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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 나라의 장애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1995

면 년의 조사에 비해 명 이 증가하1990 92,000 (1.35%)

였으며 이 중 지체장애인은 명으로 전체 장애인61,000

의 를 차지하고 있다한국 건강사회연구소57.9% ( ,

1996).

우리 나라에서는 지체장애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으

나 여러 학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선천적 또는 후천「

적인 원인으로 상하지나 전신 척추에 절단이나 마비, ,

기형 및 변형 관절운동 장애 동통이 있는 자로서 일상, ,

생활 동작의 수행에 불편이 있는 자 로 정의하고 있다」

김윤정 천영호 변소현( , 1993; , 1997; , 1998).

인간은 신체심리사회의 모든 면이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어 어느 한 면에만 문제가 생긴다 해도 일상생활

수행에 큰 불편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체.

장애자는 신체적 손상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장애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사회적 역

할의 변화와 대인관계 형성의 제한으로 인한 장기적 긴

장과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문제가 발생된다양현주( ,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 신체발달과 기능은 느1991). ,

리나 인지발달이 정상이므로 이들이 갖는 경험은 다른

장애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체적 특이성이나

손상 내적 혹은 외적인 행동 혈통 국적 인종과 같은, , , ,

귀속적 특징의 세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할 때 인간은 사

회적으로 가치 이하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은.

손상 장애로 인해 사회 대다수에 의해 그들의 인격이나‘ , ’

능력과는 상관없이 열등하고 기능적 손상 외에 어떤 결

함이 있는 인간으로서 가치 이하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

고 따라서 사회의 물리적 문화적 심리적 유기적 제 조, , ,

건에 적응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불리와 더불어 점차 부

정적 기대에 맞는 역할을 사회화하게 된다 즉 장애인들. ,

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태도는 장애인들이 그들의 역할

을 이행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진정한 장애물을

만든다 사회환경도 다수인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형성되.

어 있고 장애인은 기회에 접근할 자유는 있지만 기회에,

접근할 통로를 제한 받음으로써 사회환경으로부터 소외

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

환경이 장애로 인한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로서

사회적 전이를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가 새롭게 정의되는 중요한 시기로

사회적 대인관계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자아정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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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신념 등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또한 다른 연령층에, .

비해 새로운 역할과 변화를 경험하므로 스트레스가 부가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반 청(Rosenberg, 1989).

소년이 경험하는 변화에 부가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제한이 있는 지체장애 청소년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가된다.

지체장애 청소년은 신체적 기능의 결손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의 상실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이 많아 사회심리적 부 적응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체장애인의 부 적응 문제에 대하여 학자들간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 입장은 신체적 기능의 결

손 및 부 자유로 인하여 활동과 경험의 영역이 제한적이

어서 성격 및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며 환경 속의 타인들

에 의한 태도 및 반응과 상호 작용하여 열등감 소외감, ,

좌절감 등을 가진다는 것이다.

반면 자아정체를 탐색하고 자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가는 청소년기에는 자기에 대해 가지는 스스로의 평가가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ear,

이유선 의 연구에서도Clever, Proctor, 1991). (1996)

장애 청소년들의 적응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Rosenberg(1989)

는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청소년기의 자기 적응을 돕는

반면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과도기적 적응을 더욱 어렵,

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평가가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간호학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으며 타학문 분

야에서의 장애인 관련 논문들이 장애와 관련된 한 측면

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것에 반해 지체장

애 청소년의 장애경험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적 사회 환,

경적 측면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

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지체장애 청소년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통찰,

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들의 산 경험(lived

에 집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experience) .

그리하여 본 연구는 지체장애 청소년의 장애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지체장애 청소년

들이 지각하는 장애경험을 이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간호중재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지체장애 청소년이 장애로

인해 겪게되는 일상생활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

Ⅱ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지체장애 청소년의 장애경험을 알아보기 위

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

한 귀납적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2.

대상자의 서술 및 연구자의 관찰내용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서 특정 연구현상에 대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의

미를 찾아내는 것이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핵심이다 그.

러므로 연구대상자는 그 현상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경

험을 가지고 있고 연구자와 기꺼이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풍부함과 다양성 을(variation)

얻기 위하여 의도적 표집방법 을(purposeful sampling)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지체장애를 가진 세의. 10-19

청소년으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본,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듣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이다 대상자 수는 면담을 통해 현상에 대한 새로.

운 범주가 발견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총 15

명이 선정되었다 많은 대상자로부터의 피상적인 자료보.

다는 몇몇 유능한 대상자로부터 깊이 있고 광범위한 자

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집단 크기는

적절한 것으로 고려된다.

자료수집3.

자료수집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2000 8 1 2000 11

일까지이며 자료수집 방법은 비 지시적 심층면담 및30

참여관찰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담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면담자의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였

다 면담은 참여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면담 시작 전 연

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여 참여자의 이해를 얻었

고 면담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

을 것이며 필요시 어느 때라도 면담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를 얻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은 회의 연속적인 면담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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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면담에서는 일상적인 이야기 최. ,

근 근황 기분 등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친근한 관계를,

형성한 후에 지체장애와 관련된 경험 지체장애가 참여,

자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체장애 경험에“

대해 모두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 2, 3

번째 면담에서는 지체장애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회의 면담에서는4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보완하고 자료분석 결과의 타당성

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이외에도 면담도중 관찰.

되는 대화 시 참여자의 억양 얼굴표정 몸짓 면담환경, , ,

등 참여 관찰된 내용은 면담시마다 모두 기록하였다.

녹음한 내용은 매 면담직후 컴퓨터에 입력되었고 출력

된 원 자료와 녹음된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동시에 지체장애 청소년의 장.

애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연구자의 분석

을 기록하였다 또한 다음 면담을 위한 질문내용 즉 이. ,

번 면담에서 간과해 버린 내용 새로운 시각에서 파악해,

야할 내용 등을 기록한 후 다음 면담에 반영하였다 면.

담시간은 회에 분에서 시간 분 정도가 소요되었1 40 1 30

으며 참여자 인당 면담횟수는 회이었다 면담이 끝1 2-4 .

날 때에는 연구의 타당성 확인과 분석 도중 추가면담의

가능성을 위해 다시 연락해도 될지를 물어보고 동의를

얻은 후 전화번호를 받아두었다.

자료분석4.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자료분석과정은 Girogi, Van

및 등에 의해 조금씩 다르Kaam, Siegelberg Colaizzi

게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 방법들의 일반적인 틀은 특1)

수한 현상의 탐구 일반적인 본질의 탐구 본질들 간2) 3)

의 관계 이해에 있다(Oiler, 1986).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가 제시한 방Colaizzi(1978)

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진술내용과 참여관찰 내용을 그대로 옮겨1)

기록하였으며 녹음된 참여자의 진술을 반복하여 들으

면서 자료의 일치성과 그들 경험에 대한 느낌을 얻고

자 하였다.

문자화된 모든 원 자료를 읽으면서 의미있는 문장과2)

구절들에 줄을 그으면서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였

다 또한 다음 면담을 위한 부가적인 질문을 도출하.

였다.

의미있는 진술로부터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구3)

성 하였다 구성된 의미가(formulating meaning) .

원래의 진술과 연결되는지 원 자료를 여러 차례 반복

하여 읽으면서 의미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성된 의미에서 주제를 확인하고 주제를 통하여 주4)

제모음을 조직하고 이를 다시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

추상화 작업을 위해 원 자료와의 일치도를 확인하였

으며 진술의 의미를 비교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범주간의 차이가 있을 때 연구자간의 상

호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주제가 확인되면서 주제를 쓰는 과정이 시작되었고5)

주제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지 서술하면서 주제 주,

제모음 범주 등을 총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지체장애, .

청소년의 장애경험의 의미에 대해 가능한 한 본질적

인 구조를 나타내는 완전한 기술로 현상을 명료하게

서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연구참여자를 통해 본질적인 구조를6)

타당화하였다 최종적인 기술이 참여자의 생생한 경.

험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진술했던 의미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 전원이 자신들의 경험이.

대체로 타당하게 표현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제시된 내

용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표시하였다.

연구의 신뢰도 타당도 확인5. ,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의 질적 연구 평가기준인 신뢰성Sandelowski(1986) ,

적합성 감사가능성 을 이용하였다 자료, (auditability) .

및 분석의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

구과정 시 개인적 편견을 중지하고자 두 연구자가 인터

뷰에 함께 임하였으며 참여자에 대한 선입견은 없는지,

인터뷰 진행에 편견이 있는지 계속적인 고찰을 시도하였

다 그 외 자료는 모두 녹음된 후 문자화된 자료와 녹.

음된 자료의 비교분석과정을 거쳤고 연구 참여자들에

게 최종적인 기술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자료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체장애 종류와 기간 등 다양한 대상

자를 의도표출 하였다 연구의 감사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절차를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Colaizzi

가 제시한 자료분석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1978) .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7 4

- 533 -

Ⅲ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1.

본 연구의 참여자 명의 평균 연령은 세로15 14.8

세의 범위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명 남자가10-19 . 6 , 9

명이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명 중학생 명 고등학생5 , 7 ,

명이었다 이들 중 명은 세이었으나 휴학으로 인해3 . 2 17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지체장.

애의 종류로는 뇌성마비 명 척수 및 사지마비 명이었6 9

다 장애기간을 보면 년 미만이 명 년이 명. 1 3 , 1-5 5 , 5

년 이상이 명이었고 종교는 기독교 명 불교 명이었7 7 , 4

고 명은 종교가 없었다4 .

의미의 구성2.

연구참여자에게서 수집된 원 자료로부터 의미있는 진

술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의미있는 진술들은 다시 일반,

적 언어로 재 진술하여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로 묶었으

며 총 개의 주제는 개의 주제모음과 개의 범주로27 10 4

구성되었다 도출된 범주와 주제모음 주제와의 관계는. ,

다음과 같다 표< 1>.

범주 거부하고 싶은 마음1【 】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 부〔

정 절망 사회적 고립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 〔 〕 〔 〕

타났다.

주제모음 부정1〔 〕

큰 거울 속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절망 스럽고 처음에는 장애를 받아들일 수 없...

었어요 죽을려고 뒹굴어서 턱도 깨고. ” 와 같은 장애를<

수용하기 힘듬>, 중학교 학년 때까지만 해도 많이“ 1, 2

반항도 하구요 늦은 밤이 되서야 집에 들어가고... ”의 <

장애로 인한 반항>, 내 장애 때문에 화가 나면 친구들“

이랑 많이 싸우고”의 친구들과의 싸움 으로 구성된< >

표 지체장애 경험< 1>

주제 주제모음 범주

장애를 수용하기 힘듬

부정

거부하고

싶은 마음

장애로 인한 반항

친구들과의 싸움

장애로 인해 의지대로 되지 않아 절망 스러움
절망

건강의 악화

외로움
사회적 고립

외부접촉을 꺼림

장애에 대한 친구들의 놀림

멸시 당함

사회에서

버림받음

오해받고 누명을 씀

차별 대우하고 무시함

가족들의 멸시로 삶의 의욕 상실

장애인에 대한 정상인들의 이상한 시선
사회인으로

대우받지 못함
의미있는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장애인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좌절

친구의 지지로 삶의 보람을 느낌

따뜻한 사랑에

힘을 얻음

더불어 살아감

선생님의 배려와 사랑에 대한 고마움

주위사람들의 격려로 위로를 받음

부모님에 대한 감사

장애의 수용
장애를 받아들임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가짐

건강상태가 호전되었을 때의 기쁨

기쁨과 보람을 느낌정상인과 같은 대우에 삶의 보람을 느낌

재활학교에 다닐 수 있는 특권의 고마움

신앙생활 종교에 의지

삶의 의미 발견
목표달성을 통해 삶의 의미를 느낌

노력과 봉사를

통한 성취감
남을 도움으로서 존재 가치를 느낌

장애 극복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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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은 자신이 지체장애를 갖게되었다는 인식을 하〔 〕

면서 장애인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고

거부하는 심리상태가 여러 행동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주제모음 절망2〔 〕

막 걸을려고 해도 넘어지고 잘 안 되면 너무 절망 스“

럽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제일 힘들고”의 장애로 인해 의지대로 되지 않아 절망<

스러움 과> 왼손이 없으면 밥도 못 먹는데 넘어져서 왼“

쪽 어깨가 부러져 꼼짝도 못하고 도움을 받으니까 비굴

했구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그렇게 강하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몸이 굳잖아요 그럴 때...

절망이 되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며칠 안 한다고 그.

렇게 금방 안 좋아지니까요” 의 건강의 악화 로 구성된< >

절망 은 의지대로 되지 않는 몸의 부자연스러움과 활〔 〕

동 장애를 경험하면서 예전의 활동과 자율적인 움직임,

신체상을 되찾을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좌절을 경험한

다 또한 몸이 다치거나 꾸준한 재활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불 건강이 심화될 때 절망을 느끼고 있음이 나타

났다.

주제모음 사회적 고립3〔 〕

내가 혼자라고 느끼고 가족들은 다같이 모여서 밥“ ...

먹는데 나는 항상 구석에서 따로 먹곤 했어요 그래서.

많이 외로웠어요” 의 외로움 과< > 밖에 나가는 것 좋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기 싫으니까 어렸. ...

을 때 처음으로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뒤로 몇 년 동안 바깥출입을 안 했어요. .” 의

외부접촉을 꺼림 으로 구성된 사회적 고립 에서는< > 〔 〕

가족과 친구 등 원만한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로움과 소외감을 가지며 장애인을 쳐다보는 정상

인들의 차별된 시선과 행동은 본 연구의 참여자로 하여

금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는 즉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다고 나타났다.

범주 사회에서 버림받음2【 】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멸시 당함 사회인으,〔 〕 〔

로 대우받지 못함 을 통해 사회에서 버림받음을 경험하〕

였다.

주제모음 멸시 당함1〔 〕

제가 브레이스 같은 거 하고 가면은 애들이 로버트라“

고 엄청 놀렸어요 초등학교 시절 정상 아이들이 계단...

에서 나를 떠 밀었을 때 나 혼자 남아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죽고 싶다‘ ’ ” 의 장애에 대한 친구들의 놀림< >,

내가 오해를 받고 도둑으로 몰리고“ ” 의 오해받고 누명<

을 씀>, 열심히 살았는데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 ,

고 사람들이 나만 사람 취급 안 할 때 죽고 싶었어요, ”

의 차별 대우하고 무시함< >, 가족들한테 차별대우 당할“

때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쟤가 뭘 하... ‘

겠어 라고 해도 부모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

데 부모님도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때는

아무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의 가족들의 멸시로<

삶의 의욕상실 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해 친구들>

에게 놀림과 짖궂은 장난의 대상이 되고 오해받고 도둑

으로 몰리는 경험을 하며 주변 사람들의 무시보다는 가,

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야 할 이유와 의욕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모음 사회인으로 대우받지 못함2〔 〕

외국사람처럼 장애인이 지나가면 뒤를 돌아보면서 보“

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싫어요 쪽 팔려요 정. .

말루”의 장애인에 대한 정상인들의 이상한 시선< >, 제“

가 아무리 친해질려고 노력을 해도 다들 저를 외면하

고 내가 아는 어떤 누나가 내가 지체장애인이라서 귀...

찮았나봐요 개월인가를 나를 교회에서 모른 척 하. 4-5

고”의 의미있는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과< > 계단과 턱“

을 볼 때 좌절을 느끼고 일반학교에서 저의 몸을 보...

고 안 받아주고 제가 다닐만한 학교가 없었을 때 내...

가 왜 태어났나 하는 생각이 들고”의 장애인 시설의 부<

족으로 인한 좌절 로 구성된 사회인으로 대우받지 못> 〔

함 은 정상인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자신을 쳐다볼 때〕

큰 수치감을 느끼고 정상인 친구들과 주변사람들과 친,

밀한 관계와 우정을 갖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등의 부족과 특수교육기회의 어

려움 등 또래그룹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에게는 장애인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의 큰 벽과

장애인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범주 더불어 살아감3【 】

지체장애 청소년들은 장애를 가진 삶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수용하고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경험은 따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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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랑에 힘을 얻음 장애를 받아들임 기쁨과, ,〕 〔 〕 〔

보람을 느낌 으로 분류되었다.〕

주제모음 따뜻한 사랑에 힘을 얻음1〔 〕

친구와의 만남이 내가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힘“

이 되고”의 친구의 지지로 삶의 보람을 느낌< >, 선생님“

이랑 같이 새벽기도도 같이 가고 선생님의 관심과 배...

려와 사랑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의 선생<

님의 배려와 사랑에 대한 고마움>, 선배들이나 아는 형“

한테 마음이 혼란할 때 많은 위로를 받아요 어려운 상...

황에서 도움 받을 때 세상의 나에 대한 배려를 느끼고”

의 주위사람들의 격려로 위로를 받음 과< > 아버지가 늘“

말이 없으셔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

어요 그 때가 제일 안심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의 부<

모님에 대한 감사 는 친구 선생님 가족 특히 부모님과> , ,

같은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는 본

연구대상자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고 있었다.

주제모음 장애를 받아들임2〔 〕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안 좋게 생“

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가면 되는 거지 그냥. ...

제가 장애인이라는 것 받아들였고”의 장애의 수용< >,

좌절에 빠져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이러면 안되겠구나 나보다 더한 장애를 가...

진 사람을 보면서 용기가 생기고”의 자신보다 힘든 사<

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가짐 으로 구성된 장애를 받아> 〔

들임 은 자신이 지체장애를 가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

고 장애인으로서의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이전에 인식

되지 못했던 자신보다 더 불우한 상황에 처한 이웃이나

장애인들을 의식하게 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

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

주제모음 기쁨과 보람을 느낌3〔 〕

수술하고 걸을 때 날아갈 것 같고 몸 상태가 좋아“ ...

졌을 때 너무 기쁘고”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었을 때의<

기쁨>, 바보취급 안 하고 보통사람처럼 대해줄 때 정“ ,

상인들과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야기할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의 정상인과 같은 대우에 삶의 보람을 느낌 과< >

재활학교에 와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사는 보람을 주어요”의 재활학교에 다닐 수 있는 특<

권의 고마움 은 건강이 호전될 때 정상인들과 같이 자> ,

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 때 재활교육의 기회를 얻음으,

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등은

지체장애 청소년들에게 기쁨과 살아가는 보람이 되었다.

범주 삶의 의미 발견4【 】

장애인으로서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종교〔

에 의지 노력과 봉사를 통한 성취감 의 개의 주, 2〕 〔 〕

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주제모음 종교에 의지1〔 〕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 ‘

라는 말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도 고통도 모두’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의 신앙생활 은 자신과 삶에 대한 정체성< >

을 형성하는 청소년에게 마음을 평안을 갖게 하였다.

또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에게 주

어진 장애로 인한 불운을 극복하는 중심점이 되고 있음

을 뜻한다.

주제모음 노력과 봉사를 통한 성취감2〔 〕

무언가를 시도해서 성공할 때 너무 보람을 갖게 되“

서”의 목표달성을 통해 삶의 의미를 느낌< >,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를 많이 필요로 해 주었을 때 나

도 필요한 존재구나 한사랑 마을 고아원에 봉사 가서...

놀아줄 때 너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의 남<

을 도움으로써 존재가치를 느낌 과> 치료를 위해서 하는“

운동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해요 사회에 나가서...

무시 당하지 않고 비 장애인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는 공부도 내 자신과 싸우는 재활훈련이에요”의 장애극<

복을 위해 노력 으로 구성된 노력과 봉사를 통한 성취> 〔

감 은 지체장애 청소년들에게 있어 종교에 의지하는 것〕

외에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

적을 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한

단계씩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과 성취감이었다 또.

한 대상자의 의미있는 진술 중 가장 많은 기술된 내용은

장애를 가진 자신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

해 봉사할 때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

에게 있어서 단순한 봉사 이상의 경험으로서 장애를 가,

졌지만 자신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Ⅳ 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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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

들이 장애로 인해 겪게되는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

함이다 대상자들의 장애경험의 본질은 거부하고 싶은. 【

마음 사회에서 버림받음 더불어 살아감, , ,】 【 】 【 】

삶의 의미 발견 등의 범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

와 기존 문헌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분석함

으로써 장애경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지체장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간호중재 및 추후

연구의 방향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자신의 장애를 처음 인식하는

상황은 두가지 경우이었다 첫째 선천적 또는 어린 나이.

부터 지체장애를 가졌으며 부모의 격리된 돌봄 아래서

집 안에서만 생활한 대상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자신이

지체장애를 가졌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나이 이전에 장

애를 가졌다 부모들의 엄격한 통제하에 격리되어 있었.

으므로 부모와 함께 바깥 출입을 하거나 단체생활을 시

작하는 학령기부터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

작하였다 장애인임을 인식하게 되는 주된 계기는 외출.

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었다 동물원. “

의 원숭이 쳐다보듯 힐끔거리는 시선으로 인해 수치감과”

당혹감을 느끼며 자신이 정상인들과 같을 수 없다는 사

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 이후로 외부접촉을.

꺼리며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며 외로움을 느낀다.

또 다른 상황은 대 청소년기에 사고로 인해 장애를10

당한 경우이었다 이 대상자들은 외부사람들의 자극보다.

는 의식을 되찾고 병원생활을 시작할 때 자신의 신체의

감각에 대해 환상 통을 경험하면서 지체장애인이 되었다

는 인식을 하게된다 장애로 인해 예전에 가능했던 신체.

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램프 못 올라갈 때 너무 좌절되“

고 뭔가가 생각대로 안되고 절망과 좌절을 더욱 심하... ”

게 경험하였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장애인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달랐으나 자신의 장애를 거부하는 마음이 본 연구결과

나타난 주제모음인 부정 절망 사회적 고립, ,〔 〕 〔 〕 〔 〕

으로 모두 관찰되었다 특히 장애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며 친구들과 싸움하거나 방황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 연구에서 장애아는Markin(1968)

부모 형제 및 친구들 사이에서 부 적응 및 갈등을 갖게,

되며 정상아동에 비해 불안 공격성 열등감 등이 높은, ,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영호 의 지체장애 학생의 성(1997)

격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대인관계에 대한 부 적

응 양상 현실회피나 내적 갈등 등은 지체장애 청소년,

특성을 조사한 타 연구결과 들과 일치되고 있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의존적이고 미숙한 아동기에서 성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숙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

의 경우 지체장애를 가짐으로 인해 장애에 대한 거부심

리와 심리적 부 적응 성향이 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지체장애아들은 신체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사회화 습

득 장이 제한적이고 가족관계 특히 부모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발달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정상 아동이 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부

모에게는 선천적인 지체장애아의 출산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지체장애아의 출현은 가족이 정상적으로 기능

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기가 될 수 있다박영숙( , 1995).

그러므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 지체장애아는

성장과정에서 사회 뿐 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도 냉대와

소외 학대를 경험하기도 한다, .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개인의 성격적 신체적 특이성,

또는 인종 민족 종교의 특이성을 스티그마로 취급하고,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은 사회의 주류에서 제외되며 그,

사회의 구조와 전통의 문화 속에 열등한 위치에 넣어진

다이유선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거나 가치 이하( , 1996).

로 평가된 사람은 거절이나 박해를 당하기 쉽고 낮거나

부정적인 사회적 기대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들의 존엄,

적응 성장 능력 건강 부 생활주기 등이 감소되는 경, , , , ,

향을 갖는다 와 에 의. Wolfensberger Tullman(1982)

하면 어느 개인 집단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규범과 인,

식에 따라 결정되며 사회적으로 부정적 가치 이하의 평,

가를 받은 사람은 그러한 부정적 기대에 맞게 건강 존,

엄성 능력 등이 감소되어 지는 경향을 갖는다 즉 장애, . ,

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과 태도는 직접적으로 장애

인의 자아 존중감에 손상을 주고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능력을 감소시켜 결국 사회적 분리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과 환경의 변화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정의되어 지고 있다.

청소년기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부모 동료 교사 등 중요한 타인의 사, ,

회적 지지와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자기지각이다

그러나 장애 청소년은 그들이 지(Rosenberg, 1989).

닌 장애 때문에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하게 되기 쉽고 연

령에 적합한 활동이나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소외되

고 친구관계 형성에도 방해를 받으며 사회적 고립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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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적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체장애 청소년.

은 좌절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기 쉬우며 이러한 경험은

지체장애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갖게 한다이유선 그 결과 자기 존중( , 1996). ,

감 자기수용 및 자기 효능감에 손상이 생기고 우울증상,

이 발생되기도 한다 즉 지체장애 청소년에게는 지체장. ,

애 그 자체와 그가 속해있는 사회집단 성원의 부정적인

태도가 자아의 발달 및 형성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다이덕양( , 1987).

최근 연구에서는 장애에 대한 반응을 사회 개인적 이,

론 으로 설명하고 있는데김윤(social-personal theory) (

정 이 이론은 사회가 정상적인 기능과 정상적인, 1993)

모습만을 숭상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위치를 받아들이.

기 힘든 장애인들은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그대로 받

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정상인과 사회로부터 좌절을 경험

하고 차별과 멸시 당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 같은 내용과 본 연구 대상자들이 사회에서 버림받음‘ ’

을 경험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

구 대상자들은 가족 및 친구들과 주변사람들로부터 차별

받고 오해받으며 교실에서 물건이 없어질 때 우선적으, ,

로 도둑의 누명을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상인들과 의.

미있는 관계를 갖기가 어렵고 장애인 시설의 부족을 느,

끼며 좌절을 경험하여 자신들은 쓸모 없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점이 관찰되

었는데 장애인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즉 그들, ,

의 정체성과 장애에 대한 수용정도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쓸모 없고 사회에서 버림받

았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장애에 대한 세상의 긍정

적인 시각도 동시에 관찰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

은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적응하게 되면서 반드시 장‘ ’ ‘ ’

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

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다 천영.

호 는 장애에 대한 반응과 가치관념의 변화에 대(1997)

해 장애인이 보다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어려

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고 사회인들은 오히려 감탄

과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덕양. (1987)

도 일반 사람들의 장애자 관에 대한 극복과 개선이 필요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체장애 청소년 본인의 자세, ,

로 스스로가 자신의 처지나 현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하는 지체장애자 자신의 주관적 장애자 관이 더

욱 문제로 대두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그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아 존중감을 가

질 수 있는 심적 요건과 외적환경이 무엇인가를 발견하

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

자들에게서 천영호 의 주장과 같이 친구의 도움(1997) ,

선생님의 배려와 사랑 주위사람들의 격려 부모님의 헌, ,

신은 대상자로 하여금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하고 자신

의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됨이 파

악되었다 이러한 점은 지체장애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신체에 대한 열등감 낮은 윤리적 기준 성격의 불안정, , ,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 자아구조 왜곡의 가능성 불안, , ,

공격성김효선 강호진 등의 부정적 특( , 1981; , 1987)

성만을 제시한 연구결과와 상반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

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지체장애 청소년들.

이 사회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견해와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심도 깊은 이해가 더욱 요구된다고 보겠다.

은 자신의 내면적인 가치체계 속Bickenback(1993)

에서 장애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면 장애가 반‘ ’

드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생각은 없어지게 된다

고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긍정적인 장애의 의미를.

종교에 의지함으로 또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과 봉‘ ’ , ‘ ’ ‘

사의 경험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다 은 장’ . Bickenback

애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므로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장애가 자기존중심을 해치는 것이 아

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구.

체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는 경험을 어릴 때부터 갖게 하는 것 장애는 하나의 신,

체적 특징에 불과하다는 보편적 생각을 갖게 하므로써

장애인이 자주 부딪히게 되는 멸시나 거부 같은 차별을

능히 감당할 만한 강한 자기 존중심을 키워주는 일이 장

애 극복의지를 길러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체장애 청소년은 특히 자신에게 도

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때 나도 세“

상에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과 자신”

감을 얻게 되는 점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체장.

애 청소년의 강한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기

존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지 못한 남을 도움으로써 존재“

가치 인식 이라는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한 점이 생생한”

청소년의 지체장애 경험을 통해 파악되었다고 본다.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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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체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장애 경험의 본‘ ’

질을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그 의미

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뇌성마비 척수 및 사지마비 등 지체장,

애를 가진 세의 청소년으로 장애 경험의 서술이10-19

반복되어 자료가 포화되는 시점인 명이었다 자료수집15 .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2000 8 1 2000 11 30

며 면담시간은 대상자에 따라 분에서 시간 분이었40 1 30

다 대상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

로 동의한 자로서 자료수집은 비 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되었다.

자료분석은 가 제시한 방법을 근거로Colaizzi(1978)

하여 수집된 자료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의미있는 진술들로부터 주제 주제모음을 구성하,

였으며 본질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 주제모음을 통합하

여 범주로 묶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기술이 참여자의 경

험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고자 참여자에게 돌아가서 본질

적인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의미있는 진술로부터 부정 절망< , ,〉 〈 〉

사회적 고립 멸시 당함 사회인으로 대우받지, ,〈 〉 〈 〉 〈

못함 따뜻한 사랑에 힘을 얻음 장애를 받아들, ,〉 〈 〉 〈

임 기쁨과 보람을 느낌 종교에 의지 노력, , ,〉 〈 〉 〈 〉 〈

과 봉사를 통한 성취감 등 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 10

다 이는 개의 범주로 재구성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4

나타난 참여자의 지체장애 경험의 본질은 거부하고 싶【

은 마음 사회에서 버림받음 더불어 살아감, , ,】 【 】 【 】

삶의 의미 발견 이었다.【 】

이러한 결과에서 지체장애 청소년은 장애에 대한 거부

심정을 가지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멸시와 차별로 인

해 쓸모 없다고 느끼고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심리적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주변의 따뜻한 지지는 장애.

를 수용하고 적응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어 더불어 살아

가게 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에 의지.

하고 남을 돕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끼게 하고,

삶의 목표설정과 성취감을 경험하므로 삶에서 의미와 기

쁨을 발견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그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때 기쁨과

장애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가치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점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해야하는 청소년기에 있는 지체장애아에

게 간호중재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지체장애 기간에 따른 장애경험 의미에 대한 연구를1)

시도해 볼 수 있다.

재활 및 특수교육의 기회를 가진 대상자와 그렇지 못2)

한 대상자의 장애경험의 차이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호진 장애 학생의 자기개념 특성 대구대학교(1987).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경동 지체장애 아동 부모의 자기개념에 관한(1981).

연구 한국 장애인복지 연구소 서울. , .

김윤정 장애 청소년의 심리와 사회적응의 영향(1993).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 장애 아동의 개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1981).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숙 지체장애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적용(1995).

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소현 장애인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998).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윤원 장애와 자아의식 현대사회와 장애복지(1981). . ,

아산복지재단.

양현주 지체 장애자의 사회적응 요인에 관한(1991).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중증 척추손상 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1996).

재활체계 모델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덕양 지체장애 고용인의 신체상과 자기수용(1987).

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선 사회적 지지와 자기지각이 장애 청소년(1996).

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영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이 지체장애인의(1998).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영호 장애인 복지이론 학문사(1997). . .

한국 건강사회연구소 장애의 실제에 관한 연구(1996). .

한국 건강사회연구소 서울, .

Bear, G. Gg., Clever, A., Proctor, W. (1991).

Self-conceptions of non handicapped children

and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integrated classes. The Journal of Special



아동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7 4

- 539 -

Education, 24, 409-426

Bickenback, J. E. (1993). Physical disability

and social policy. NY:University of Toronto

Press : Buffalo.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Valle &

M. King(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pp.48-71).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Oiler, C. (1986).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31(3), 178-181.

Markin, N. D. (1968). The child with a marked

high frequency meaning impairment. The

Pediatric Clinic of North America, 15, 677.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Middletown,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Sandelowski, M. (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d in Nursing

Science, 8, 27-37.

Wolfensberger, W., Tullman, S. (1982). A brief

outline of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2.

-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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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ived Experience

in Adolescents with Physical

Disability

Kang, Kyung-Ah*Kim, Shin-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describe the lived experience of adolescents with

physical handicap by means of the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5 adolescents, 10-19 years old, who were

experiencing physical handicap.

Significant statements from data were

extracted. From these formulated meanings, 27

themes, 10 clusters of theme and 4 categories

were constructed. Major theme clusters that

were emerged from the analysis are ‘denial',

‘despair', ’social isolation‘, ’being despised‘, ’not

being treated as a member of society‘, ’getting

the power in love around people‘, ’accepting the

physical handicap‘, ’feeling the joy and one's life

worth living‘, ’depending on the religion‘, and

'the feeling of achievement by the effort and the

service'.

In order to help the adolescents with physical

handicap overcome their difficulty and cope to

the social environment, nurses need to

understand the essential theme clusters of the

experience of adolescents with physical

disability.

*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