 연구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의 관심과 걱정Frances(1999)

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유효하다고 나타났으며,

조기 발달사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였다.

장애아동의 출생으로 인한 문제들은 가족기능에 영향

을 미치고 나아가 가족문제를 야기하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정은순 는 뇌성마비 아( , 1992). Zameroski(1982)

동 어머니는 아동이 장애아 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동시에 슬픔과 죄의식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자존,

감이 저하되어 분노와 원망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

고 결국 가족들 사이의 관계나 사회생활의 적응문제까,

지 일으킨다고 하였다 또한 이명희 는 장애아동. (1997)

어머니는 아동의 장애로 인해 하루 중 아동양육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비되어 직업을 갖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정상아동보다 아동양육에 대한 요구가 크고 치료와 교육

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심신이 피로하게 되고 일반 어머

니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장애아동의 성장으로 인하여 은 장애아Bristol(1979)

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루기 힘들어 지며 정상아에,

비해 능력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부모의 스트

레스가 증가한다 하였고 Friedrich, Wiltutner, Cohen

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연령증가에 따라 부모(1985)

의 우울 정도가 심해진다 하였고 김영미 는 연령(1990)

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에 은 장애아동의 연령은 부모의Beckman(1983)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였다.

는 장애아동의 출Korn, Chess, Fermandez(1978)

생순위에서 첫아기가 정상일 경우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여 이후에 오는 역경을 잘 이겨나간다 하였다.

최예리 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부모를 위한(1998)

부분적인 경제적 지원과 교육 지원은 미흡하나마 다소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모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과 생활

전반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수 있는 서비스는

부족하므로 이에 따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

근에는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지지 프로그

램의 개발과 활용을 요구하는 연구표선숙( , 1995;

이상형 가 증가하고 있다Yun, Irena, 1998; , 1998) .

여러연구 정청자(Friedrich, 1979; , 1988; Bristol,

백경선 에서는 장Gallafher, Scholler, 1988; , 1999)

애아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고취 시켜야한다고 하

며 충분한 사회적 지지는 장애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

준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고 치료적

재활은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며 가정중심이 되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즉 부모는 뇌성마비 아동과 가장 많은.

생활을 하며 아동의 발달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

기 때문이다 부모가 전문가가 됨으로써 재활원 중심에.

서 생활중심으로 연장될 수 있다 재활 전문가들은 전.

생활을 도울 수 없지만 부모는 전 생활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은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자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특

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뇌성마비 아동의 치료목적은 질병의 조기인식과 뇌기

능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여 최적

의 발달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화자 등 뇌성마(Whaley& Wong, 1990; , 1996).

비의 치료시 예전에는 다각적 접근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언어치료 등이 동시에 행해지는 서로 연계되어지는

치료법으로 접근하는 경향이다 또한 아동의 호응도와.

어머니와 보호자들의 열성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하며 이

러한 치료들은 아이에게 정상적인 운동양상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동발달을 유도하는데 치료실 안에,

서의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보호자의 협조와 치료에 대한 보호자의 교육이 절

실히 필요하다박은숙( , 1998).

현상학적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정신분열증 자녀 어머

니의 경험정민 으로는 기막힘과 두려움 예후( , 1994) ‘ ’, ‘

와 오명에 따른 두려움 점차 다른사람에게도 관심이 증’, ‘

가됨 등이 나타났다 한편 장애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어’ .

머니의 경험을 보면 근디스트로피 자녀 어머니의 경험

오상은 이 있으며 연구결과 주제진술은 불치병( , 2000) ‘

진단에 충격으로 울기만 한다 드러나지 않은 진단명에’, ‘

요행을 바라나 불안하다 엄마피로 유전되는 것을 알게’, ‘

되어 암담하고 원통하다 등으로 묘사하였다 정신지체’ .

아동의 초경에 대한 경험을 다룬 연구이명숙 의( , 1996)

연구결과로 경험되는 것은 두려움 걱정 안쓰러움‘ ’, ‘ ’, ‘ ’ ,

불안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체장애아 어머니‘ ’ .

의 경험을 다룬 장효순 의 연구에는 고통의 굴레(1997) ‘

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가 죽고 운명적으로 매달리고’, ‘ ’, ‘ ’,

살신성인의 마음이 되며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는‘ ’, ‘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성마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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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어머니의 경험의 연구이화자 등 에서 보면( , 1996)

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방법으로10 Colazzi

분석한 연구결과는 진단당시와 현재 및 미래에 대한 경

험과 관련하여 원망스럽고 가슴아픔과 속상함 두려움‘ ’, ‘ ’,

걱정 등이 경험되는 것으로 묘사하며 가정에서의 양육‘ ’

의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다양한 연구결과들에서 볼 때.

장애아동의 양육과정에서 어머니의 경험들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그중 특히 장애일지라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불치의 병일 경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용의 과정

보다는 원망과 원통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아 부모의 갈등을 다

룬 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분신인 자식의 장Roos(1985)

애를 보는 것은 자기가치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자식에 대한 사랑과 거부의 이중적 감정속,

에서 때로는 자식이 죽기를 기원하였고 이와 같은 정신,

적 갈등을 극복한 후에도 장애아를 가졌다는 수치심을

완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였다 말기신장 질환.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의 경험 연구 에서(David, 1999)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경험의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났

으며 그 중에는 아픈 아이로 인하여 야망과 독립성이 좌

절되어 덫에 걸린 듯한 느낌을 경험하며 상실감과 분노‘ ’ ‘ ’

를 느끼고 골치 아픈 존재로 보며 이러한 분노는 질병‘ ’ ,

이 있는 아동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성 정신질환자가 있는 가족 구성원의 돌봄 현상을 다

룬 의 연구는 최초의 충격 및 혼란의Yun, Irena(1998)

단계 후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족들은 미래를 너무 멀,

리보지 않게 되며 하루하루를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것으

로 나타났다. Drotar, Baskiewicz, Irvin, Kennel,

는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적응과정으Klaus(1975)

로 다양한 선천성 기형아의 출생시에 충격 부정 슬픔과, ,

분노 적응 재조직의 단계를 제시하면서 장기간 지난, , 5

후에 적응하고 부모의 성격이나 환경조건 즉 지지상태에

따라서는 어떤 단계는 경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

반적으로 충격에서 수용단계까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고 하였다.

이상의 장애아동의 연구에서 보면 국내의 연구이화자(

등 장효순 오상은 에서 나타난, 1996; , 1997; , 2000)

어머니의 경험에는 의학이 발전하여 조기진단과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장애아 어머니들의 저변에 존재하는

심리적 갈등 요인은 의료인에 대한 실망과 분노였다 또.

한 의학적 지식의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이 항상 자리잡

고 있었다 어머니의 경험은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아동의 장애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먼 미래를 걱정

하며 숙명으로 여기고 감내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

헌신적이고 숙명적인 모습으로 통찰되고 있다 국외의.

연구 에서는 오히(Yun, et al. 1998; David, 1999 )

려 장애 아동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있고 어머니의,

존재가 없어지면 그 이후에 대한 걱정 등은 생각하지 않

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머니

는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므로 감정들을

밖으로 크게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치료와 간호에도 불구하고 간과될 수 없는

것은 아동의 교육적 요구인데 경한 신체장애가 있지만

정상적 지적 능력과 학습장애가 없는 아동의 경우 가능

한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박소영 유( , 1997).

아나 아동시기는 발달의 중요한 시기이므로 오랫동안 가

정과 사회와 격리되면 심리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

부모는 아동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사의 역할도 가능하다 운동이나 조기교육에.

대한 많은 교육프로그램에서 가정의 부모가 동반자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다(Bricker &

Bricker, 1976).

가장 많은 자극과 경험이 요구되는 시기에 시설에 고

립되는 것은 미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할 수 있다.

아동이 성장해감에 따라 방과후 활동 놀이 등에도 아동,

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해야한다

신영미 정창교( , , 2001).

효과적인 교육을 통하여 일반 학생들과 어울리고 함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장애 아동들이 분리된 상태

로 교육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통합교육을 원

칙으로 한다이나미 윤점룡 또한 일반아동들도( , , 1989).

장애아동과의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서 장애아동도 자

기와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 받아들

여 지역사회가 장애 학생들을 수용하고 참여시키는 책,

임감을 배우게 된다(Friend & Bursuck, 1996).

장애가 침범되고 확실하게 증상이 나타날 때는 치료교

육은 그만큼 늦어지므로 치료와 교육은 반드시 함께 이

루어져야하며 적어도 세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의학18 .

적 치료가 교육을 준비하여 주지만 교육은 그 자체가 치

료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강세윤 등( ,

아동 중 혼자 앉기가 가능하였던 연령이 낮을수1989).

록 독립보행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특히 세 이전의 경우2

에서는 세까지 모두 독립보행이 가능하였다조영진 김5 ( ,

세주 따라서 뇌성마비아동의 적극적인 조기치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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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저해 요인으로 시간의 부족과 경제적인 면,

치료시설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오상근( , 1995).

뇌성마비 아동들 중 조기에 정신발달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아동이 학교준비가 안된 경우가 많았고 학교,

입학 시기를 늦추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

편 너무 빠른 시기에 효과를 기대하면 실망하거나 포기

하게 된다조윤경 뇌성마비 아동일지라도 건강( , 1998).

한 자아개념과 최적의 발달증진을 위하여 정상학교 생활

을 하여 다른 아동과의 발달적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도

와주어야 하며 정상적인 친구들과 연령에 적절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조결자 등( , 1996).

장애아동은 정신적 특징이나 감각적 능력 의사교환,

능력 사회적 행동 신체적 특징등에서 평균치와 차이가, ,

있는 아동이므로 장애아라는 명칭에 대하여 최근에는 '

장애아동 이라기 보다는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변화되' ' '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학생을 학교에 배치함에.

있어서 최소 제한 환경으로부터 최대 제한 환경에 이르

기까지 일련의 연속적 배려가 필요하다(Reynolds,

제한된 환경의 최소화는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1962).

함께 공부할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

동의 발달 단계와 장애정도에 따라 일반아동과의 합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Tyalor, Biklen, knoll,

1987).

장애아동 교육에 있어 통합교육은 발달기에 또래와 활

동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같이 교육함으로써 일반아동의 사회적 관심

을 개발하게 되고 협력학습으로 이득이 되며 적은 교육,

비로 보다 많은 특수교육 요구 아동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승국 이는( , 1996).

아동의 남은 능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일상적인 삶의 과정

에서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안영미( , 1998).

한편 장애아동에 대한 또래 집단의 태도는 학년이 낮

을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고곽지영 통합교육을( , 1993),

통해 자발적으로 장애학생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비장

애 학생이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였다박승희( ,

1994).

신영미 정창교 는 모든 장애아 엄마들의 소원, (2001)

은 통합교육 이라고 하며 하지만 아동이 좋아지기를 바

라면서 특수교육에만 매달리면서 그와는 반대로 일반아

동과 어울릴 수 있는 잠시의 시간적인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는 장애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

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장애아동의 출생으로 인한 충격.

을 벗어날 때쯤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있음으로써 취학

연령의 장애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과 개별적

인 부모지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양육체험의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반성3.

현실충격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짐1)

어머니들은 진단이 늦어지면서 조기진단에서 실패를

하게되고 진단 과정에 대한 의심과 걱정을 하게되며 막

상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고는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

이 깜깜해지며 말문이 막히며 때로는 장애를 부끄럽게, ,

여기기도 하고 강하게 거부하며 부정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자의 면담자료에서 나타난 서술된 참여자들.

의 면담내용에 잘 나타나있다.

감기 이런걸 많이 하데 그래 가면은 의사선생님이 아.

무래도 애들을 접하면은 알꺼아니가 그럼 이야기를 해.

줘야 할꺼 아닙니까 그래도 애가 좀 늦네요 이래칸께.

는 괜찮다 이래 쌓는기라 그래 가지고 부산의 친구가. . ,

다른 소아과를 가라 카데 연구참여자. ( 11)

너무 이상하다면서 소견서를 하나 끝어 달라니까 아

를 딱 눕혀놓고는 진찰을 하시더니예 외견상에는 이상이

없거든예 하시는 말씀이 이런애를 뭐따메 소견서를 끝.

어달라 하느냐면서말을못하고 머뭇거림 연구참여자( ) ( 4)

그 당시는 진짜 뇌성마비라 카니 너무 충격적이고 죽

고싶은 생각밖에 안들데예 그 당시 서울대학병원에 가.

서 뇌성마비라는 판명을 받았을 때 하늘이 정말 무너지

는거 같더라구예눈물이 핑놈 연구참여자( )( 3).

죄의식에 쌓여 지냄2)

어머니들은 뇌성마비 아동의 양육과 아울러 정상아동

도 돌보아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이 겹치며 더욱 힘들어

하게 된다 또한 초기에 대처를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

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민간요법을 못해주므로 미안

해하기도 하며 비참함 과 초라함을 느끼고 좌절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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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의 면담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이제 어떤 그런 좌절감 내 자신의 좌절감 또 어떤 미,

안함 여러가지 감정이 엇갈려 가지고 정말로 를 얻고00

나서 모든걸 잃었지요 를 버린다면 지금도 내 혼자서. 00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내가 않을 것 같아요.

만 없다 면은 여하튼 하나를 얻으면서 너무 많이00 00

잃었지요연구참여자( 9).

시댁으로부터 냉대를 받음3)

뇌성마비 아동이 아들인 경우에는 대를 잇기 위해 동

생의 출산을 고려해 보기도 하고 정상인 뇌성마비 아동

의 형제에 더 많은 기대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참여자들

의 면담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어머니의 마음이 우울하.

고 뇌성마비 아동의 힘든 육체적인 양육에 부과하여 심

리적인 압박은 가중되는 것으로 잘 나타나 있다.

우리가 종가집 이거든 예 애를 하나 더 낳야 한다고

항상 신경이 쓰였지예 그래서 저 애가 저래 놓 니까 애. -

를 하나 더 낳아야한다고 신경이 많이 쓰였지 예 연구(

참여자4)

우리집 대에서는 이런일이 없다 너희집에서 이게 뭐“

이런게 태어났다 시어머니가 화를 냈지예 그라면 역.” .

시 나도 반대로 생각이 들지예 우리집에서도 아직 장애.

인은 나온적 없거던예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뭐 집안에.

단명한 사람도 없고 거의다 은 넘기고 죽었으니까, 60 .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 ..

고 연구참여자.... ( 9)

현실에 맞서며 갖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음4)

어머니들은 아동을 위해서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몸

을 아끼지 않고 몸져누울 수 없어 아픈 것도 잊어야 한,

다 마음을 놓을 수 없어 아동의 곁에서 언제까지나 지.

켜주려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이고 있다.

직업가지고 돈벌로 다녔으면 많이 벌어 놨을 겁니다.

근데 애들이 어릴때는 그냥 다루기 이렇게 막 쉽잖아

요 자꾸 크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기 엄마들 허리병 다. .

있다 아닙니까 허리병 팔뭐 이런병 다 그래도 아- .. . . ...

플 여가도 없어예 우린 아프기전에 만일 감기한다 이. ,

러면 감기시작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되는 기라 아프.

면 우리가 그만큼 연구참여자......( 6)

그래가지고 몸도 이렇고 또 그런대다 애까지 귀찮아서

아주 힘든 표정을 함 잠을 좀 잘라고 하니까 밤에..( ) .

자다가 오줌을 네 번이나 누는거라 어제 오줌을 옷에다.

네 번 싸고 지금도 또싸고 한숨을 쉼 전에 한번 갈. ...( )

아 입혀놨는데 또 쌌더라고 연구참여자..( 9)

암담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5)

아동의 진로를 걱정하면서 앞이 깜깜하게 느껴지며 암

담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는지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다.

나중에 괜찮을지 저거 아빠는 내가 애들을 잘못키워....

서 그렇다고 자꾸한다 공부를 할 수 있을는지 연구참. ? (

여자1)

끝이 보이지 않는 보살핌에 엄마가 없는 실정에 적절

히 알고 양육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을 넉

넉히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로 함께 가기를 원하며 딸과

함께 죽으려 하기도 한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장,

애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에게 미소가 사라지는 것이다

문성근 다큐세상( , 2001, ).

우리 엄마들은 미래를 생각 안한다 아닙니까 미래를.

생각한다 하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래도 생각 안하고.

싶지만 눈에 눈물이 핑놀며 말을 잠시 멈춤 안하......( )

고 싶지만 그래도 미래가 나와있는게 없다 아닙.... ....

니까 엄마 아빠가 어디 간다 하면 지도 어디로 가야되.

는 거지 연구참여자.( 6)

지금은 살 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저 애들12 --15 .

이 장년이 되었을 때 생각하면 참가는 한숨을 쉼 그래( )

서 엄마들이 차후의 미래는강조하면서 이상한 톤으로(

올린 목소리를 냄 생각하지 말자 안캅니꺼눈물이 핑) (

돌며 말을 잠시 멈추고 잔기침을 함 그래서 저 같은 경)

우에도 이 아빠하고 저하고도 저 애에 대해서는 이00 , 00

아빠가 한마디도 안하거든예 연구참여자“ ( 4)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몸부림침6)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끈이라도 잡기 위하여 더 고통

스러운 상황을 떠올리며 극복해 보려 안간힘을 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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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동의 장점을 끌어내어 취학의 조그만 가능성을 점

검하고 욕심을 부리며 정상아동과 함께 교육해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학교생활에 적응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며 강인한 모성애를 보이며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가

지고 몸부림을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가 휴직을 하고 에 있는 특수 교육훈련원에 갔지00

예 정말 그곳에 가면 우리 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00

들데예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

살림을 살아야 하는 미안함 종교적이 문제가 있었지마,

는 자식을 낫게 하는 일인데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가. .

될 것 같아서예 모든 걸 제치고 년 동안 열심히 했는. 1

데 큰 성과를 못 거두고 내려 왔버렸지예 연구참여... .(

자8)

급식을 하면 애들은 자가 싫어 가지고 급식소에 업어

다 데려다 주고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실들

다 주고 다시 또 집에 왔다가 마칠 시간되면 또 데릴러

가고 또 와 가지고 옷 다 갈아 입히고 학원 갈 때 되면

또 학원데리다 주고 중학교 가니까 학원안가요 연구. . (

참여자10)

정상 아동과 함께 하며 벽에 부딪힘7)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들의 궁극적인 소원은 일반학교

에 등교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무한한 인

내가 요구하고 거듭되는 좌절로 인하여 세상의 벼랑 끝

으로 내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미술학원 원장이 그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사랑으

로 안 하면 안되겠냐고 하든지 자기가 얼마든지.... , ,

엄마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런 그게 되어있어,

야 되는데 얼마나 울고 내가 진짜 말을 못이음... , ...( )

그런거 내도 일단 섭섭하지 연구참여자... ...( 12)

택시를 탈려고 딱 있으면은 피해간다 아이가 여서는.

전화를 콜로 부르거든요 재수 없다 이거지 우리. ... ...

장애인 엄마들은 달세방 살아도 운전 면허증 따는게 첫

째 그거고요 희망이 차 사는 거라 그거라요 너무 서러.

워서 재수 없다 이라면서 차도 안태워주고 가버리니... .

까 아침부터 참 이라면서 하니까 연구참여자. “ -” ...( 10)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같이 교육을 해야한다 아닙니까?

근데 외국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갓난 애부터 놀이방부,

터 시작한다 아닙니까 좀 지보다 더 낳은 아들과 놀기?

를 원하지 그리 안 하는 놀이방도 있다 하더라구 테레. .

비 에 보니까 어떤 한 놀이방은 정신지체아 특히 몽구

같은 아들이 같이 있데예 왜 그런애들은 잘한다 아닙니.

까 연구참여자?( 7)

자녀에 대한 큰욕심을 버리고 작은 꿈으로 미래를8)

키워나감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들은 아동의 양육에 있어 여러

가지의 갈등과 고뇌를 겪으나 학교 교육을 통하여 정상

아동보다 조금 잘하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 조그마한 취

미나 소질로 생각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으며 욕심을 부

려보기도 하지만 자녀에 대하여 큰 욕심을 버리면서 작

은 꿈으로 미래를 키워나가는 희망의 끈이 되고 있다.

멀쩡한 애들보다 지는 몇 명 있다는게 그게 등 하는, 1

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 있다는게머뭇거리며 기쁜 표정(

을 지음 그런걸 이제 제일 꼴지 아니고 지 뒤에 다)...

섯명이나 여섯명이나 있으니 괜찮은거라 잘하는거라. , ,

이라니까 요즘 성적을 보니까 뒤에 넘 못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따라 가거든예 간혹 넘들만큼 못하더라도

그리 하는데 연구참여자...( 10)

다녀 보니까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휴계소 같은.

것도 좋아지고 새로 짖는 아파트 이런데는 조그마한 거

지만 엘리베이트도 보면 병원가면 장애인 따로 눌르는, ,

거 있잖아요 밑에 맹인들 블록도 있고요 하물며 임대. .

아파트도 요새는 괜찮은 고마움으로 눈이 붉어짐 연...( )(

구참여자11)

외계인 같다던 이상스런 우리 지선이는 미인이 되었고

우리 집 복덩이 예쁜 천사가 되었습니다김일권, ( (1995)

의 홍 엄마의 수기 중에서00 ).

해석학적 현상학의 글쓰기4.

뇌성마비 아동의 어머니들은 뇌성마비로 진단을 받기

전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어머니들은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초기에

고열과 설사 및 수유거부 등이 발생되어 이상 징후라는

느낌이 들며 마음을 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지만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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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하며 의료기관을 찾았으나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

며 괜하게 시간을 지체하며 낭비하게 된다 현실에 부딪.

히며 장애로 인하여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또한 어머.

니들은 진단이 늦어지면서 조기진단에서 실패를 하게되

고 진단 과정에 대한 의심과 걱정을 하게되며 뇌성마비

라는 진단을 받게되는 순간에 강한 충격을 받게된다.

자녀가 장애란 사실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

을 하고 거부하며 의료진에게로 분노와 원망이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대부분에서 자.

녀의 진단과정에서 의료인들을 불신하고 있었으며 한편

으로는 의학의 발달에 따른 부득이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는 하나 조기진단에 대한 의사들의 소홀함에 상처를 입

었음을 알 수 있다 조금 늦되는 아이로 오인하게 함으. ‘ ’

로 위안을 받고싶은 한편의 마음은 의료인을 완벽하게

보려는 합리성과 결부되어 조기발견과 치료시기를 늦추

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조그마한 배려와.

따스함은 평생의 한 이나 고마움으로 마음의 낙인이 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써 훌륭

한 의술이 아닌 따스한 마음의 이해가 얼마나 소중한가

를 새삼 느낀다.

그 당시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의사선생들이 뇌성,

마비를 잘 모르더라고예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이상하게

애가 발육이 안되는 것 같다면서 아가 이상이 있지 않느

냐고 가면 애가 늦되서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예.

어머니는 한편 무속의 힘을 빌리기도 하면서 현실에서

오는 충격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

간에 지남에 따라 아이의 장애를 수용하며 어머니는 임

신과 출산 과정에서 혹시 어머니의 잘못으로 발생한 장

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자식에게 소홀하게 하여 장

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며 죄의식을 느끼고 더욱더 뇌성

마비 장애 아동의 양육과 보살핌에 정성을 쏟으므로 뇌

성마비 아동의 양육에서 어머니들은 육체적으로 힘 둚

과 피곤함을 느낀다.

어머니는 장애 아동의 양육과 아울러 정상아동도 돌보

아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이 겹치며 더욱 힘들어하게 된

다 또한 초기에 대처를 잘못 것에 대한 후회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민간요법을 못해주므로 미안해하기도

하며 비참함 과 초라함을 느끼면서 점차 지치게 되며 소

홀하게 되어가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성마비 어.

머니는 아이의 장애를 수용하면서 아동의 양육에서 오는

가족내의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데 유

전경향을 의심하며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구박을 하는

시댁의 푸대접과 냉대를 받으며 시댁과 친정사이에서 갈

등을 겪게되고 남편은 한국의 가부장적인 사고로 양육을

어머니에게 책임지어 원인을 돌림에 따라 마음을 둘 곳

이 없어지고 기가 꺾이며 친구들과 도 소홀하게 지내므

로 더욱더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생활한다 또한 대를.

잇기 위해 동생의 출산을 고려해 보기도 하고 정상적인

형제에 더 많은 기대를 하며 더욱더 마음은 우울하고 뇌

성마비 아동의 힘든 육체적인 양육에 부과하여 심리적인

압박은 가중되고 있었다.

양육을 혼자서 맡고 있는 어머니들은 양육의 어려움이

더욱더 현실로 와 닿으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아동

을 위해서는 갖은 고생을 하며 몸을 아끼지 않고 아픈,

것도 잊어야 하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지만 직장을 가,

질 수 없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생활을 하며 심리적으,

로는 마음을 놓을 수 없어 아동의 곁에서 언제까지나 지

켜주려는 강인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아동에게 권유되는 양육방식의 개선해 보려고 또래친구

를 사귀도록 해보고 양육기관에 맡기기도 해보지만 별,

효과가 없이 육체적인 어려움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며 암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동의 장애와 관련.

되어 가정불화가 일어나기도 하여 심지어는 파탄에 가져

오기도 하며 더욱더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겪게되며 점차

아동의 양육에도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머.

니에 비쳐진 아동은 구전으로 전해오는 속담 병신 자식‘

이 더 귀엽다에서 처럼 더욱 가엽고 홀로 남을 아동이’

걱정이 되어 기도를 하며 신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었다.

초기의 심리적 갈등 상태를 벗어나서 양육과정을 회상

하면서 허탈감에 빠져드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어머니

를 더욱더 참담하게 만드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또래 친구를 사귈때와 취학과정에서 사회와 부딪히는 갈

등에서 인간적인 분노와 한없는 허탈감에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들은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가 죽

고 혼자남게 될 아이를 생각하며 더욱더 암담하게 미래

가 느껴지게 되므로 아이보다 단 하루라도 더 살아서 보

살펴 줄 수 있기를 원하면서 어떤 경우는 죽음을 결정하

기도 하고 있다 남편의 협조와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시댁분들의 갈등이 있을 때는 해결할 희망마져 없을 것

이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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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방법의 지지혜택의 개발도 필요하며 정서적인 지지

가 곧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하며 자식에 대한 기

대가 없는 절망감에 더 부가하여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한다는 것은 어머니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머니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양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머니들은 뇌성마비 아동의 양육에서 다른 형제를 생

각하고 저축도 하면서 현실을 비교적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었으나 아동의 장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미래가

암담함으로 느껴지면서 미래를 생각하기 싫고 두려워지,

고 있었다.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은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는 것을 목격할 때이며

정상인 아동과 함께 섞여 놀 수 없고 학교에 다닐 수 없

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고 있었다.

한편 뇌성마비 아동의 어머니들은 힘든 삶의 과정에서

도 아동의 홀로 서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으며 여러 가

지의 치료행위를 하며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많은

기관을 전전함으로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정상아동과 비

교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해 이해를 바라고 홀로될

아동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희.

망의 끈이라도 잡기 위하여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떠올

리며 극복해 나아가고 있었으며 아동의 장점을 끌어내어

취학의 조그만 가능성을 점검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정상

아동과 함께 교육해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학교생활에

적응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이

고 있었다.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들은 아동의 성장에 따라 사회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제 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회에 대

한 암울한 벽을 느끼게 되는데 장애에 대한 인식부족으

로 정상아동과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뇌성마비 아.

동 어머니들의 궁극적인 소원은 일반학교에 등교하는 것

으로 그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무한한 인내가 요구하고

거듭되는 좌절로 인하여 세상의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경

험을 하고 있었다 뇌성마비 아동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씩 증가되어 극히 일부의 학교에서는 통합교육을 실시해

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개입이나 관리가 소홀하여 부작

용도 따르고 있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다시 특수학교.

로 옳겨 버리는 것이다 뇌성마비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통아이들 속에 섞이는 것이다 문성근의 그것이. ‘

알고싶다 에 나타난 것과 같이 또래의 정상아이들 또한’

약하고 부족한 친구를 배려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워나

간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취학으로 인하여 친구를 사귀게 되

면서 왕따를 당하고 소외되므로 사회의 벽을 허물고 헤

쳐나가야 하는 현실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며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데 장애 학생들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일반

학생들이 오히려 정신적 성장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다 장애 청소년들은 신체적 차이는 있으나 지적.

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고 수업에도 문제는 없었고 장애

학생은 자신감을 갖게되고 마음을 열게 되며 장애 학생

만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타인에 대한

관용의 정신 격차가 아닌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포용의 정신을 갖게되므로 한 교실에

서 장애 급우들과 어울린 학생들의 인간관계 경험은 장

차 인간에 대한 연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기사

화 된 루이 이소라 공립중학교 교장르모조프는 말하고( )

있다.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들은 아동의 양육에 있어 여러

가지의 갈등과 고뇌를 겪으나 학교 교육을 통하여 정상

아동보다 조금 잘하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 조그마한 취미

나 소질로 생각하며 새로운 활력을 느끼게 된다 장애아.

동의 형제자매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는 달리 오히려 어른

스러움과 보상적으로 기대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와 같은 장애아동의 학업 수행과정에서 오는 조그.

마한 성취는 어머니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도록 하며 감사

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동안의 고통들이 조금씩

승화되어 타인의 아픔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고있다.

여러 가지의 고통과 해결할 수 없는 감정들을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고통으로 승화시켜 나아가게 한다 우.

정도 느끼며 사회의 조그마한 변화를 발견하고 만족해하

며 뇌성마비 아동의 고통을 장애아동 모두를 위하는 아

름다움으로 승화시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들을 같은 처지의 어머니들을 만남으로써 동료의

식과 동병상련을 느끼고 위안을 받고있으며 여러 가지의

푸념과 넋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도 포기

하지 않고 희망을 모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희망이 곧 삶의 애착과 더 나아가 삶에 대한 의

미를 고귀하게 승화시키기도 할 수 있었다 장애아동의.

학업수행과정에서 조그마한 재롱과 학업의 성취를 발견

하고 새롭게 태어난 듯한 희망의 싹을 튀우며 미래를 작

은 꿈으로 키워 나가면서 모든 고통을 승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학업성취의 가능성은 학교 선생님의 이.

해와 사랑이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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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뇌성마비 아동이 쓴 시 하늘 한 조각 에 잘 나타나‘ ’

있다 학교의 편의시설의 확충으로 뇌성마비 아동도 생.

리적인 현상에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며,

또래학생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할 것이다 통학이 가능 할 수 있는 교통편.

의 제공과 사회의 문화시설을 활용하고 장애를 가진 아,

동일수록 예술작품과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주는 것이 장애아동의 숨은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는 곧

그것은 홀로 설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 됨을 느낀다.

근대화되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장애아동은 조상에 대

한 신의 벌로 생각하고 숨기고 죄의식화하여 더욱더 장

애아동에 대한 의료적인 혜택의 부여를 간과하였다 물.

론 생활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우선 급한 응급치료에 눈

을 돌리지 만성질환이나 장애에 대한 혜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

고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와 진단방법도 개발되지 않아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였고 일찍 포기하고 자포자기를

하여 뇌성마비아동과 함께 그 가족 모두가 삶을 포기하

여 불행한 삶은 대물림이 되었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현.

대에 들어와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와 장애에 대한

인식이 회복되어 뇌성마비 아동의 어머니도 죄의식을 가

지고 감추고 사람의 접촉을 피하는 등의 삶에서 변화되,

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인 노력들이 부합되고 어머니들의 학력도 높아짐으로써

장애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포

기할 수 없는 희망이 현실적인 희망으로 이룩될 수 있게

한층 더 사회적인 지지가 이루어져 뇌성마비 아동 어머

니들의 또 다른 경험인 암담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

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하겠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실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

록 아동의 특기를 살리고 그에 따라 무료의 특례 대학

입학의 제도도 시행해 볼만한 배려라고 생각된다 또한.

국가기관에서의 수용시설의 확충으로 노후보장을 해줌으

로써 근본적이고 완전한 복지사회와 정상아동들의 심성

교육에도 이바지 할 수 있겠다.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뇌성마비 취학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취학에 대한 양육체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를 파악하기 위한 해석학적 현상학의 연구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이다 연구기간은 년 월 일에서. 1999 11 10

월 일까지였다 뇌성마비 취학아동 어머니의2000 12 20 .

양육체험에서 나타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초기 아동의 질병과 관련되어 이상징후를 느끼지만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어머니들은 적절한 조치를 소

홀히 하여 진단이 늦어지고 진단시에 조기진단의 실

패를 원망하고 충격을 받으며 장애를 부정하고 수용

을 거부하므로 현실충격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짐으로

나타났다.

점차 장애를 수용하게 되면서 임신과 출산 양육과정,

에서 어머니의 잘못으로 관련짓고 초기대처를 잘못함

에 대한 후회를 하고 아동을 숨기려함과 경제적 여건

으로 민간요법에 신경쓰지 못함 등으로 비참함과 초

라함을 느끼며 죄의식에 쌓여 지냄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지남에 따라 가족내의 여러 형태의 갈등에 직

면하게 되고 출산을 고려해 본다 유전경향을 의심하.

며 시어머니의 냉대와 구박으로 시댁과 친정사이의

갈등을 겪고 남편 또한 양육책임을 전가하므로 시댁

으로부터 냉대를 받음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육체적으로 힘듦과 함께 장애

에 기인한 가정의 불화로 가정의 파탄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아동에게 좋은 여러 가지의 양육.

방법을 개선하며 실천해보지만 실패를 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점차 피곤해하며 아동에게 소홀해지게

되며 현실에 맞서며 갖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음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갈등을 벗어나 양육과정을 회상

하며 허탈감에 빠지고 아동의 취학과 또래 친구를 사

귀는 과정과 진로를 걱정하며 장래에 대한 불안과 걱

정 참담함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암담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다.

양육에 최선을 다하며 극복하려는 몸부림과 아동의

홀로 서기를 포기하지 않고 정상아동과 비교하고 닥,

달하며 치료기관을 전전하며 시간과 돈을 쓰며 포기

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몸부림침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취학과 관련된 사회적인 접촉은 인간적인 분

노와 좌절감과 같은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게 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부족과 선생님의 무성의한 태도와

또래 친구들의 소외 학업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마음,

이 상하며 정상아동과 함께하며 벽에 부딪힘으로 경

험되었다.

아동이 학교생활에 점차 적응해가는 것을 보며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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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의 가능성에 기대를 하며 희망의 끈을 잡고 선생

님의 고마움과 사회의 배려에 감사하며 모든 고통을

승화시키고 자녀에 대한 큰 욕심을 버리고 작은 꿈으

로 미래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경험되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재활간호 중재의 일차적인 기본과정으로 뇌성마비 아1.

동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심층면담을

통한 이해에 기반을 둔 해결 중심의 간호 중재 개발

이 필요할 것이다.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양육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2.

인 고통을 해결하고 예방 할 수 있는 개별적인 간호

중재 방법 개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뇌성마비 아동도 일반아동과 함께 정상적인 학교교육3.

을 받는 과정에서 통합교육에 따른 간호중재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뇌성마비 아동의 학교 교육에 따른 시설 이용과 자원4.

봉사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간호중재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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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erebral pal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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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nature of raising childre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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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ebral palsy. It researches the experience of

mothers of schoolchildren with cerebral palsy by

the research method of hermeneutic phenomen-

ology.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0, 1999 to December 20, 2000.

Whe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usually

show symptoms in the early stage of cerebral

palsy, mothers do not take children to a doctor

for diagnosis. And, most of mothers have a

difficult time to accept the reality; they usually

respond to the initial diagnosis with shock,

reproach, and deny.

When mothers start recognizing the reality,

they consider that their children have cerebral

palsy due to the their mismanagement during

pregnancy, delivery, nursing, and initial

treatment. They shelter their children from view

and feel guilty that they cannot afford to try

folk remedies for their children.

As time passes, mothers face conflicts

between families in diverse ways. Families put

the blame on genetic effects. Mothers-in-law

give their daughters-in-law a hard time,

husbands shift the responsibility of raising

children onto their wives, and trouble arises

between families-in-law and mothers native

families.

When children grow up, it is physically

difficult for mothers to take care their children.

In addition, they suffer from all the troubles in

family due to childrens handicap. Mothers try

the diverse methods of bringing up children.

However, they start getting tired of raising

children as they experience failures and

financial difficulties.

Mothers feel collapsed recalling the ways of

raising children. They feel anxiety, miserable,

lonely, and worrying when they think how

children would attend school, make friends, and

live in the future.

In this stage, mothers do their best to raise

their children with hope. They tend to compare

their children with others without handicap and

spend money and time in attempting all the

treatments.

When mothers and children join the society at

school, they find that the society does not

understand disabled people, teachers show

inconsiderate attitude, friends avoid them, and

children hardly follow classes. Such experiences

make mothers feel angry and frustrated.

However, when children adapt to school,

mothers see the possibility that children could

accomplish schoolwork. They appreciate teachers

help and others consideration. Mothers place

appropriate expectations on their children and

help them to prepare for the future.

I would make following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1. As a primary basic course of rehabilitation

nursing intervention, solution-centered

nursing interven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The intervention needs to b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mothers, who

raise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through

in-depth interview.

2. Advance researches o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nursing intervention should be

conducted. Individual nursing intervention

needs to prevent and release actual pain

focusing on mothers raising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3. Integrated curriculum that help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lead a normal school life with

ordinary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4. Basic research on using of facilities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service volunteer to

help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in school

needs to be condu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