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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연구에서 아스퍼거 장애 대상자들은 우울, 불안, 높은 자살

시도 율을 보였으며, 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 역시 높은 스트레스

와 우울, 낮은 삶의 질을 보였다. 이와 같이 아스퍼거 장애 대상자

와 그 어머니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 어려움은 간과되어 왔으며, 자폐스펙트럼 장애 안에 포함되어 연

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만의 독특한 간호 요구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

하며 직면하게 되는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해 갈 수 있도

록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이들의 양육경험 과정에

대한 실체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간호이론, 실무 및 교육을 위한 기초 지식체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질문은 "아스퍼거 장애를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은

어떠한가?" 이었다.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은 Corbin & Strauss (2008)와 Strauss &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

자는 아스퍼거 장애로 진단받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16명으로,

자료 수집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개별심층면담을 통하

여 이루어졌으며, 1인당 면담 횟수는 1-2회였고, 1회 당 평균 2시간

15분 정도 진행하였다. 면담자료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여 필

사한 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결과 10개의 범주와 26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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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의 핵심범주는 '자

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이었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자녀

의 장애를 수용하고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자녀의 페이스메이

커로 살아가는 과정이다.

3. 인과적 조건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자녀: 증상의 애매

모호성, 길잡이 없는 초행길'이었다. 맥락적 조건은 '장애 수용과

사회통합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 발달적 느림에 대한 사회의 민

감도, 다름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 사회의 경쟁과 배려의 정도이

었다. 중재적 조건은 '나를 지탱하는 힘: 성격 특성, 신념, 자녀가

주는 기쁨, 사회적 지지' 이었다.

4.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 경험의 과정은 '

출발선 찾기', '돌진하기', '완급조절하기', '대열에 합류시키기', '

혼자 달리기 준비시키기'의 다섯 단계로 확인되었다.

5. 이와 같은 과정의 결과 어머니들은 '단련된 마음과 관계의 근육:

인격의 성숙, 자녀에 대한 수용, 한 마음이 된 가족, 공동체 의식

의 확장'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양

육 경험을 자녀의 발달 과정에 따라 심리・사회적 맥락 안에서 총

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성공적인 양육을 돕는 교육 및 간호 중

재 프로그램의 개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가 교

육의 실시, 그리고 아스퍼거 장애 대상자들이 사회 안에서 통합되어

살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

함을 제언한다.

주요어: 아스퍼거 장애, 자폐스펙트럼 장애, 양육 경험, 근거이론 방법

학번: 2009-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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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손상과 제한적이고 반복적

인 행동, 관심, 또는 활동을 보이는 신경발달 장애이다. 이중 아스퍼

거 장애(Asperger's disorder; AD)는 언어와 지적 손상을 동반하지

않는 ASD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우리나라의 경우 AD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별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조사(보건복지부, 2013)에서 2013년

기준 자폐성 장애 3급이 전체 자폐성 장애인의 15%를 자치하였다.

AD 경우 평균이상의 지능을 지닌 ASD로 자폐성 장애 3급에 해당

되며, 장애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우리나라에도 많은 수의

AD 대상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ASD의 유병 율은

인구 1000명당 14.7명이며, AD는 이중 46%를 차지하였다(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P], 2014). 이에 따라 이들

과 그 가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AD 대상자들은 ASD의 특성인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 작용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나 언어적 능력과 평균 이상의 지능으로 인해

그들의 어려움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진단이 늦어져 치

료시기를 놓치기 쉽다(Pakenham, Sofronoff & Samios, 2004). 전형

적 자폐증(autism)은 3세 이전에 진단을 받는 반면, AD는 평균 4-7

세에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arbaro & Dissanayake, 2009).

또한 AD 대상자들은 학업 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기도하여 치

료를 종종 거부하기도 한다(Carter, 2009). 하지만 이들의 사회적 능

력의 손상은 또래 관계를 맺는 것, 또래 괴롭힘을 인식하고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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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는 것 등에 장애를 초래한다

(Stichter, Herzog, Visovsky, Schmidt, Randolf, Schultz, et al.

2010).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충동장

애 등의 정신질환 이환율과(Donoghue, Stallard & Kucia, 2011;

Gaus, 2011),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 율이 높아 자살 고위험 군으로

주목 받고 있다(Mayes, Gorman, Hillwing-Garcia & Syed, 2013;

Paquette-Smith, Weiss & Lunsky, 2014).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AD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정상 발달을

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보다 더 큰 어려움과 도전을 직면하게

된다. AD의 늦은 진단으로 인해 어머니들은 진단 전 까지 자신의 양

육 전략에 대한 혼란을 경험한다. 외형상으로 보이는 AD의 장애의 정

도가 전형적 자폐 아동들에 비해 경미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적절

하게 행동할 때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가 아닌 ‘버릇없고, 훈육이 안 된

아이’로 평가되어 부모에 대한 양육 질책과 비난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로 인해 낮은 양육 효능감을 경험한다(Gill & Liamputtong, 2011).

한편 AD 대상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중증의 ASD와 달리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직장을 구하며 궁극

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된다(Brewin, Renwick &

Schormans, 2008; Lasser & Corly, 2008). 이러한 과정동안 어머니

는 사회와 자녀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 자녀의 장애를 대변하며

적응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Griffith, Totsika,

Nash, Jones & Hastings, 2012).

AD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은 전형적인 자

폐 아동의 어머니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Gray, 2003; Totsika, Hastings, Emerson, Lancaster, &

Berrigde, 2011). 또한 성인기 AD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신체적 프로

파일은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다(Selt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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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berg, Hong, Smith, Almeida, Coe, et al., 2010). ASD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질 또한 지적장애, 뇌성마비, 정상 발달 아동의 어

머니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ASD 안에서도 AD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ugno, Ruta, D'Arrigo

& Massone, 2007).

이와 같이 AD 대상자와 그 어머니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려움은 간과되어 왔으며, ASD 안에 포

함되어 연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만의 독특한 간호 요구가 거의 파

악되지 않고 있다(Lasser & Corley, 2008; Leather & Leardi, 2012).

AD 자녀를 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으며,

ASD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윤선아,

나수연, 2005; 배혜영, 2009)나 장애 수용과정(이기숙과 정순정,

2005; 이애란, 홍선우, 김지수, 주세진, 2010)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

외 연구도 자녀의 학교적응, 사회적 편견 극복 등 삶의 단편적인 부

분만을 조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Brewin, Renwick &

Schormans, 2008; Gill & Liamputtong, 2011). 그러나 AD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도전과 어려움은 어느 특정 상황이나 시점에

국한 되지 않고, 성장하는 아동과의 상호작용 속에 일생동안 지속된

다(Attwood, 2007/2010).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사회 속에서 AD를 가진 자녀를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양육하며 직면하게 되는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

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AD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

인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 지식 체 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AD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녕과 적

응은 물론, AD 대상자를 위한 긍정적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

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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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아스퍼거 장애 자녀

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이

들의 양육 경험에 대한 실체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

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간호이론, 실무 및 교육을 위

한 기초 지식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은 어

떠한가?" 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한국의 사회문

화적 맥락 안에서,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성장・발달하는 자녀

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양육의 도전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

해 가는가?

▪그 극복의 그 과정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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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이해

하기 위해 아스퍼거 장애 자녀의 특성과 자폐스펙트럼 장애 자녀

어머니의 양육경험 그리고 근거이론 방법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1. 아스퍼거 장애 자녀의 특성

아스퍼거 장애(asperger disorder; AD)는 언어적, 지적 장애를 동

반하지 않는 자폐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s; ASD)

이다(APA, 2013). AD의 유병률은 측정 도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동 1000명당 0.03-6명으로 추정된다(Mattila, Kielinen, Jussila,

Linna, Bloigu, Ebeling, et al., 2007).

미국의 CDCP (2014)에 따르면, 전체 ASD의 유병률은 인구 1000명

당 14.7명(68명 중 1명)이며, AD는 이중 46%를 차지했다(IQ>85). 이

는 1960년-1970년대 역학 조사 결과에 비해 20-30배 증가한 수치이

며, 이에 따라 이들과 그 가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AD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별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13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장애

등록된 자폐성 장애인이 18,133명이며, 이중 자폐성 장애 3급

(IQ>71)이 2,795명으로 전체 자폐성 장애인의 15%를 자치하였다(보

건복지부, 2013). AD 대상자들이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짐을 고려할

때 자폐성 장애 3급에 해당되며, 장애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

아 우리나라에도 많은 수의 AD 대상자 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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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대상자들은 전형적 자폐증에 비해 언어와 지적 발달에 결손

이 경미하고 외형상 정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애의 특성을 선행

연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애, 머리에 휠체어를 쓴 아이, 경계선 정

상(marginal normality)”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기 발견과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Brewin, Renwick & Schrmans,

2008; Gray, 2003; Portway & Jonson, 2005). Barbaro &

Dissanayake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 자폐증(autism)은 3세

이전에 진단을 받는 반면, AD는 평균 4-7세에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D의 특성은 1944년 오스트리아의 의사 Hans Asperger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그 후 1981년 Lorna Wing이 처음으로 아스퍼거

장애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ICD-10에는 1992년에, DSM-Ⅳ 진단

기준에는 1994년에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 하위 유형으로 AD가 공식 진단명으로 분류되었다

(Lasser & Corley, 2008). 그러나 AD는 2013년 5월에 출간된

DSM-5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s; ASD)

에 포함되어 DSM 체계에서 사리지게 되었다(APA, 2013).

개편된 DSM-5에서 ASD는 하나의 단일 상태로서, 사회적 의사소

통과 상호작용의 지속적 결함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활동을 보이는 신경발달장애로 정의된다. 이러한 두 핵심 증상의 심

각도 수준(severity level)에 따라 ASD는 3가지의 수준으로 분류되

어진다. 1단계(level 1)는 지원필요(requiring support), 2단계(level

2)는 상당한 지원필요(requiring substantial support), 그리고 3단계

는 매우 상당한 지원필요(requiring very substantial support) 이다.

또한 '지적 결손, 언어적 결손, 강직증'을 동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분화된다. 기존 DSM-Ⅳ에 의해 AD로 진단 받았던 사람은

DSM-5에 의해 언어적, 지적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ASD로 진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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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다(APA, 2013).

DSM-5에서 제시한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

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흥미・활동을 중심으로 AD의 특성

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은 AD 진단 기준 가

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며, ‘사회적 위축과 고립’에서부터 ‘능숙하지

는 않지만 적극적인 사회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AD

대상자들은 정서표현과 감정이입이 부족하고, 사회적 단서를 읽는데

어려움을 보인다(Attwood, 2007/2010; Leather & Leardi, 2012).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D 대상자들은 전형적인 자폐성

장애와는 달리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한다. 하지만 사

회성의 결함은 우정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 결과

사회적 고립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Woodbury-Smith & Volkmar, 2009). AD 성인을 대상으로 한

Orsmond, Krauss, & Seltzer (2004)의 연구에서 단지 8% 만이 조

직적 상황에서 상호적인 우정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유창하게 언어를 사용 하지만, 언어의 운율이 부족하고,

목소리의 크기와 리듬이 어색하다. 또한 때때로 질문에 대답을 하거

나 대화를 구조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화 도중에 멈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Woodbury-Smith & Volkmar, 2009). 이들은

너무 형식적으로 말하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관

심 분야에 대해 혼자 계속 말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화가 장황하고

대화의 주제에서 탈선하거나 혼자 중얼 거릴 때가 많다. 이러한 독

특한 대화 방식으로 인해 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Kin,

McPartlan & Volkmar, 2005).

이러한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어려움에 대한 보완적 전

략을 습득한 성인기가 되어서도 이들은 낯설거나 지지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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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직관적으로 사회적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계산해야함으로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높은 불안을 경험

한다(APA, 2013).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 AD 대상자의 연구에서 높은 빈도의 사

회적 고립, 우울, 불안, 외로움이 보고되고 있으며(Marshall, 2002),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의 이환율이 높다

(Gaus, 2011). 또한 42명의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 AD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5%가 자살시도를 하였고, 50%에서 자살 사고를 가지

고 있다고 보고되었다(Mukaddes & Fateh, 2010). 18-50세 성인기

AD를 대상으로 한 Paquette-Smith, Weiss & Lunsky (2014)의 연

구에서는 일반 인구의 자살시도 평생 유병율이 4.6% 인데 비해, 이

연구의 참여자의 36%의 자살시도 경험이 있었다. 이와 같이 AD 청

소년 및 성인기 대상자들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Mayes, Gorman, Hillwing-Garcia & Syed, 2013).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흥미・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개인적인 규칙이나 환경을 바꾸는 것에 저항하거나 제

한적인 흥미를 고집한다. 일반적으로 AD가 보이는 흥미는 특별한

주제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많은

양의 시간과 활동을 투자하여 일반인의 흥미와 구별된다

(Woodbury-Smith & Volkmar, 2009). 이러한 독특한 흥미는 이들에

게 즐거움과 동기의 원천이 되며, 흥미가 있는 영역에 뛰어난 기억

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학습과 이 후의 취업의 길을 제공하기도

한다(APA, 2013; Barnhill, 2007).

하지만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에 이 흥미에 대해 주로 말하며, 일

방적인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흥미는 나이가 들

어가면서 그 강도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초래하기도 한다(South, Ozonoff & McMah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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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대상자들의 예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기 AD 대상자들은 ASD 안에서 가장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안에서의 정서적 어

려움, 잦은 이직과 실업을 경험한다. 이들은 독립적 삶과 고용을 기

준으로 평가한 심리사회적 기능평가에서 저조한 적응을 보였다

(APA, 2013; Griffith, Totsikka, Nash & Hastings, 2011). 영국에서

실시한 Bernard, Harvey, Potter & Prior (2001)의 연구에 따르면

단지 6%만이 정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4%는 파트타임 근무자였

으며, 나머지는 무직 상태였다. 스웨덴에서 실시된 Billstedt,

Gillberg & Gillberg (2005)의 연구에 따르면 120명 중 단지 9%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D 대상자들은 ASD 안에서 상위 기

능을 가지고 있어 지역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늦은 진단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간과

되어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사회적 고립,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아스퍼거 장애 대상자들의 적

응적 생활과 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

해 이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며, 아스퍼거 장

애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위한 간호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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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폐스펙트럼 장애 자녀 어머니의 양육 경험

AD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진

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ASD 안에 포함되어 연구되는 경우가 많

다(Lasser & Corley, 2008). 이에 본 장에서는 AD 자녀를 둔 어머

니의 양육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AD 뿐만 아니라 ASD 어머니의 양

육과정을 포괄적으로 고찰하였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AD 자녀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위한

어머니의 노력과 과정에 관한 연구(Lasser & Corley, 2008), 모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어머니가 갖는 부적절감과 그것을 극복

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Gill & Liamputtong, 2011), 자녀의 학교 적

응을 부모의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Brewin, Renwick & Schormans,

2008) 등이 있다. 또한 ASD 어머니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

기까지의 과정과 진단을 받은 후 정서적인 적응 등 진단 과정에서

의 어려움, 치료를 진행함에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늦는 것

에 대한 걱정, 자녀의 어려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Schall, 2000; Shuntermann, 2002).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AD 대상자의 가족이나 어머니에 대한 연

구보다는 아동의 사회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연구(김은실,

이승희, 2011)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ASD

안에 포함되어 연구되는 경우가 많다. ASD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주로 ASD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개인과 가족의 스트레스원

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 자원을 탐색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ASD 자녀 어머니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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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아와 ASD 아동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비교연구에서

ASD 아동의 어머니들의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영, 조결자, 2007; Dabrowska & Pisula, 2010). 구체적인 스트레

스 요인으로, 윤선아와 나수현 (2005)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장애 특

성,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점, 부정적인

사회 인식, 어머니가 양육, 교육, 치료 등에 일차적 책임을 져야한다

는 부담감, 자아실현의 기회상실 이었다. 배혜영 (2009)의 연구에서는

진단검사시의 검사자의 일방적인 평가 진행, 부정확한 진단검사 결과

와 미흡한 설명, 중재기관 선택의 어려움, 취학준비 관련 스트레스,

아동의 자폐적 특성 등이 주 스트레스 원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어머니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어 고정

선 (2008)의 연구에 참여한 ASD 어머니의 61%가 우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중재

를 위해 어머니들의 적응의 보호요인을 탐색하였다. 자아존중감, 가

족 기능, 가족응집력, 결혼 만족도, 사회적 지지, 긍정적 의미전환 등

이 심리적 건강과 정적 관계가 이었다(김상용, 2009; 박애선, 2013;

조은미, 천성문, 이영순, 2011).

한편, ASD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적 연구의 양상과 유사하게 질적 연구방법

을 이용하여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 대처 방식을 탐색하는

연구(배혜영, 2009; 윤선아, 나수연, 2005)와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

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적응과정을 다루는 연구(이기숙, 정순정,

2005; 이애란, 홍선우, 김지수, 주세진, 2010), 어머니의 양육 유형을

분석한 연구(김근면, 2005; 심인옥, 2005; 오승민, 2013) 등이 있다.

먼저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 대처 방식을 탐색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선아와 나수현 (2005)의 연구에서 어머니

들은 '장애로 인한 아동의 발달 특성, 일반 교육과정으로의 통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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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부재, 부정적 사회 인식, 어머니로서 다양한 위치에서의 역할

기대와 그에 따른 죄책감, 자아실현의 기회상실'이 스트레스 요인이

었다. 그에 따라 개인 내적으로 수면곤란, 우울, 불안, 분노를 경험하

고, 이를 배우자와 비장애아, 장애아에게 발산하였다. 대처 행동으로

는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다양한 자원

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혜영 (2009)의 연구에서는 '진단검사를 받는 것, 중재 기관 선

택, 통합프로그램, 취학준비, 아동의 자폐적인 특성'이 스트레스 요

인이었다. 이에 어머니들 스스로 자녀의 특성과 발달을 판단하고 자

원을 동원하여 치료와 교육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부모교육과 서

적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려 노력함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적응과정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이애란 등 (2010)은 "부

정기, 방황기, 몰입기, 마음조정기, 수용기"로, 이기숙과 정순정

(2005)은 "믿을 수 없어요(부인), 너무 화가 나요(분노), 안 받아들일

수 없겠죠(타헙), 그러나 마음이 아파요(우울), 그래요, 받아들이겠어

요(수용)"으로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양육유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승민

(2013)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장애를 얼마나 잘 수용하고 치료에 적

극적으로 임하는지에 따라 유형을 분석하였다. "소극적 유형"은 자

녀가 자폐성 장애 증상을 보이는 현실을 가족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며 자녀의 치료에 소극적인 유형이다. "순응적

유형"은 자녀가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에 충격을 받아 사실을 부인하

고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내 곧 남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의 권

고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

력한다. 하지만 결국은 사회적 원조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하는 유형이다. "적극적 유형"은 자

녀의 자폐성 장애 증상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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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 자녀에게 적합한 치료를 찾는 유형이다.

심인옥 (2005)은 "자립 희망형, 도피적 무기력형"으로 분류하였다.

"자립 희망형"은 장애자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머니 자신의 인생에

서 작고, 자기중심적이며 희망적인 태도를 갖는다. "도피적 무기력형

"은 역동적인 희망이 없고, 장애자녀의 문제에 대해 회피하고 싶고

누군가가 대신 그 일을 담당해 주기를 원하는 유형이다.

김근면 (2005)은 "긍정적 의미 추구형, 지지적 관계 추구형, 자아

성취 지향형, 결단적 목표 지향형, 자기 책임 부여형, 협력적 안정

추구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자폐스펙트럼 장애 자녀의 양육을 스트

레스와 부담으로 간주하여 그 대처 방식과 전략, 자원의 탐색에 중

점을 두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과정과 양육 유형을 다

루는 연구들도 장애 수용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어머니라는 삶의

주체가 자녀의 장애라는 삶의 도전을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어떠

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속에서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지 보다 포

괄적이고 긍정적인 조명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스퍼거 장애와 그 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어머니들이 자녀를 유아기부터 각 발달단계 별로 돌보며 직면하게

되는 도전과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적응해가

는 삶의 전반에 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14 -

3. 근거이론 방법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

근거이론은 경험적 세계로부터 귀납적 방법으로 이론을 발전시키

는 연구 방법으로써(Denzin & Lincoln, 2008), 병원에서의 죽음이라

는 주제에 대해 사회학자인 Glaser와 Strauss가 1960년대에 수행한

협동 작업에서 시작되었다(Stern, 2009).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인간 행위

의 상호작용의 본질을 파악하고 개념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Corbin & Strauss, 2008).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가장 중요한 기여

자는 Mead이며, Blumer가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분명한 사

회학적 페러다임으로 발전시키고 관련된 입장을 설명하였다(Morse,

2001). Blumer(1969/1982)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3가지 기본 전제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람들은 사물의 의미에 기초하

여 행동한다. 둘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서 형성・변형・유지된다. 셋째, 사람들은 해석과정을 통해서 의미

를 처리하고 변형한다. 즉,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인간은 다른 사

람과의 상호 작용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자아에 대한 감각을 가

지며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이다(Maz, 2013).

그러므로 상징적 상호작용에 이론적 근간을 둔 근거이론은 사회

와 상호작용하며 변해가는 인간의 의미체계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기본 사회심리 과정(The Basic Social-Psychological Process:

BSPP)에 대한 실체이론(substantive theories)을 구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Strauss & Corbin, 1998). Morse (2001)는 근거이론은

과정과 궤도(trajectory)에 초점을 두고 그 결과 분명한 단계와 국면

을 가지며, 핵심 범주나 기본 사회심리과정을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기본 사회심리 과정의 합성을 통해 중간 범위 이론을 구축하는 것

에 목표로 둔다고 하였다. 기본 사회 심리 과정은 핵심 범주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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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이며, 모든 근거 이론은 핵심 범주를 갖고 있지만 모두가 기

본 사회심리과정은 아니며, 핵심범주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과정

적'이라는 것이다(MacDonald & Schreiber, 2001).

Corbin & Strauss (2008)는 근거이론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이론적 표본추출, 지속적 비교, 코딩과 같은 방법론적 지침을 이

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근거 이론 방법의 네 가지 주요한 특성은 첫째,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이다. 이것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

에 대한 사전 지식, 경험, 자각에 기초하여 자료와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연구자의 자질이다(Birks & Mills, 2011). 둘째, 이론적 표본

추출(theoretical sampling) 이다. 이것은 목적적 표본추출로 초기 결과물

에서 나온 범주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뽑는 것이다. 연구자는 누가 참여

자가 될지 초기에는 알지 못하며, 지속적 비교분석방법과 관련이 있다

(John, 2000). 셋째,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continue constant

comparison) 이다. 근거이론의 기본적인 자료 분석 방법으로 자료로 끊

임없이 되돌아와서 해석을 점검하고 새로운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다. 이

는 모든 면담이 종료된 후에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수집과

분석을 순환적,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Jeon,

2004). 넷째, 이론적 메모(theoretical memo)이다. 코드와 코드 간이 관계

에 관한 아이디어를 진술함으로서 이론화를 돕는 것이다. 연구기간 동안

끊임없이 연구 내용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관련 상황을 기록

해두는 분석과정으로 연구자와 자료와의 내적 대화이다(Charmaz,

2006/2013).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근거이론방법은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양육하

는 어머니가 한국이라는 사회맥락 안에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어떻게

의미부여하고,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양육의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지

는지 그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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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경험은

어떠한가?'에 관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근거이론적 연구방법

(Corbin & Strauss, 2008; Strauss & Corbin, 1998)을 적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아스퍼거 장애

로 진단받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

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중 본 연구에 동의한 자

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가 포화될 때 까지 모집하였다. 즉,

연구자의 지인의 소개로 2명이 모집되었고, 그 중 1명을 통해 눈덩

이 표집되어 5명이 모집되었으며, 소아정신건강의원 소개로 5명, 심

리치료센터 공고문을 통해 2명, 정신건강증진세터 소개로 1명, 아스

퍼거 장애 부모모임 인터넷사이트 공고문을 통해 1명 총 16명이 모

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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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1월-2014년 6월까지 개별 심층면담

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심층면담 장소와 시간은 면담에 방해가 되지 않고 참여

자가 원하는 편안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연구자가 방문하였다. 16

명 중 6명은 참여자의 자택에서 진행하였으며, 10명은 자택 근처 조

용한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1인당 1회 면담을 실시하였고, 참여자 중

1명은 1차 분석 후 불충분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2회 면담을 시

행하였다. 1회 면담은 최소 1시간 30분에서 최대 4시간, 평균 2시간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인구학적 자료를 수집한 다음 일상

적인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분위기를 편안하게 한 후 "아스퍼거 장

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주

요 면담질문을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언어로 편안하게

이야기해 나가도록 이끌었으며, 중간 중간 연구자가 준비한 반구조

화된 개방적 질문(부록 5)을 통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발견되지 않는 자료

내용의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를 확인한 후 자료 수집을 종

료하였다. 또한 면담 중 면담 현장의 상황, 연구 참여자의 표정, 행동 등

을 기록하는 메모를 작성하였다. 면담 내용의 필사는 면담이 끝난 후 되

도록 당일 1인의 연구보조원과 연구자가 면담 내용을 필사하려 노력하였

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화 혹은 문자로 보충질문을 시행하여

내용을 명료화하였다. 또한 연구보조원이 필사한 내용은 본 연구자가 다

시 녹음된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원자료의 누락이나 오기를 방지하였다.

Psathas (1995/2005)의 전사 관례를 따랐으며, 참여자의 인용문에 사용한

기호 중 ...은 대화중에 잠깐 멈춤을 의미하며, (내용)는 연구자에 의한 부

연 설명이다. (...)는 편의상 대화의 내용을 생략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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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수집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자료에 대한 질문과 비

교를 통해 범주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지속적 비교분석법(Corbin

& Strauss, 200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근거 이론에 의한 분석의

단계를 Figure 1에 제시하였으며, 각 분석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 코딩(open coding) 이다. 이는 자료들을 해체하여 검

사, 비교, 개념화 및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행간분석(line by line

analysis), 문장이나 단락 분석, 문서 전체 분석이 있다. 이를 위해

전체 문서를 정독하여 대상자가 경험한 것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문단 단위로 보고 문단 별 중심의미를 찾아내어 녹취록 여

백의 공간에 기록하며, 줄 단위 분석을 통해 자료를 구 단위 별로

꼼꼼히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 별로 개념과 범주를 통합하여 분석

해 보았다.

둘째, 축 코딩(axial coding) 이다. 자료를 개방코딩한 후 범주들

사이의 연결을 만들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들을 종합하는 분석과정

이다. 범주들 간의 복잡성과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Strauss &

Cobin (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을 사용하였다.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의 발생이나 발전을 이끄는 사건이다. 중심현상은 작용・상
호작용 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이다.

맥락적 조건은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조

건이다.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필요한 구조상의 조건들이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인지된 상태 하

에서 현상에 대항하여 관리, 취급, 수행, 반응하기 위한 행위이다. 결

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결과이다. 결과는 다시 상황이나

맥락의 매개요인이 되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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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선택 코딩(selective category) 이다. 이는 범주를 통합하여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찾고 결정하여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간의 이론이 구축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다(McCann & Clark, 2003). 핵심 범주는 다른 모든 범주가 통합되

는 중심현상이다.

넷째, 과정을 위한 코딩이다. 과정이란 발전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순차적 진행 및 구조적 조건의 변화로 그 기원을 찾아 갈

수 있는 변화를 말한다. 목적을 가지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살펴

보고 그 움직임과 순서의 변화 및 맥락이나 상황의 변화에 대해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주시하는 것이다.

다섯째, 이를 중심으로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매트릭스, 도형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방법을 활용하였다. 디스플레

이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형태를 의미한다(Miles &

Huberm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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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의 질 확보

본 연구에 앞서 연구를 위해 연구자로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

였다. 연구자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정신보건시설에서 7

년간 재직하면서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아동과 그 부모를 접할 기

회를 가졌으며, 그들의 상담 및 치료에 참여하였다. 대학원 과정에

서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질적 연구방법론, 이론개발, 발달단계별

정신간호, 가족정신간호 과목을 이수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빙성, 감사가능성, 적합성,

그리고 확인가능성을 준거로 삼는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

(Sandelowski, 1986)을 따랐다.

신빙성(credibility)이란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

고 해석하였는지를 의미한다. 즉, 연구 참여자나 같은 현상을 경험

한 독자들로 하여금 경험에 대한 서술과 해석이 얼마나 자신의 경

험으로 믿을 수 있는 지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빙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충분한 경험적 자료를 얻기 위해 1-2시간 이상 심층 면담을 실시하

였으며, 참여자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술하기 위해 모든 면담을 녹음

하여 필사하였다. 또한 분석되어진 개념에 관한 참여자의 의견을 다

시 한 번 확인하여 해석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의 반

응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 메모와 노트를 작성하여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더욱 타당한 자료를 얻도록 하였다. 그

리고 추출된 결과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였으며, 연구자

의 편견과 고정관념의 배제(bracketing)를 위해 노력하였다.

감사 가능성(auditability)은 양적 연구의 신뢰도(reliability)에 해당

되는 것으로, 이는 독자들이 연구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연구결과를

따라 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이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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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게 된 동기 등 연구자의 배경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접근이나 자료수집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결과

에 연구 참여자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자료로부터 근거한 분석

과 해석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합성(fittingness)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되는 것으

로, 연구의 결과가 다른 대상자의 맥락에도 적합한가, 다른 사람들

이 연구 결과를 읽고 그들 자신의 경험세계에서 의미 있고 적용 가

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통로

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연령, 지식수준, 경제적 수준 등 다

양한 배경의 참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참여자의 진술에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

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여 본인의 경험과 유사한지 점검하였

다. 그리고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대상자 간호에 경험이 풍부한 간

호사 1인 및 간호학과 정신간호 교수에게 자문을 받았다.

확인 가능성(conformability)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objectivity)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최대한 반영되고 연구자의

편중이 최소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빙성, 감사 가

능성, 적합성이 확립되어 확인 가능성이 확보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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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 윤리 심

의위원회의 심사와 승인(2013-106)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연

구 목적, 익명성 보장, 녹음과 메모 실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 연구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면담이나 연구로부

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준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기로 동의한 참여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가 연구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을 시간을 준 다음 서명을 받고, 연구동의서 2부를

만들어 참여자와 연구자가 각 1부씩 보관하였다. 연구자가 참여로자

로부터 얻은 개인 정보는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나이, 교육수준,

직업, 종교, 자녀 수, 결혼 상태), 자녀의 특성(나이, 진단 받은 시점,

장애진단 유무 및 등급), 연구 참여 여부 확인 및 면담 약속을 위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이다. 모든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로 답례 하

였으며, 면담 후 참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녀 양육 및 치료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였다. 자료는 연구의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

으며, 자료수집 이후에는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료를 신

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코드화하여 원자료와 코드화환 자료를 따로

보관하였고 연구자만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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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

니로서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16명으로 연령 분포는 41

세에서 63세이며 평균 연령은 49세이다. 학력은 고졸 4명, 대졸이 9

명, 대학원졸이 3명이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9명, 비전일제 근무자가

6명, 전일제 근무자가 1명이다. 장애 자녀의 연령은 10세에서 30세

에 분포되어 있으며, 10세가 1명, 14-16세가 4명, 17-19세가 6명, 20

세 이상이 6명이다. 평균 연령은 19세이다. 자녀의 수는 1에서 3명

이며, 참여자 4의 자녀는 쌍둥이며 둘 다 아스퍼거 장애를 가지고

있다.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첫째 아들이다. 진단되어진 연령은 6

세에서 23세로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12세에 진단되었다. 자녀의

성별은 모두 남자이다. 장애 등급은 3급이 9명, 장애진단을 받지 않

은 경우가 8명이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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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자

어머니 자녀

나

이

교육

정도
종교

결혼

상태
직업

자녀

나이

자녀

성별

진단

연령

장애

등급

자녀

수

1 42
대학

원졸
기독교 기혼

비 전

일제
16 남 6 무 2

2 63 고졸 기독교 기혼
전 업

주부
30 남 23 무 2

3 43
대학

원졸
불교 이혼

비 전

일제
16 남 11 3급 3

4 44 대졸 기독교 기혼
비 전

일제
19 남 9 3급 2

5 46 대졸 기독교 기혼
전 업

주부
14 남 10 무 2

6 47
대학

원졸
기독교 기혼

비 전

일제
20 남 11 3급 2

7 48 대졸 기독교 기혼
비 전

일제
16 남 8 3급 2

8 41 대졸 천주교 기혼
전 업

주부
10 남 8 무 1

9 53 대졸 기독교 기혼
전 업

주부
23 남 16 무 2

10 47 고졸 천주교 기혼
전 업

주부
18 남 7 3급 2

11 50 대졸 기독교 기혼
전 업

주부
19 남 11 3급 2

12 59 대졸 무교 기혼
전 업

주부
21 남 8 무 3

13 52 대졸 천주교 기혼
전 일

제
26 남 23 무 2

14 44 대졸 무교 기혼
전 업

주부
17 남 15 3급 1

15 50 고졸 천주교 기혼
비 전

일제
21 남 16 무 2

16 53 고졸 천주교 기혼
전 업

주부
19 남 6 3급 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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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 과정

심층 면담을 통해 얻는 자료를 기반으로 지속적 비교분석과정을

거쳐 자료를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범주화 하는 과정을 거쳐

총 72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개념들을 통합한 26개의 하위범주가

나왔으며, 이러한 하위 범주를 추상화시킨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

다. 이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범주화 된 자료는 축코딩 과정에서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범주를

통합하고 정교화하는 선택코딩 과정을 통해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이라는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Figure 2에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과정을 육

상 경기 중 가장 긴 종목으로 끈기와 인내를 요하며, 스피드보다는

페이스 조절에, 기록보다는 완주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종

목인 마라톤(이상금, 2007)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마라

톤 같은 아스퍼거 장애 자녀 양육 과정 동안의 어머니의 경험을 포

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핵심 범주는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로 도출되었다.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고, 사

회의 일원으로 사회에 통합시키는 과정이다. 즉, 어머니들이 자녀의

장애를 '결함'이라는 관점에서 '다름'의 관점으로 수용해가며, 자신

과 자녀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페이스메이커의 독특성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페

이스메이커는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 경기 따위에서, 기준이 되는 속

도를 만드는 선수로서(국립국어원, 2014), 마라톤에 여러 번 완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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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는 숙련된 사람들이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달려야하는 경주

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며, 어머니 자신도 처음 뛰어보

는 초보자였다. 이러한 마라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자신이 이

끌어야하는 주자(runner)인 자녀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다

는 것이다. 즉 어머니들은 자녀의 증상의 특징이 '애매모호'하여 정

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오가는 자녀에게 맞는 페이스를 조절하는데

곤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

는 어머니는 초보 주자로서 일반 아이와 다른 자녀만의 길도 찾아

야하고, 자녀의 역량도 알아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

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들은 '출발선 찾기, 돌진하기,

완급조절하기, 대열에 합류시키기, 혼자 달리기 준비시키기'라는 과

정을 통해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고 사회

에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발선 찾기 과정'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자녀의

정체를 알기 위해 진단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어머니들은 약간 느리

지만 정상 발달의 범주에 들어가고, 오히려 천재라고 할 만큼 뛰어

난 능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뭔가 소통이 안 되고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자녀로 인해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자녀에 대한 의구

심을 품게 되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은 진단 과정을 거쳐, '진

단 받아들이고 출발선에 서기'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돌진하기 과정'이다. 어머니들은 마라톤의 출발선에 섰지

만, 이 경주가 장기간의 마라톤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단거리 주자

처럼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단 시간에 완치시키기 위해 매

진하는 '돌진하기 과정'에 들어갔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소진된 후 완치란 없음을 받아들이고 단거리 주자에서 마라톤 주자

로 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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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완급조절하기 과정'은 이 경주의 주자인 자녀와 페이스메

이커로써의 자신에 대해 점검하고 일반 아이와 다른 자녀만의 페이

스를 찾는 과정이다. 즉 완급 조절하기는 자녀의 장애와 그로 인한

자신과 자녀의 삶의 변화를 수용해 가는 과정이다.

넷째, '대열에 합류시키기 과정'은 '전환기 마다 찾아오는 불안감,

고립감, 왕따, 장애에 대한 편견'의 장애물을 뛰어 넘어 자녀를 일반

아이 대열에서 뛰도록 하는 과정이다. 즉 자녀를 사회에 통합시키는

시도를 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혼자 달리기 준비시키기 과정'은 자녀의 독립을 준비시

키는 과정이다.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밀착하여 달리던 어머니들은

자녀가 성장과 발달함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독립된 각자의 인

생 마라톤을 준비하였다.

어머니들의 이러한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과정에 '발달

적 느림에 대한 사회의 허용도, 다름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 사회의

경쟁과 배려의 정도'라는 장애 수용과 사회 통합의 사회문화적 분위

기가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성격 특성, 신념, 장애 자녀가 주는 기쁨, 사회적 지지'가

중재적 조건으로 도출 되었다. 이는 어머니들이 인생 마라톤을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주었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이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의 인생 페이스

메이커로 살아가는 동안 어머니들은 '인격의 성숙, 자녀에 대한 수

용, 한 마음이 된 가족, 공동체 의식의 확장'을 갖게 되었다. 이는

어머니들이 이 인생 마라톤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마음과 관계의

근육이 되어 주었다.

'출발선 찾기, 돌진하기, 완급조절하기'과정은 자녀의 장애를 수용

하는 과정이며, '대열에 합류시키기, 혼자 달리기 준비시키기' 과정

은 자녀를 지역사회에 통합시켜 가는 과정이다. 또한 '출발선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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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돌진하기'는 치료적 맥락, '완급조절 하기'는 심리・정서적 맥락,

'대열에 합류시키기'는 교육적 맥락, '혼자 달리기 연습시키기'는 사

회적 맥락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그러므로, 성인기에 진단된 경우, '출발선 찾기와 혼자 달리기 준

비시키기'를 동시에 경험하였으며, '준비되지 않은 미래; 유아기로의

전환하기'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장애 수용과정인 '완급조절

하기'를 거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 '대열에 합류시키기'를 시도

한 경우 자녀와 자신을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아

닌 척하고 살아가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완급조절하기 과정을 성공

적으로 지났어도 '대열에 합류시키기' 과정에서 전환기 마다 찾아오

는 불안감으로 다시 돌진하기로 돌아가서 '모두 쏟아 붓기'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 과정

은 일직선으로 진행되지 않고 어머니 자신과 자녀의 심리적 상태

및 사회 문화적 조건에 따라 각 과정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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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

다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인과

적

조건

정상과 비

정상의 경

계에 있는

자녀

증상의

애매모호성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자녀

▪비범한 능력을 보이는 자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자녀

길잡이 없는

초행길

▪계속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나는문제들

▪양육지침과 역할모델의 부재

핵심

범주

자녀의 페

이스메이

커로 살아

가기

: 장애 수

용하고 사

회 통합시

키기

장애수용의어려움

▪진단 받기 모호한 장애를 가진 자녀

▪버리기 힘든 완치에 대한 희망

▪장애 수용의 심리적 어려움; 데스 포인트

▪받아들이기 힘든 자녀의 한계

▪자녀의 정체성 찾아주기의 어려움

사회통합의어려움

▪배려 받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녀

▪사회 통합시키기의 장애물

▪막막한 사막 같은 직업 세계

맥락

적

조건

장애수용

과 사회

통합의 사

회문화적

분위기

발달적 느림에 대

한 사회의 민감도

▪늦된 아이에 대한 사회의 태도

▪어머니의 진단추구행위에 대한

사회의 태도

다름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정도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의 정도

사회의 경쟁과

배려의 정도

▪사회 구성원의 경쟁의 정도

▪약자에 대한 배려의 정도

중재

적

조건

나를 지탱

해 주는

힘

성격 특성

▪포기하지 않는 끈기

▪긍정적인 성격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성격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는 성격

신념
▪모성애

▪신앙

장애 자녀가

주는 기쁨

▪밀면 가는 아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

사회적 지지

▪남편의 지지

▪정상 발달을 하는 비장애 형제

▪주위 분들의 격려: 시댁, 친구, 자조모임

Table 2. Concepts and categories according to paradig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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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

다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작용

・
상호

작용

전략

출발선

찾기

진단 받기 위해

헤매기

▪자녀를 향한 의구심 해결하기

▪진단과정의 혼란

진단명 받아들이고

출발선에 서기

▪진단에 대한 정서적 반응; 충격과 안

도감 사이를 오가기

▪외로운 경주 시작하기

돌진하기

완치 위해 아등

바등 전념하기

▪모두 쏟아 붓기: 일상생활・치료・신
체・정신
▪생짜배기로 버티기

▪소진; "나가떨어지기"

완치 희망의 끈

놓고 마라톤 주

자로 전환하기

▪몸으로 자녀의 한계 습득하기

▪완치는 없음을 받아들이기

완급조절

하기

정체성 찾기 위

해 숨고르기

▪마음 추스르고 새롭게 살기

▪나와 다른 세계를 가진 자녀 이해하

고 소통하기

▪자녀의 정체성 찾아주기

장애 수용하고

페이스 찾기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세우기

▪자녀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갖기

▪자녀가 자신의 독특한 세계를 받아들이기

대열에

합류시키기

장애물 뛰어 넘

어 사회 통합 시

도하기

▪공개하기

▪보호하기

▪지지 자원 만들기

사회에

적응시키기

▪사회 통합에 대한 불안감 줄이기

▪사회로부터 이해와 공감 받기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 익히게 하기

▪자녀가 적응할 수 있는 곳 찾아 주기

Table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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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

다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작용

・
상호

작용

전략

혼자

달리기

준비시키기

독립 준비시키기

▪혼자 살 수 있는 자녀로 키우기; 일

상생활 훈련시키기

▪장애 진단을 보호막으로 이용하기;

군 입대 준비시키기

▪사막에서 길 찾기; 직업 준비시키기

어머니 자신의

인생 찾기

▪꾸준히 자기개발하기

▪일 갖기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하는

각자의

마라톤 시작하기

▪정신적・신체적 독립시키기

▪장벽 앞에서 넘지 못하고 멈춰 버리기

▪준비되지 않은 미래;

유아기로의 전환하기

결과 단련된 마

음과 관계

의 근육

인격의 성숙
▪깊어진 인격

▪넓어진 인생관

자녀에 대한

수용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진 축복

▪짐이며 선물, 고통이며 행복

▪부족한 아이가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아이

▪일반 아이인데 조금 특별한 아이

▪특별한 세계를 가진 아이

한 마음이 된

가족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앉음

▪짐을 나누어 가짐

공동체 의식의

확장

▪다 같이 키우는 자녀임을 인식

▪다른 장애아에 대한 이해의 폭 증가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의식 증가

Table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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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범주: 자녀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 살아가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심범주는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

가기'이다. 페이스메이커는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 등에서 기준이 되

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이다(국립국어원, 2014).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고, 자녀를 사회의 일원으

로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자녀 옆에서 인생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

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요한 현상은 인과적 조건인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자녀'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수용의 어려움과 사회 통합시키기의

어려움'이었다(Table 2).

'장애 수용의 어려움'은 '진단받기 모호한 장애를 가진 자녀, 버리

기 힘든 완치에 대한 희망, 장애 수용의 심리적 어려움, 받아들이기

힘든 자녀의 한계, 자녀의 정체성 찾아주기의 어려움'으로 구성되었

다. '사회 통합시키기의 어려움'은 '배려 받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녀, 사회 통합시키기의 장애물, 막막한 사막 같은 직업 세계'로 도

출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어머니들은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 각각

의 과정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극복해 나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단 받기 모호한 장애를 가진 자녀'는 출발

선 찾기 과정에서, '버리기 힘든 완치에 대한 희망은 돌진하기 과정에

서, '장애 수용의 심리적 어려움, 받아들이기 힘든 자녀의 한계, 자녀

의 정체성 찾아주기의 어려움'은 완급조절하기 과정에서, '배려 받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녀, 사회 통합시키기의 장애물'은 대열에 합류

시키기 과정에서, 그리고 '막막한 사막 같은 직업세계'는 혼자달리기

준비시키기의 과정을 통해 그 해결점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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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과적 조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자녀

인과적 조건은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라는 핵심 범주

를 일으키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자녀'라는 범주가 도출되었다. 아스퍼거 장애

는 자폐스펙트럼 장애 중에 지적 능력 면에서 가장 상위 기능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를 정상과

비성장의 경계 있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자녀'의 특징은 주요 현상인 '장애 수용의 어려움과 사

회 통합시키기의 어려움'을 초래하였으며, 그 강도를 더욱 가중시키

는 역할을 하였다.

(1) 증상의 애매모호성

'애매모호(曖昧模糊)'는 사물의 이치가 희미하고 확실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14).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의 증상은

전형적인 자폐증이라고 하기에는 확실치 않고, 정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여, 어머니들은 자녀의 증상에 대해 '애매모호'함을 경

험하였다. 증상의 애매모호성은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자녀,

비범한 능력을 보이는 자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자녀'라

는 개념을 통해 설명되어진다.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는 미묘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어하여 "귀가 많이 어두운 사

오정(참여자 11)"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사회적 상호작용에 질적

인 결함을 보였다. 또한 지하철 노선도, 역사 등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계속 물건을 돌리는 등의 상동행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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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애는 드라마~. 왜냐하면 그쪽에서 드

라마 같은 거를 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해를 못하니까~.

상대가 저기서 왜 화내는지. 애가 좋아하는 거는 뉴스. 정확해

서 그런가... 사건사고. (참여자 9).

이와 같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을 보임과 동시에 일반적으

로 어머니들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라고 생각하기에는 자녀의 증상은

애매모호성을 띄었다. 자녀는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정상 언어 발달과

지능발달을 보였으며, 미숙하기는 하였으나 어머니와 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원했다(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자녀). 또한 때로는

인지력이 우수하거나, 특출한 암기력을 보이거나, 예술적 재능을 보

이는 등 비범한 능력을 보여 어머니들이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하

였다(비범한 능력을 보이는 자녀). 더욱이 자녀의 장애는 신체장애

처럼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아 애매모호성을 더욱 가중 시켰다(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자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스퍼거 (장애)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에요. 애매모호 한 거. (참여자 10)

그런데 또 참 희한한 게, 애는 똑똑하고... '도대체 이게 뭐

지?' 남편이 보기에는 애가 똑똑한데 제가 (양육을 잘) 못하

는 거고, 저는 죽겠는거고, 그런 느낌인 거죠. 어디 얘기할 데

도 없고...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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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잡이 없는 초행길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 과정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과

정과 함께 이뤄진다. 그로 인해 자녀의 성장 발달 과업이 바뀔 때마

다 '모양을 달리 해서 나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들은 지

속적으로 자신의 양육전략을 바꾸어야하는 "숙달(mastery)이라는 것

이 없는 과제(참여자 16)"를 해결해 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갔다. 또

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머니들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어

렵게 하는 것은 자녀가 정상 발달의 속도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전형적인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속도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이들만의 특별한 양육지침이나 역할 모델의 부재로

인해 어머니들은 '길잡이 없는 초행길' 같은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야한다는 이중고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양육 지침이나 성장 후 진로)을 선생님한테 여쭤 봐도

선생님도 답을 이렇게 못 주시고. 그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개척을 해서, 내가 알아서 보내야 되고, 그런 것 같애서..

좀 그런 게 아쉽죠. (참여자 12)

3) 맥락적 조건; 장애수용과 사회 통합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맥락적 조건은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일련

의 특정 조건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수용과 사회통합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인 '발달적 느림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 다름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 사회의 경쟁과 배려의 정도'에 따라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 과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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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적 느림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

'발달적 느림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는 '늦된 아이, 대기만성' 등

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발달적 느림에 사회가 얼마나 민감

하게 반응하느냐를 의미한다. 발달적 느림에 대해 사회의 민감도가

낮을 경우, 아스퍼거 장애와 같이 경미한 차이를 보이는 자녀에 대

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진단을 추구하기 어려웠다. 또한 어머니들

의 치료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보다는 "엄마가 예민하다."라

는 반응을 보여, 어머니들이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전 과

정에 영향을 주었다.

저는 질책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애기 하나만 보고 앉았

으니까 별 걱정 다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이상하다

고 생각했었는데... 그랬었는데... '좀 더 키워보자!' 하고선 그

냥 있었죠. (참여자 8)

"유난 떤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남편까지도. "그냥

늦된 애 있는 거지. 무슨 그거를..." (참여자 1)

(2) 다름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

'다름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가 낮을수록, 자녀를 평범하게 만들

기 위한 '돌진하기 과정'에 더 매진하게 되었다. 또한 '완급조절하기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을 더 쉽게 내재화 하여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자녀의 정체성 찾기를 더디게 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대열에 합류시키기 과정'은 일반 아이 속으로 아스퍼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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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자녀가 들어가는 과정임으로 '다름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가 매

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혼자달리기 준비시키기 과정' 또

한 다름에 대해 사회적 수용도가 낮을 수 록 독립적인 생활이 더욱

어려웠다. 이와 같이 다름에 대한 낮은 사회의 수용도는 '자녀의 페

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기랑 조금 다른 것에 대한 이해' 이런... 학교든 사회든

다, 그런 거에 대한. 별로 없어서. 꼭 어디 하나에만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그런 인식구조에 있어서... 선생님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거 같아

요. (참여자 15)

(3) 사회의 경쟁과 배려의 정도

어머니들 눈에 비춰진 한국 사회는 극심한 경쟁 사회였다. 모두

최고가 되기 위해 그리고 그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집

단이 요구하는 '대학, 직장, 결혼, 집' 등의 표준을 맞추려고 노력하

는 무한 경쟁을 벌이는 사회였다.

잘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잘난 데서 서로 탈락을 안 하려고

또 막~ 어디서 살아야 되고,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되고~ 사실

은 좀 그렇잖아요. 좀... 또 결혼도 어느 집안하고 해야 되고,

집은 또 몇 평이 돼야 되고, 또 그네는 또 애까지. 유모차는

어느 정도 까자 타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요새 좀 더 심해진

것 같기는 같아요 사회가. (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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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한 경쟁 사회는 경쟁의 상대가 되지 않는 심각한 장애

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배려를 받지만, 경쟁의 대열에 들어가려하

는 아스퍼거 장애 같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냉혹하게 밀어내는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극심한 경쟁과 약자에 대한 벼

려가 부족한 사회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몇 발자국 차이(참여자

6)"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자녀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낄 수 없는 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스퍼거(장애) 같은 애들을 받아

가지고, 그게 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그

몇 발자국 차이인 거 같아요. 그게 좀 생각보다는 잘 안 이루

어지고. (참여자 6)

4) 중재적 조건; 나를 지탱해주는 힘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

를 시작하게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을 '

나를 지탱하는 힘'으로 명명하였다. '나를 지탱하는 힘'은 '성격특

성, 신념, 장애 자녀가 주는 기쁨, 사회적 지지'라는 개념으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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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격 특성

어머니들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긍정적 성격,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성격,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격' 특성을 보였다.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믿음은 두 번째였고, 어쨌

든 그 뒤에(아들을 양육하면서) 신앙생활이 깊어졌으니까. 적

극적이고, 저는 좀 긍정적이에요. 성격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 겠죠. 그쵸? (참여자 6)

(2) 신념

어머니들은 "이 아이를 놓을 수 없다. 내가 낳았으니 내가 책임을

지자, 내가 아니면 애를 위해줄 사람이 없다"는 모성애와 책임감으

로 자녀와 함께 뛰고 있었다(모성애).

이 아이를 이대로 놓을 수 없다는 모성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었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무기력

하고 우울했지만... 나머지 에너지... 에너지가 100이면 우울이

70이면 나머지 30은 아이에게... (참여자 1)

내가 아니면 애를 위해 줄 사람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00이, 내가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없겠

다! 엄마라서!' 그런... 단순한 생각. (참여자 15)

어머니들은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신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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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며 회복의 힘을 얻기도 하고, 자녀를 신이 자신에게 맡긴 '소명'

으로 바라보며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 이 마라톤을 지속하였다(신앙).

하나님이죠. 내가 힘들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도움이 안

되는데, 어쨌든 기도할 때는 위로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 저는 신앙, 신앙심, 하나님이 제일 큰 의지가 되는 것 같

아요. (참여자 11)

(3) 자녀가 주는 기쁨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자녀이지만 중증 자폐증에 비해

교육과 훈련으로 개선됨을 경험하면서 "밀면 가는 아이"에 대한 성

취와 희망 또한 이 마라톤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남

들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속에 자녀가 주

는 기쁨 또한 달리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밀면 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취도 있었

고, 힘들었지만 또 저한테 너무 많은 기쁨을 줬기 때문에...

(참여자 1)

(4) 사회적 지지

남편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지적인 남편은 자

녀의 장애에 대해 수용하고, 어머니와 함께 고민해주며, 양육에 적

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또한 직장이나 동창에게 자녀를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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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는 이런 남편을 "여섯 번 참을 것을

열 번 참게 해준 남편(참여자 16)"이라고 표현했다.

만약에 남편이 없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애요. 중간에 아마 힘

들어서 포기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애요. 그런데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막~ 힘들다

그러면, 제가 그냥 힘들어서 널브러져 있으면, 00이 아빠가 다

했어요. 청소기 밀고, 걸레질 하고, 설거지 하고. 제일 감사한

거죠. 제일. 제일 감사하고. (참여자 16)

어머니들은 정상 발달을 하는 비장애 형제를 보며 장애아를 낳은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받았으며, 정상 발달과

정을 지켜보며 "보기만 해도 치유되는 아이(참여자 1)"라고 표현하

였다. 또한 "미안한 것이 90% 이지만, 장애자녀로 인해 힘들어 하는

어머니를 위해주고 소통되는 아이(참여자 16)"로 인해 쓰러졌다가도

다시 달리게 하는 힘을 얻었다고 하였다.

감사한 건 저희 딸. 딸이 정말 어른스럽고, 엄마 마음 다 이

해하고, 저는 정말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이 준 선물이

라고. 그런 걸로 버티고. (참여자 13)

어머니들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의 전 과정 동안 '외로움'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

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주위 분들과 자조모

임 구성원들로부터 힘을 얻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주위 분들이 많이... "잘 할 수 있어... 너니까 이정도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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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딴 사람들은 엄두도 못내"... 이런 말이... 아버지...(눈물을

글썽임) "잘 할 수 있다. 우리 딸 정말 최고다." 이렇게 해주시

고... 주위의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가 사실은... 돈 보다는... 인간관계가 넘어졌다

일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참여자 1)

5)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 과정

(1) 출발선 찾기 과정

'출발선 찾기 과정'은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의 첫 과

정으로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는 즉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

는 자녀의 정체를 알기 위해 진단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핵심 범주

의 장애 수용의 어려움 중 '진단받기 모호한 장애를 가진 자녀'라는

현상이 출발선 찾기 과정의 '진단 받기 위해 헤매기, 진단명 받아들

이고 출발선에 서기'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중재되어진다

(Table 2).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소통과 교감이 안 되는 느낌이 들고, 조금

씩 발달이 느린 자녀를 지켜보며,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

록 약간씩 발달이 느렸지만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가는 발달을 보이

고, 오히려 혼자서 한글을 깨우치는 등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 뛰어

난 아이가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

들은 '부족한 아이인가, 뛰어난 아이인가'사이에서 갈등하며, 자녀의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자녀를 향해 계속되는 의구심

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어머니들은 '대수롭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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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기, 아니겠지 하면서도 계속 살피기, 적극적으로 진단을 추구하

기'의 반응을 보였다.

이 모호함을 끝내기 위해 어머니들은 치료 기관을 찾았지만, 자녀

가 전형적인 자폐증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치료진마다 다른 진단적

의견과 접근을 보였다.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될 때

까지 "순례자"처럼 병원을 돌아다니고,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아이

의 정체를 알기 위해 인터넷,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추구하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은 진단 과정을 겪었다. 빠르게는 생후 34개월에

자녀의 정체를 알기 위해 진단과정을 추구하여 평균 12세에 진단되

어지는, 긴 여정 끝에 아스퍼거 장애로 진단되어 졌다.

자녀가 아스퍼거 장애로 진단되어 지자 어머니들은 '하늘이 무너

지는 것과 같은 충격, 평생 가는 것이라는 절망감'을 보이기도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느 진단 범주에도 맞지 않았던 자녀가 적어도

아스퍼거 장애 진단에는 맞는 다는 것을 보며 자녀에 대해 조금이

나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성인기에 진

단되어진 경우에는 자녀에 대해 몰라서 자녀가 가정과 사회에서 받

았던 상처를 생각하며 늦은 진단을 후회하는 등 다양한 정서적 반

응을 보였다. 또한 자녀의 장애 대해 가족에게 조차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 혼자서 자녀의 치료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나

아가는 외로운 경주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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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단 받기 모호한 장애를 가진 자녀

가) 진단받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자녀의 특성

약간 느리지만 정상 범주의 발달을 보이는 자녀의 모습과 오히려

뛰어난 자녀의 소질을 보며 어머니들은 첫 진단 추구행위를 주저하

였다. 자녀는 영유아기에는 대소변 가리기나 걷기가 약간씩 느렸지

만, 정상 발달 범위에 들어갔으며, 학령기에는 행동이 조금 어설퍼

도 학업을 잘 따라갔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 '조금 늦된 아이'

라는 생각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

며, 지켜보게 되었다.

아무튼 예민했었지만, 그래도 뭐 배변 가릴 때 가리고 걸을

때 걷고, 음 좀 약간 씩... 걷기도 약간 씩 늦고, 배변도 약간씩

느리긴 했지만, 정상 범주 내에 들어갔는데... (참여자 1)

자녀는 혼자서 한글을 깨우치고, 영어 테이프를 혼자 들으며 한국

어는 못하지만 영어를 잘하고, 문자를 익힌 후에는 책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천재가 아닐까하는 기

대감을 가졌다. 또한 또래와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서 책을 보는 것

을 좋아하고, 다른 아이들과 달리 지하철 노선도, 사회과 부도, 행정

구역 등 독특한 관심사를 보이고, 사회적 상호관계의 어려움을 보였

다. 하지만 인지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맥락 안에

서 어머니들은 막연히 소극적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며

자녀의 다른 면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릴 때, 세 살 때, 한글을 다 떼더라고요. (이런 특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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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많이 들었죠? 끝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똑똑하게 태어

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참여자 6)

저는 사실 애가 고등학교 때 까지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아

무도(강조) 안 건드린 거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니까~ 성격이

저렇커니~" 그거로 그냥 넘어 갔던 거죠. (참여자 13)

또한 정상 범주였으나 발달이 조금씩 늦고, 뭔가 어머니와 소통과

교감이 어려운 면을 보며 자폐증이 아닐까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

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존에 자폐증에 대해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사

람을 좋아하고, 단어 습득과 표현이 가능한 모습을 보며 어머니들은

진단 받는 과정을 유보하였다(참여자 9, 14).

그런데 밝고 워낙.. 천성이... 이게 우리나라에 자폐라는... 용

어 자체가 안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아이는 사람 좋아하

고 심성이,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선생님에게는 참 예쁨을 받

은 아이었던 것 같애요. (참여자 9)

단어 정도는 충분히 습득을 하고, 표현을 해서. 그쪽으로는

자폐나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참여자 14)

나) 진단과정을 추구하게 했던 자녀의 특성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영유아기에 "뭔가 소통이 안 되고,

교감이 안 되는 느낌"이 들고, 불러도 대답을 빨리 하지 않으며, 지

시 따르기가 잘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극에 대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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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또한 말이 늦고, 옹아리가 많지 않으며, 반

향어를 보이고, 눈 맞춤이 잘되지 않으며,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지 않는 등 발달상의 확연한 차이를 보일 때 적극적으로 진단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아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한게 애는 그냥 뭐... 말이나

뭐… 걷는 거 같은 것은 발달 같은 경우는 그냥 순차적으로...

뭐 다소 느린 점도 있었지만... 그냥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이

상하게 이렇게 교감하는 것이 조금 안 되는 거 같은 거에요.

(참여자 1)

하지만 이와 같이 발달상의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때는 어

머니와 단 둘이 있는 유아기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다가 유치

원 등의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면서 진단을 추구하게 되었다. 유치원

및 학령기 초기에는 '혼자 놀기, 본인의 관심사 추구로 인한 착석과

협동작업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치료기관을 찾게 되었고, 중고등학

교 시기에는 학교 폭력 등 또래관계 문제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진단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성인기에는 사회공포증(참

여자 13), 건강염려증(참여자 2) 등 다른 정신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단을 추구하다가 자녀가 아스퍼거 장애임을 알게 되었다.

근데 학령기 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애가. 학교 가니까 체

육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그죠? 자동차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받아쓰기는 100점 받아 오고. (참여자 6)

혼자 있는 거. 친구들 쉬는 시간에 딱지치기 이런 거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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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혼자서 지우개 돌리면서 혼자 뭔가를 중얼중얼 하면서 생

각한다고. 그런 거 때문에... (참여자 8)

나. 진단 받기 위해 헤매기

가) 자녀를 향한 의구심 해결하기

어머니들은 발달상의 경미한 차이를 '늦된 아이, 크면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아니겠지'라는 마음과 '혹

시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아이를 지속

적으로 관찰하며 모호한 상태로 지내기도 하였다. 한편 일부 어머니

는 주위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머니의 직감을 믿으며 적극적

으로 진단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였다.

어후... 별생각이 다 들죠. 별 생각이 다 들고, 일단 그 검사

를 해볼까하는 결심하기까지도 '애가 이러는데 정말 그런가?'

어쩔 때 보면 괜찮아. '에이 아니겠지... 조금 그런 거겠지..' 이

런 갈등이 정말 무수히 많더라구요. (참여자 1)

적극적으로 진단을 추구하는 과정의 동기에는 자녀의 정상 발달

의 부분 보다 어머니 눈에 보이는 미세한 차이에 더 관심을 두는

것과 자녀의 뛰어난 부분에 관심을 두어 "뛰어난 것인지 모자란 것

인지" 알고자 하는 동기도 있었다. 이 과정 속에서 "예민한 엄마"라

는 말을 들으며, 소아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

으로 인해 남편 몰래 혼자 진단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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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살 때쯤에 병원을 막 다녔었어요. 아이가 놀러 갔을

때, 어울리질 못하니까. 그래서 갔더니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

요. "엄마가 너무 나댄다! 아는 멀쩡한데! 과민하다." 나는 (아

이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겠는데... (참여자 6)

한 사십 개월 정도 됐을 때, 3년 5개월 정도 됐을 때. (병원

에) 왜 갔었냐면, 애도 이상했지만, 좀 이상한 면, 특이한 점

도 있긴 있었지만, 또 한 편으론 또... 똑똑한 면도 있는 거예

요. 그래서 '혹시 어떤 것일까?' 판별해보러 간 것도 있긴 있

었어요. (참여자 8)

나) 진단과정의 혼란

자녀의 특징이 정상발달과 비정상적 발달의 경계에 있어서 모호

함과 불확실성에서 계속적인 의구심을 품고 있던 어머니들은 자녀

의 정체를 알고자 치료기관에 발을 딛지만, 어머니들이 원하는 명쾌

한 답을 듣지 못했다. 16명의 사례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아스퍼거 장애로 진단되어진 경우는 없었다. 처음부터 아스퍼거 장

애로 진단된 경우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 중에 특수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진단되었다.

참여자들이 거치게 된 진단명으로는 발달 지연, 언어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비디오 증후군, ADHD, 품행장애, 건강염려증, 조현병 등이

있었다. 이 중 영유아기에 '반응성 애착장애'로 많이 진단되어 졌는

데(참여자 3, 4, 7, 16), 이 경우 자신의 양육방식이 자녀를 아프게 했

다는 죄책감으로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성인기에 진단된 참여자 2와

참여자 13은 조현병으로 진단되었다가 치료과정 중 아스퍼거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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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되었다. 이와 같이 치료진 마다 다른 의견과 접근으로 인해 어머

니들은 더욱 더 큰 불확실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저는 애착장애라고 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그럼

안 해줬단 말야?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잘못해줬단 말야?' 이

런 거 있잖아요. (참여자 4)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쪽이 약간 선생님들 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치료 방향도 다르긴 해요. (...) 애가 상태

가 나빠져 있는 요런 성향일 때 가면 또 다르게 진단을 하시

고... 막 그래가지고 약도 막 여러 번 바꿔보고... 정말 안 해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14)

이러한 과정 중에 자신의 자녀에게 다양한 진단명이 부여되지만

뭔가 거림직한 느낌과 계속 되는 의구심으로 "순례자"처럼 치료기관

을 돌아다며, 스스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알기 위해 강연, 인터넷,

책 등의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았다. 실제로 참여자 3,

8과 13은 이러한 정보추구를 통해 치료진 보다 먼저 자신의 자녀가

아스퍼거 장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어머니들은

치료진이 아스퍼거 장애라는 말을 해 주었을 때도 바로 수긍하기

보다는 매체를 통해 아스퍼거 장애와 자신의 자녀의 특징을 비교하

며 확신을 갖는 과정을 대부분 거쳤다. 이러한 '진단과정의 혼란'을

거쳐 가장 빠르게는 6세, 가장 늦게는 23세에 진단되어졌으며, 평균

12세경에 진단되어졌다.

‘아닌데...’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괜찮

다는데. 그래서 다른 병원을 그 뒤에 몇 개월 있다가 또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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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거를 만 4세 까지

계속. 순례처럼 도는 거 있쟎아요? 검사하고 검사하고... (참여

자 4)

다. 진단 받아들이고 출발선에 서기

가) 진단에 대한 정서적 반응; 충격과 안도감 사이를 오가기

진단 시점에 어머니들은 '충격과 절망감, 확신과 안도감, 담담함에

서 두려움, 후회'등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들은 발

달이 조금 늦은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자폐’라는 단어와

생소한 '아스퍼거 장애'라는 단어를 들으며 “청천병력, 하늘이 무너

짐, 기가 막힌 소리”와 같은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였다. 또한 반응성

애착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막

연한 희망을 갖고 있다가 아스퍼거 장애는 평생 가는 장애임을 알

고, “실낱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있다가 절망감 속으로 떨어졌다.

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긴가민가했었고, 그냥 애가

발달이 좀 늦나? 이런 정도 생각했었는데... 고기능이 붙었지

만, 자폐라는 소리를 직접 들었으니깐요. (참여자 1)

아스퍼거라는 것 자체는 자폐적인 어떤 그런... 어~ 질환 같

은 느낌이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야... 정말 아닐꺼야...

이럴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왜 내 앞에 떨어졋지? 내가 뭘

잘못해서?" 도대체 뭐... (허탈한 웃음).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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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오랫동안 자녀의 정체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던 어머니

들은 자녀의 특성과 가장 맞는 진단명을 들으며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 같아 확신과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였다(참여자

4, 15). 또한 어머니 자신이 먼저 자녀가 아스퍼거 장애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병원을 찾은 참여자 8은 진단 당시에는 본인의 예상이 맞

은 것으로 인해 담담한 심정이었지만, 자녀의 장애에 대해 알아갈 수

록 엄습해 오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힘들다고 하였다.

좀 나았어요. 왜냐면 전혀 계속 모르고 있는 거였잖아요. 일

단 뭘 알아야 접근을 해주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은 자

폐 책을 다 샀어요.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

요, 우리 애하고가. 방법이 없는데… 근데 아스퍼거(장애)를

알고... (...) 그런 걸 사다가 봤는데, 맞더라고요! 애하고. 그러

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참여자 4)

성인기에 진단되어진 참여자 2는 그동안 이해 받지 못하고, 학교

와 가족 안에서 소외받고 구박받은 자녀에 대한 측은함과 미안함을

표현하며, 늦은 진단을 안타까워했다.

'좀 일찍 밝혀졌으면 좋았을걸... 그 동안 애가 얼마나 힘들

었을까?' 의사선생도 그러더라고요. "애가 일찍 밝혀졌으면 구

박을 안 받고 사는 데~ 아버지와의 관계도 너무 악 감정이 심

하고... 미치고 팔짝팔짝 뛰게 살았을 거라"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맨 날 얻어맞고, 당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학교는

학교 가서 당하고, 집에서는 핀잔 받고.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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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로운 경주 시작하기

이러한 정서적 반응과 함께 어머니들은 자녀의 진단을 남편과 가

족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주저하며,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다. 막상 남편에게 말하지만 진단을 인정하지

않거나, 가족들이 어머니 자신처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괜찮아

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얕은 위로"를 받으며, 자녀를 세상 속에서

키워내기 위해 혼자만의 외로운 경주를 시작하게 되었다.

남편한테도 처음에 말 못하고 주위사람한테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한 일주일 열흘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계속 그

렇게 우울하게 있다가...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받

아들이고 인정하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참여자 1)

(2) 돌진하기 과정

'돌진하기 과정'은 '출발선 찾기'에서 자녀가 아스퍼거 장애를 가

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녀를 일반

아이로 만들기 위해 완치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핵심 범주의 장애

수용의 어려움 중 '버리기 힘든 완치에 대한 희망'라는 현상이 돌진

하기 과정의 작용・상호전략에 의해 중재되어 진다(Table 2).

어머니들은 자녀의 증상이 중증 자폐증처럼 심각하게 보이지 않

고, 외형 상 일반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가끔 뛰어난 인지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집중해서 노력하면 일반 아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자녀의 장애를 알

게 된 후 어머니들은 자녀를 일반 아이로 만들기 위해 단거리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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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처럼 전속적으로 돌진하였다.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전속력으로 달리기 위해 어머니의 ‘일상

생활, 경제, 신체, 정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

력질주의 과정은 특별한 안내 지침도 없고, 방향성 제시도 없어서

어머니 혼자 “아등바등”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붇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 까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생짜

배기”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기다리며 겨우겨우 버

텨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음에도 '제자리 뛰기' 같이 진전 없는

자녀의 상태로 인해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등 정신적으로 소진

되었고,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대상포진, 안면마비 등

신체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녀의 치료에 과다하게 투자함으로 인

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할 새도 없이 분주하고 녹초가 되는 어머

니는 일상생활의 매몰을 경험하였다. 또한 자녀에게 온전히 집중하

는 사이 상처 입은 비장애 형제를 보게 되고, 남편과의 갈등과 관계

의 소원 등 관계의 소진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자녀와 함께 전속력으로 달리던 어머니는 몸으로 자녀의

한계를 습득하고 완치는 없음을 인정하며, 이 경주가 장기간의 마라

톤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가. 버리기 힘든 완치에 대한 희망; 일반 아이 판타지

어머니들은 다른 장애나 중증 자폐에 비해 자녀의 증상의 경미함

과 일반 아이와 장애아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자녀를 조금만 더 밀

면 일반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즉, 완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못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돌진하기 과정’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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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은 "완치가 되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다(참여자 4)"라는 사

생결단의 의지를 보이기도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낫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왜냐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 왜냐면 어리니까.

안 해봤잖아, 내가. 안 해봤으니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지금

은 내가 얼만큼(얼마만큼) 포기한 부분이 있잖아, 선생님. 근

데 그때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 같아. 그 마음이 컸던 거 같

아. 일반 애가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엄마들이 다 그 목표 갖

고 하는 거야. (참여자 10)

나. 완치 위해 아등바등 전념하기

가) 모두 쏟아 붓기

'아등바등'이란 무엇을 이루려고 애를 쓰거나 우겨대는 모양을 말

한다(국립국어원, 2014). 어머니들은 자녀를 하루라도 빨리 일반 아

이로 만들기 위해 '일상, 치료, 경제, 신체'의 모든 에너지를 자녀에

게 쏟아 부으며 아등바등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혼자만의 세계에

자꾸 빠져 드는 자녀를 위해 밖으로 돌아다니며 아침부터 밤까지

놀아 주고, 책을 하루에 50권 이상 읽어 주며, 방학 때 마다 사촌들

을 불러서 숙식을 같이 하는 등 발달 자극을 주기위해 어머니의 일

상을 모두 쏟아 부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때는 다 같이 열정이 넘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애가 변할 것 같으니까. 막내 시누 애가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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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같은 나이거든요. 그리고 걔 여동생이 2살 터울이니까,

제가 방학 때마다 걔네들을 한 달씩 집에 데리고 왔어요. (참

여자 16)

또한 좋다고 추천하는 검사와 치료 마다 쫒아 다니고, 일주일 내

내 치료를 하며 거의 치료실에서 살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약 등의 대안적 치료 방법이나 고가의 치료도 "내가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해보자(참여자 5)"하는 심정으로 시도하기도하였다. 이와 같

이 자녀를 돌보는 동안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생각지 않고 치료에

퍼붓게 되고 "저축이란 없는 하루하루의 삶(참여자 15)"을 살아갔다.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어린 애들 엄마는 안 들릴 거라는 게,

'내가 얼마를 버는데~'. 이게 안 보여요. 버는 거 보다 더 쓰죠.

'은행 돈이 내 돈이야.' 농담처럼 그렇게 하는데. (참여자 4)

그리고 그때는 '누가 좋다더라!' 그러면, 다 쫓아다녔어요.

안 쫓아다닌 데 없이 다 쫓아다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검사 받고 쫓아다니고. (참여자 16)

이러한 일상과 치료과정 중에 5분의 쪽잠도 불안해하며 자신의

쉼이 자녀를 방치하는 것 같은 생각에 자신의 몸이 부서지더라도

자녀가 나을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달렸다(참여자 4). 달리는 동안 "

온 우주가 자녀의 문제(참여자 6)"인 것처럼, 매일 매일 걱정하며 진

을 빼며(참여자 10), 정신적 에너지를 자녀에게 집중하였다.

하루라도 쉬면 안 될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낮에 깜빡 자는

데, 자다가 무의식중에 제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이 ‘어머, 애



- 57 -

들 방치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느낌이 오면 발딱 일어나

는 거예요. 근데 00이 아빠가 하는 말이 "너 5분 잤어." 이래

요. 근데 그걸 지금도 해요. 00아빠가 얼마 전에 "너 때문에

경기하겠다." 하고. 자다가 발딱 일어난다고. (참여자 4)

나) 생짜배기로 버티기

이 전력 질주의 특징은 특별한 지침도 방향성 제시도 없어서 단

시간에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최선을 다하면 좋아질 것

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가진 질주이다. 이로 인해 어머니

들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생짜배기로 가까스로

견뎌냈다”라고 표현하였다.

저는 그 시기를 그냥 버틴 느낌이거든요. 생짜배기로 그냥

버틴 느낌이에요. 생짜배기로 버텼던 게 "시간아 가라"였어요.

그냥 시간아 가라였고... (참여자 3)

다) 소진; 나가떨어지기

'나가떨어지다'라는 말의 뜻은 뒤로 물러나면서 세게 넘어지는 것

이다(국립국어원, 2014). 완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며 전력질주를 하

던 어머니들은 정신, 신체, 경제, 일상, 그리고 관계에서 나가떨어지

는 것과 같은 깊은 좌절과 소진의 모습을 보였다.

정신적으로 치료실에서 매일 살다 시피 하지만 진전 없는 아이의

상태에 좌절하고, 집에 있는 다른 형제를 걱정하며 "울분이 쌓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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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참여자 6)"을 보내며, 혼자만의 질주에 대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심한 우울감에 힘들어 했으며, 우울증

으로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참여자 7, 14, 15). 또

한 쉼 없이 자녀의 치료와 일상을 쫒아 다니다 보니 대상포진, 안면

마비,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신체적 소진을 보였다.

여름 방학, 겨울 방학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쪽 반 얼굴이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안면마비에다가 대상포진, 물집 생겨가지

고. 그런 짓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짓’이더라고요.

지혜롭지 못한 ‘짓’.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던 거죠. (참여자 16)

경제적으로 치료에 힘을 다해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무엇을 더

했으면 좋아지지 않았을까?(참여자 3)"하는 죄책감과 갈등에 놓이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집한 채라도 남았을 것을...(참여

자 4)" 하는 막연한 후회의 양가감정을 가졌다. 또한 자녀의 완치에

목표를 두고 매진하는 사이에 비장애 형제는 "엄마 없는 아이(참여

자 7)"처럼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고, 어느 순간 자신도 봐 달라며

어머니를 보고 있는 비장애 형제를 인식하며 미안함과 애처로움에

힘들어 했다. 또한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고, 치료비로 인한 잦은 갈

등을 경험하는 등 관계의 소진을 경험하였다.

정말 안 보였어요, 저희 딸도. 옆에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것조차 눈길 한 번 안 줬어요. 근데 어느 틈엔가 우리 딸이 이

리 와서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알죠, 뭔지? 그때 나 얼

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느 틈엔가 우리 딸이 ‘엄마 나도 봐주

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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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치 희망의 끈 놓고 마라톤 주자로 전환하기

완치를 위해 아등바등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밀착하여 옆에서 달리는 동안 자녀의 한계를 몸으로 터득

하며, "희망을 꺾는 말(참여자 4)"이지만, 더 이상 완치가 없음을 인

정하고, 이 경주가 단거리 경주가 아닌 평생 동안 달려야할 마라톤

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고칠 수 있다는 그 기대. 근데 점차 점차 떨어지잖아. 알잖

아. 엄마가. 어느 틈엔가 자기 몸으로 습득을 하잖아요, 엄마

들이. 엄마들끼리 얘기하면 그 습득이 굉장히... '그렇지, 그렇

지.(한숨)' (참여자 10)

(3) 완급조절하기 과정

'돌진하기 과정'에서 자녀를 일반 아이로 만들기 위해 전 속력으

로 달리던 어머니들은 단 시간에 완치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어머니들은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서 이 경주의 주자(runner)인 자녀와 자신에 대해 점검하며, 일반

아이와 다른 그들만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완급 조절하기 과정'을

가졌다. '출발선 찾기 과정과 돌진하기 과정'이 자녀의 장애에 대해

진단명과 장애를 인지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였다면, '완급조절하기

과정'은 자신과 자녀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고, 정서적으로도

자녀의 장애와 그로 인한 자신과 자녀의 삶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

정이다.

핵심범주의 장애수용의 어려움 중 '장애 수용의 심리적 어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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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기 힘든 자녀의 한계, 자녀의 정체성 찾아 주기의 어려움'

라는 현상이 완급조절하기 과정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중

재되어 진다(Table 2).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장애 수용의 심리적 어려움; 데스 포인트

어머니들은 일반 아이의 어머니에서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

의 어머니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어야함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 과

정 속에서 '돌진하기 과정'에서 자녀의 완치를 위해 억누르고 있던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이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분출되었다. 어머니

들이 이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마라톤의 데스 포인트에

비유될 수 있다. 데스 포인트(death point)란 스포츠에서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적 한계에 이르는 순간을 의미하며 이 데스포

인트를 잘 극복하게 되면 마라톤의 풀코스를 완주하게 된다(이상금,

2007).

가) 과거의 나와의 이별, 그리고 애도

자녀를 낳기 전 어머니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아 훌륭하게 키우기

를 소망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태어난 자녀는 "결정적인 하자"를 가

진 하자품 이었으며, 이로 인해 "나와 하자품은 죽고 완전품만 살게

해주세요(참여자 6)"와 같은 깨어진 꿈에 대한 비탄을 표현하였다.

어쨌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두 아이를 잘 키워서 신문에 나고 싶었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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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거죠.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자잖아요.

(참여자 6)

어머니들은 자녀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꿈꾸어 왔던 인생 계획이

일그러지고,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며 자아성취가 좌절

되고 자신의 삶이 자녀에게 예속됨으로 인해 괴로워했다. 또한 이와

같은 무너진 꿈보다 장애를 가진 자녀로 인한 하루하루의 일상의

버거움이 더 힘들었다고 하였다. 전업주부의 꿈을 가진 어머니는 "

탯줄로 연결되듯 아이와 소통되는 엄마(참여자 1)"를 꿈꾸었으나 소

통되지 않는 아이로 인해 양육의 부적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마음들이 쌓이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연민과 함께 더 이

상 과거에 자신이 계획했던 인생대로 살 수 없음을 직면하면서 과

거의 자신과 이별하는 애도의 과정을 거쳤다. "아, 오늘이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참여자 4)"라고 신에게 절규를 하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듯이(참여자14)" 남편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연민을 쏟아 놓기도 하였다. 어머니들은 이 시기를 돌

아보며 자녀의 문제 보다 이런 자녀를 가진 자신이 힘들고 불쌍해

서 힘들었던 것 같다고 회고하였다(참여자 14).

한 1년을 친구들 만나면 운 것 같아요. 밥 먹다가도 울고,

남편한테도 애 학교에서 일터지면은 "아, 나 죽고 싶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때마다 온갖 정말... 정말~ 해

서는 안 될 말들을 막~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애한테도 그렇

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내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세상한테도

그렇고. 어따(어디다) 대고~ 내가 너무 불쌍하다고, 내 하소연

을 막~ 얘기하고 다닌 것 같아요. (참여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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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책, 분노 그리고 끊임없는 반추

어머니들은 왜 자녀가 이런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어렸

을 때 비디오를 너무 많이 틀어 주어서, 유전, 임신 중 스트레스, 사

전 검진을 철저하게 않아서?" 등 다양한 원인을 추구하며, '자책과

분노 그리고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반추'를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였다.

'뭘 내가 잘못했나? 임신 중에 뭘 잘못 먹었나?' 아주버님

이 총각이었는데 저희 집에 좀 살았었거든요. 그 신혼 방에,

방도 두 개 밖에 안 되는데. 아주버님을 미워했다가, 무식한

짓을 하는 시어머니가 미웠다가. 그죠? 뭘 잘못 먹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전생에 죄를 지은 게 있는가?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여자 6)

다) 양육에 대한 질책과 고립;

"이해할 수 없는 아이, 이해 받을 수 없는 나"

어머니들은 자녀의 장애에 대한 자신의 내부로의 귀인과 반추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받는 '양육에 대한 질책'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의 '고립'을 경험하였다. 외형상으로 전혀 장애를 가

진 아이로 보이지 않는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일탈 행동을

보임으로 인한 당혹감과 항상 사과하며 양혜를 구해야하는 "민폐 인

생(참여자 4)", "모두에게 죄인이 된 인생(참여자 1)" 같은 자신에

대해 힘들어 했다. 이러한 자녀의 행동들이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라고 가려졌지만, 커서도 계속되는 문제로 인해 스스로 열등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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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감, 자괴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관을 찾을 때 마다 자녀

의 적응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생님들로 부터 "00 어머니 잠깐만

요"라며 상담이 의뢰되고, 그 때 마다 자녀의 어려움을 설명해야함

으로 힘들어 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간 치료기관에서 마저도

자녀의 장애의 원인을 자신의 양육 방식의 문제로 보는 것아 힘들

었다고 한다. 참여자 14는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전화

하는 선생님의 전화를 "영혼을 깎아 먹는 전화벨소리"라고 표현하

며,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만, 자신에 대해 질책하

고 책망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으로 힘들었다고 하였다.

제 성격이 "그래도 돼~" 이런 성격이 아니었고, 저는 곧이

곧대로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남한테 민폐 주는 거 너무 싫어

하고. 근데, 애들을 데리고 나가면, 민폐덩어리인거에요. 항상

"죄송합니다." 해야 되고, 애가 내가 안 원하는 챙피한 행동

다~ 하고 있고... (참여자 4)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이 쌓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까봐,

또는 다른 사람이 자녀를 이상하게 볼까봐" 모임에 가지 않는 등 스

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도피해서 외딴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였다.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녀와 자살을 기

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나?" 나중에는 그런 생각까

지... 저희 남편한테, "차라리 우리 둘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니면 "아무도 없는 데, 아무도 안 사는 데 가서 우리 세 식

구, 산 밑에 가서 밭 갈고 살고, 배하나 사가지고 물고기 잡고

살까?" 막 그 생각도 하게 되고. 막상 그렇게 일도 못 저지르



- 64 -

고. 그러더라구요. 그 때 진짜 많이 울고, 그 때 우울증 약을

먹는 다고 나아지지 않더라구요. 그 다음날 또 전화 받고 또

전화 받고 그러니까. (참여자 14)

나. 받아들이기 힘든 자녀의 한계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써 어머니의 어려움은 본인과 함께 뛰는

자녀와 소통되지 않는 것과 그 능력의 편차가 심하여 어느 수준으

로 기대하고 달려야할지 알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가) 소통되지 않는 아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어머니들은 "뇌 속에 닫힌 문이 있어 망치로 부수고 싶을 만큼"

소통이 되지 않고, 말귀를 다 알아 듣는데도 지시 따르기가 되지 않

자 자녀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되

었다. 또한 청각적 예민함으로 인해 중학생인 자녀가 뻥튀기 아저씨

가 오는 날마다 등교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참여자 7), 어머니

눈에는 똑 같은 지하철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지하철이 아니라며 고

집을 피우는 모습(참여자 4) 등을 보며 자녀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

어 답답해하였다.

"그러니까 도대체 머리를 깨서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뭣 때문에 이러지 애가?" 나를 싫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참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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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려운 기대치 조정; "좌절되고 좌절되는 마음"

어머니들은 자녀의 능력 면에 있어서 한글을 세 살에 떼기도 하

고(참여자 6), 혼자 일본어를 독학하고(참여자 12), 지하철 및 행정

구역을 다 외우고(참여자 1), 역대 미국대통령 이름과 생년월일을

줄줄 외우는 자녀(참여자 3)의 모습을 보며 자녀가 천재 일지도 모

른다는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자녀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한 없이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어머니들은 "천재에서 바보 사이를 오가는 아

이, 머리에 든 것은 많은 데 행동이 안 되는 아이, 억지로 안하는

것 같은 아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녀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 혼란스

러워하며 기대치 조정에 곤란을 경험하였다.

처음 천재라는 생각으로 자녀를 밀어 보았지만 높은 기대치만큼

점점 "좌절되고 좌절되는" 큰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

주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미는 만큼 가는 자녀"이기에 멈춤

수도 없고, 어디 까지 밀어야하는지의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좌절되고 좌절되고 좌절되고... 그리고 차라리 그 센테에

있는 엄마 중에 하나는 순수 자폐였어요... 포기가 되니까... 이

런 경계에 있는 아이들은 포기하잖이 또 쉽지않고... 밀면 밀어

지거든요. 공부를 시켜주면 또 앞으로 가요. 그런데 보통 아이

들은 조금만 밀면 쑥 가고, 조금만 말면 쑥 가잖아요. 애는 미

는 만큼만 가요. 밀면 가기 때문에 안 밀수는 없는데... 제가

어떻게 365일 밀겠어요? 그런 죄책감도 되게 많아요. 내가 애

를 밀어야하는데...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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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의 정체성 찾아주기의 어려움

어머니들은 자녀의 장애와 그로 인한 한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

였지만, 자녀와 함께 하는 마라톤을 위해 자녀 또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직면하게 되었다. 하

지만 자녀는 스스로 일반 아이들과 자신이 뭔가 다름은 막연하게

느꼈지만, 증상의 비가시성과 경미성으로 인해 자신이 '장애'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스(아스퍼거 장애) 아이들한테는 정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비정상도 아니고 본인이 정체성 찾기

가 참 너무 어려운 박쥐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참여자 3)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평범한 아이'가 되고 싶은 자녀는 자신

의 장애를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장애인인데 왜 공부는 해!" 하면서 학업과 모든 활동을 거부하기도

하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였다. 자

신의 특성이 평생 가는 것임을 알고 "왜 난 이렇게 태어났냐?"며 어

머니에게 한탄하기도 하며, 자신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크

면 시설로 보내!"하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인

생마라톤의 과정에서 데스 포인트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듯

이 자녀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부인, 분노, 우울, 절망감

등 다양한 정서적 소용돌이를 경험하였다.

그래서 장애인인데 왜 하냐고 버티기를, 한 6개월을 했나?

그러면서 제일 화가 났던 게, 저는 그때 우리 아들 때렸거든

요. 그게 뭐였냐면, 무슨 말 끝에 "자기 그냥 데리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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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시설을 보내 달라!"(울음 섞인 말)고. 성인, 성인이라고

말 안 하고 "나중에 나 다 크면 시설에 보내!" 막 이런 거 있

잖아요.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참여자 4)

라. 정체성 찾기 위해 숨고르기

가) 마음 추스르고 새롭게 살기

어머니들은 이러한 '완벽한 아이에 대한 깨어진 꿈과 인생에 대한

연민과 한탄, 원인 추구와 자책, 양육에 대한 질책과 고립'의 어려움

을 앞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새롭게 살기'전략을 사용하였다.

감정이 바닥을 칠 때 스스로에게 "이 상태로 있던지 밖으로 나가

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 죄책감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자. 이만하

면 됐다. 주신 것에 감사하자"와 같은 자기 지시적 독백과 각오를

하며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굳이 증을 가져

야한다면 아스퍼거 증"하며 더 심한 자폐증을 가졌거나 더 보통과

거리가 먼 사람과 힘든 사람을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추

구했다(스스로 마음 추스르기).

어느 날 바닥을 칠 정도로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어차피 두 개 중에 한 개잖아요. 좋게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는 것과, 이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 근

데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거죠. '밖에 나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참여자 6)

또한 ‘자녀에게 향했던 눈 나에게 돌리기’를 통해 스스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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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풀고 자아성취감을 찾기 위해 새롭게 취미활동을 하기도 하고,

공부와 일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애를 키우면서 계속 이렇게 크면, 계속~ (내가) 우울증 비슷

하게 걸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애를 케어하면

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공부도 괜찮겠

구나 싶어서, 집에서 방통대(방송통신대학교)를 넣어서 공부를

했어요. (참여자 16)

혼자의 힘만으로는 힘들 때 ‘같은 처지에 있는 엄마들로부터 위로

받기’를 하였다. 같은 장애를 가진 엄마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

놓으며 위로와 격려를 추구하는 모습도 보이기도하고, 아스퍼거 장

애 자조 모임에 참여하여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동병상련의 공

감을 경험하기도하였다.

정 힘들면 이제 그래도 이런 엄마들하고 관계들이 있으니

까, 그런 엄마들한테 전화 통화해서 얘기하고 서로. 그렇게 얘

기하고. (참여자 7)

일부에서는 신앙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의 의미와 생

의 목적을 찾는 철학적인 과정을 보였으며(신앙을 통해 인생의 의미

와 목적 찾기), 한편으로는 사주에도 나오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자녀와 함께하는 마라톤에 의미부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감당 할 수 있다고 보시나 보다~" 저한테 나온 열매

쪽으로 보는 건데, 예쁘던 아니든, 어쨌든 내가 열매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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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게 할려면은 공급을... (참여자 9)

"사실 제가 애 때문에 너무 고민되서 점 보러도 갔었어요.

엄마하고 합이 들었다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평생 같이 살아

야 된다는 건 가봐요(한 참 동안 웃음). "사주에도 나오는 구

나~ 그래, 사는 동안에는 애하고 살아야지. 평생 해야지..." (참

여자 13)

나) 나와 다른 세계를 가진 자녀 이해하고 소통하기

어머니들은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 주자인 자녀의

강점과 한계를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이를 위해 자녀와 끊임없이 소

통하려 노력하고, 이 경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함께 달리는 가족

과 자녀 사이에서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었다.

어머니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 책과 인터넷

등 정보를 찾고, 책에서 나온 대로 자녀의 세계가 그러한지 자녀에

게 확인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다(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기). 참여

자 4는 어릴 적 믹서기만 돌리면 믹서기를 들고 도망갔던 자녀를

이해하지 못했다가 청소년기가 된 자녀로부터 청각 자극이 예민하

여 믹서기를 돌릴 때마다 '뇌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라는 설명을 듣

고 어릴 적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참여자 16은 이

렇게 자녀의 세계를 하나하나 이해해 가는 과정을 "마치 퍼즐 맞추

기 같다"라고 표현했다.

제가 애 특성에 대해서 자꾸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크게 변화 했다기 보다는 내가 00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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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편으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애랑 부딪히는

것도 조금 적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15)

어머니들은 세상과 소통되지 않는 자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자녀의 한계를 알기 위한 어머니와 자녀의

조율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끊임없이 자녀에게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일반인의 관점을 설명하며 세상과 자녀의 소통의 통로가 되어 주려

노력하였다.

저는 애들하고 세상이 다르다보니까, 어디서 부딪히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디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다

시 설명해요. "니가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남들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에 그 문

제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아니,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얼마

나 많은데, 제가 그걸 미리 알고 어떻게 가르켜요. 미리 알고

방어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거든요. (...) 그게 끊임~ 없는 거

죠. (참여자 4)

어머니들은 자녀를 세상과 소통시키기 위해 가까이에 있는 남편

과 비장애 형제에게 자녀의 세계를 설명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며,

여전히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시부모님께 자녀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명확히 말하거나 가족모임에서 보게 되는 친인척들

에게 자녀의 상태를 공개하고 자녀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모습 또한

보이기도 하였다(가족과 자녀 소통시키기).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알면서도, 그게 절제가 안 되더라고

요. 00이가 어떻게, 답답하게 행동을 하면, 엄마가 계속 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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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돼요. "여보, 그러면 왜 장애겠어." "비난은 절대 교육

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길 하는데, 감정이 앞서는

거야, 자꾸 남편은. 그래서 저는 좀 그게 힘들었어요. 애도 보

듬어야 되고, 남편한테도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참여자 11)

다) 자녀의 정체성 찾아주기

어머니들이 자녀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행태에는 ‘숨기고 아닌 척

하고 살아 기기, 우연히 알려지기, 적극적으로 정체성 심어주기’의

유형을 보였다. 일부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막연히 "사회성이 좀 부

족해, 너는 마음이 아픈 아이야!"라고 에둘러서 말하거나, 자녀가 "

왜 애들이 나를 장애인이라고 해?"라고 물었을 때 "글쎄 왜 장애인

이라고 그럴까?"하며 회피하면서 자녀에게 숨기고 아닌 척 하고 살

아가는 유형이 있었다(숨기고 아닌 척 살아가기).

제가 애한테 "너 아스퍼거(장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

었어요. 치료 받을 때도 "너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보다 항상 설명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감기가

들면 아프듯이, 너도 마음이 좀 아픈 거니까, 그래서 너가 마

음 편하고 그런 것들을 도움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길 했거든요. (참여자 15)

또한 숨기려했지만, 친구들, 군 문제, 복지카드(장애인증) 등을 통

해 자녀가 우연히 알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알리는 경우가 있었다(우

연히 알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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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증(장애인증)을 봤거든요. 여태까지 감췄거든요. 그랬

더니 "에이씨, 내가 자폐야? 자폐는 좀 그렇다. 내가 병신이

야?" 이러면서. "내가 자폐야? 자폐는 그렇지. 이거 어렸을 때

나온 건데 왜 못 지워? 에이씨." 이러면서 막 그래요. "왜 내

가 자폐냐?"고. ADHD는 괜찮대요. "그 정도는 괜찮지만 내

가 왜 자폐냐?"고. (참여자 10)

한편,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아스퍼거 장애에 대한 책을

읽히고, 자녀가 아스퍼거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직접 말하며, 복지

카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당연히 받아야할 배려이

며 복지임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자녀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유형

이 있었다(적극적으로 정체성 심어주기).

아이 한테도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스퍼거(장애)에 대한

책을 주고 읽어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넌 아스(아스퍼거

장애)야"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참여자 3)

마. 장애 수용하고 페이스 찾기

가)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세우기

어머니들은 '숨고르기'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완벽한 삶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우게 되었다. 이 새로

운 삶의 기준은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의 어머니로써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뿐이지 잘 못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어머니들은 아스퍼거 장애 자녀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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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의 정체감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짐

을 경험하였다.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도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이

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거에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아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싶은거에요. "아~ 애는. 저런 애가

있으면, 이런 애가 있고, 공부를 잘한다고 걔가 훌륭한 인간은

아닌 거고, 그런 거잖아요.." (참여자 14)

나) 자녀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갖기

어머니들은 자녀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어머니와 가족이 자녀

를 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

는 '동일한 자녀, 변화된 나의 관점'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녀의 독특한

세계를 존중하게 되고, 자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 끝에 자녀와

소통됨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자녀가 기능의 편차가 심하여 기대

치 조정이 어려웠던 어머니들은 자신의 기대나 주위에서 원하는 자

녀의 삶이 아닌, 자녀가 원하는 삶으로 목표 조정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자녀와 가족 사이에서 통역자이며 소통자(communicator)로

노력한 결과 남편과 비장애 형제 등의 가족들 또한 자녀에 대한 이

해의 폭이 넓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어머니들은 자녀를 세상에 맞추려고

했으나, 자녀와 소통하려 노력하면서 자녀의 독특한 세계를 존중하며

자녀의 세계에 자신을 맞추게 되었다(자녀의 독특한 세계를 인정).



- 74 -

근데 애가 평소에 불안하면 돌리고요, 물건을 잡으면 돌려요.

그걸 한참 뒤에 물건 잡을 때마다 애가 돌려서 "보기 흉하다.

그거 상동행동이거든!" 이러면. 자기도 그게 뭔지 아니까. "엄

마 나 이거 각도 보는 건데! 물건 돌려서 이렇게 각도를 보는

거였데요. 맨 손 아닐 때는." 그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뒤부

터는 저 안 말려요. 자기 각도 보겠다는데 굳이. (참여자 4)

자녀 또한 "엄마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단해요!"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인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고달픔을 어머니와 공

유하는 모습을 보였다(자녀와 소통됨).

엄마들이 그 애를, 상대를 많이 해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엄마한테 의지를 많이 해요. 슬플 때는 눈물도 막 흘려요. 막

눈물 흘리면서 "엄마,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단해요? 이 세

상은 왜 그래요? 사람이 왜 그러는 거에요?" 하하하(한 참 동

안 웃음). (참여자 5)

자녀의 성취 면에 있어도 자녀의 뛰어난 면에 대해 욕심을 냈던

기대를 내려놓고 자녀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받아들이며, 어

머니 자신이나 주위의 기대가 아닌 자녀가 원하는 삶으로의 목표를

조정하게 되었다(기대치 조정).

그런 거 하나를 접어 접어가면서 정말… 마음을 비울 수밖

에 없죠(작고 울음 섞인 목소리). "니가 행복 하면된다. 주변

의식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죠. (참여자 13)

가족들과 자녀를 소통시키려는 노력으로 남편과 비장애 자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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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의 특별한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가족의

자녀에 대한 넓어진 이해의 폭).

남편이 저처럼 ‘아, 애들이 장애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끊

임없이 일어나는 일은 제가 맨 날 이야기하거든요. 별로 안 알

고 싶을 거야. 별로 안 알고 싶은데, 제가 맨 날 이야기를 해

요. "오늘 학교 갔는데 이랬다더라, 어쨌다더라~"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장애를 인정하게)되는 거 있잖아요. 그

런 거 같아요. (참여자 4)

다) 자녀가 자신의 독특한 세계를 받아들이기

'자녀의 정체성 찾아주기'가 잘 이뤄지는 경우, 자녀는 자신이 일

반 아이와 다름을 힘들어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

이 차이를 발견하기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한

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엄

마 세계와 우리 세계"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독특한 세계를 자랑스러

워하고, 자신의 보는 세상의 특별함을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소통하

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다(보통 사람과 다른 자신의 세계 이해).

"네가 아스퍼거 (장애) 인데," 그러면서 "아스퍼거 (장애)는

남들하고 느낌이 이렇게 다르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서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세계하고 우리 세계가 달

라!" (참여자 4)

하지만,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은폐하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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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아이처럼 살아가기"의 모습을 보였다. 일반 아이와 구분되지 않기 위

해 그동안 받아왔던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특수반(도움반)에 가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위험 부담이

큼에도 일반 아이의 삶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고 싶어 했다. 일례로 군

대도 가고 싶다고 하기도하고, 대학교에 가서 자신이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아이들과 동일하게 따라하다가 과락을 받기도 하였다.

필요한 건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장애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막 열이 받아 해요. 아스퍼거(장애) 애

들은, 자기가 결정을 하잖아요. 뭐 발달장애나 이런 애들은 끌

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저희 아들이 안 갈려 하더라구

요. 치료는 아이에 못해요 00는. 자기가 거부... (참여자 10)

(4) 대열에 합류시키기 과정

대열이란 줄을 지어 늘어선 행렬이나 어떤 활동을 목적으로 모인

무리이다(국립국어원, 2014). '완급조절하기'는 장애 수용을 통해 마

라톤을 위한 마음을 준비하고, 자신과 자녀의 속도를 점검하는 시간

이었다면, '대열에 합류시키기'는 실질적으로 일반 아이들 대열에

자녀를 보내고 그 안에서 뛰어보는 시기이다.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시도하는 시기이다.

핵심 범주의 사회 통합의 어려움 중 '배려 받지 못하는 장애를 가

진 자녀, 사회 통합시키기의 장애물'이라는 현상은 이 대열에 합류시

키기 과정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중재되어 진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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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려 받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자녀

자녀의 장애가 신체장애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

적인 면에서는 일반 아이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또래들과 선

생님 모두에게 배려 받지 못하는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 도

움이 필요한 아이라기보다 "장애아가 아닌 재수 없는 아이, 잘 난

척 하는 아이, 고자질쟁이"로 또래들에게 비춰지고, 자녀에게 제공되

는 배려를 일반 아이들이 "배려가 아닌 특혜"라고 생각하여 불공평

하다는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리원칙을 지키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자녀의 특성으로

인해 선생님들로부터 장애라기보다 "반항하는 버릇없는 아이"로 오

명을 얻기도 하였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특성에 대해 선생님과 또래

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아스퍼거 장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사회성이 부족해요."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한

계가 있었다(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의 고단함).

학교에서 아예 지적장애나, 자폐도 아예 자폐 아이들은 일

부에선 배려해주는 면도 있어요. 뭐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런

데 약간 이런 경계성이나, 보기에 학습은 되는데, 전혀 애들이

랑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은 왕따 시키고 하니까, 어떤 엄마

는 '아예 모르면 속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엄마

도 있어요. (참여자 3)

또한 "박쥐같은 자녀"의 특성으로 인해 어떨 때는 일반 아이 취급

을 받고, 어떨 때는 장애 아이 취급을 받기도하기고, 특수반에 보내

기에는 넘치고 일반 아이 사이에서 달리기에는 조금 모자라서 어디

에도 속할 곳이 없는 자녀로 인해 답답해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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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보며 어머니들은 차라리 중증이기를 바라는 역설적 생각을 갖기

도 하였다(박쥐같은 아이).

저는 아스(아스퍼거 장애) 아이들이 참 불쌍한 아이들이라

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일반 장애면, 장애아라고 하고 테두

리 안에서 보호를 해주는데, 애네들은 어떨 때는 일반아이로

취급을 받고, 어떨 때는 장애아이로 취급을 받고. 그러다 보니

까 전담해서 인력 찾기도 힘들고, 애네들은 애네들 대로 더

힘들고. (참여자 3)

나. 사회 통합시키기의 장애물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어머니들은 위와 같은 분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일반 아이 대열에 합류시키려고 시도하는 과정

에서 다양한 장애물(huddle)들을 만나게 되었다.

가) 전환기 마다 찾아오는 불안감

어머니들은 일반 아이 대열에 합류시키기의 첫 관문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입학을 앞두고 자녀의 적

응을 돕기 위해 다시 '돌진하기'로 돌아가 자녀를 쉴 새 없이 치료

와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학교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유예 시킬 것

인지에 대해 갈등하게 되었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잦은

부부싸움을 갖기도 하고, 그 동안 쌓여 있던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폭발하면서 이혼에 이르는 가정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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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못하는 도전이에요. 정말, 00이 7살 때는, 정말, 정말

아 후~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

까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모든 엄마들이 학교에 잘 적응

시키기 위해서 그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풀코스로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 (참여자 1)

학교를 보낸 후에는 자녀가 과연 일반 아이들 사이에서 잘 적응

할 것인가 하는 불안감으로 "외줄 타기 하는 자녀를 밑에서 지켜보

는 심정"으로 전전 긍긍하며 지내며, "아이의 그림자라도 되어 옆에

있고 싶은"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면 하늘로 올라갈 것처럼 기뻤다가, 적응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

면 땅으로 꺼지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는 시간을 보

내 기도하였다. 또한 자녀가 언제 힘들다고 전화할지 몰라서 세탁기

도 못 돌리고, 운동 후 샤워도 못하고 전화기 주변을 맴돌며 "엄마

는 대기 중(참여자 16)"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이 시기

를 한 어머니는 "불안에 찌든 시기" 라고 표현하였다.

학교 보내고 나서는. 그 외줄타기 하는. 왕의 남자... 거기 외

줄타기 하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아~ 내가 00이 학교 저학

년 때 저런 심정이었는데, 저 아이가 외줄에서 떨어 질까봐 밑

에서 조마조마하게 밑에서 그렇게 보던... 그랬었는데..." 그랬

었어요. (참여자 1)

예전에는 못 씻었어요. 만약에 땀이 났어도, 애가 학교 가

있는 상황이면, 샤워를 못했어요.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참여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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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다가, 자녀가 중학교에 들어가

는 전환의 시기에 어머니들의 불안감이 다시 폭증하였다. 중학교를

"중 2병 세상, 지옥 같은 중학교"라고 표현하며, 중학교 입학을 하루

하루 D-day처럼 보냈다. 중학교를 준비하며 초등학교 입학시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들은 다시 심리검사를 하거나 치료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부는 대안학교 등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다른 곳

을 찾는 모습 또한 보였다.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자녀가 또래로부터

소외되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

녀의 일상을 과잉 개입하기도 하였다.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1 때는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무서운 애들을. "너 누구랑 누구랑 밥 먹으러 가야 된다. 00이

가 앞에서고, 니가 가운데 서고, 그 다음에 00가 뒤에 서고 요

렇게 요렇게 줄을 서서 먹어~" 제가 이렇게 까지~ 과잉인 거

죠, 과잉... 점심시간에 가서 애가 공격당할까봐~ 어눌하게 생

겼다고... 아휴~(한숨) (참여자 1)

나) 고립감

어머니들이 또 하나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은 '고립감'이었다. 학교

환경에 있는 자녀와 어머니 모두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먼저 자녀의

고립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는 강한 도덕신념을 가지고 있으나 융통성이 부족하여 또래들

이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등의 "인간의 이중성(참여

자13)"에 힘들어하며 모두에게 마음을 닫고 함구증에 가깝게 또래와

말을 하지 않기도 하고, 쉬는 시간마다 또래들이 욕하는 모습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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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을 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자신만의 도피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

였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서 '도서대출 왕'이

되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이와 같이 "물위에 기름"처럼 일반 아이와

분리되는 자녀의 모습에 안타까워했다(자녀의 고립; 물위에 기름).

선생님이 딱히 구분하시지는 않았어요. 00이 한테 잘해주려

고 무지 애를 쓰시기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기름 같은 느낌은 여전히 있죠. 근데 그게 00의 문제이기 때문

에... (참여자 16)

어머니들도 학부모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고립감을 경험

하였다.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또래 어머니들과 어울려 보려

하지만, 일반 아이와 다른 자녀로 인해 어머니들과 양육에 대한 공

유점이 없어 마치 "엄마들 사이에서 뚝 떨어진 섬, 망망대해에 떠

있는 돛단배, 같이 있으나 다른 세계의 사람" 같은 고립감을 경험하

였다. 한편으로는 부족한 자녀로 인해 왠지 그 자리에서 피해줘야

할 것 같은 위축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장애아 엄마에 걸맞게 행동

해라"는 비난을 받으며 더욱더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꼈다(어머니의

고립; 엄마들 사이에 뚝 떨어진 섬).

아이들도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그 안에서 똑 떨어

진 섬 같은 존재였다면, 저도 엄마들 사이에서 섬 같은 존재였

었어요. 똑같아요. 엄마들 모임 하거나 해서 밥을 하나 먹어도

저는 섬이더라고요, 그게.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엄마들이 은연중에 그러는 건

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섬이 되더라고요. (참여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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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왕따: 반복되는 또래들의 괴롭힘과 자녀의 학교 부적응

자녀를 일반 아이 대열에 합류시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머

니들은 자녀가 단순이 고립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되는 것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

왕따'는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학교까

지 이어졌다. 자녀의 부족한 사회성을 악용하여 곤경에 빠뜨리기,

그룹이나 활동에 끼어주지 않기부터 시작해서 집단 폭행까지 다양

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어머니들은 중학교시기를 "왕따의 사각

지대"라고 하였는데, 초등학교만큼 어머니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

고, 선생님의 지시보다 또래 압력이 강하여 선생님의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그 폭력의 형태가 은폐되고 교묘하여 어머니가 알아차리기

가 힘든 경우가 많았다.

밤에 맞았대요. 조교가 간 다음에 그거, 다 정리했는지 보고

갔는데, 가운데다 세워놓고 맞았데요. "왜?" 그랬더니, 재수

없다고 맞았데요. "너는 어땠어?" 그랬더니 무서웠다는 거에

요. 7명 중에 6명이 때렸다는 거에요, (...) 그러니까 애는 이틀

동안 너무 무서운 밤을 지내고 온 거죠. (참여자 4)

이러한 ‘왕따’로 인해 자녀는 정서적 외상을 경험하며 힘들어하였

다. 특히 사진 찍듯이 폭력사건을 기억하고, 유난히 기억력이 좋은

자녀의 특징으로 인해 그 고통이 크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지속적

인 '왕따'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분노폭발을 하기도하고 인터

넷에 과도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대학교에서 '왕따'

를 경험하여 뒤늦게 '학교 공포증'으로 학교만 가려고하면 배 가아

프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등의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기도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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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폭력에 대항하려 하지만 행동이 어설퍼 오히려 또래로부터 웃

음거리가 되는 자녀를 지켜보며 어머니들은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힘들어했다. 자녀는 정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수업을 거부하기도하

고, 대학교에 간 한 참여자의 자녀는 7번 휴학 끝에 퇴학처리가 되

기도 하는 등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까(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한 번은

애가 문구용 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너네들 가만히

안 둔다!"고, 그걸 들고 위협을 했나 봐요. 근데 그 행동이, 보

통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우스운... 몸짓도 좀 어색한데다가.

문구용 가위, 조그만 한 거 들고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는 말

을... 지금은 지난 일이니까 저기 되기는 한데, 그때로서는 저

도(아들) 그렇고 나도 굉장히 막... 힘들어했었죠. (참여자 15)

라)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

어머니들은 자녀를 일반 아이 대열에 합류시켜 달리게 하고 싶지

만,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라는 장벽에 부딪쳤다. 일반 반에서

함께할 수 있는지 자녀의 역량을 검증하기도 전에 특수반으로 보낼

것을 권유 받기도 하여, 자녀에게 학령기는 학업과 또래관계를 키우

는 시기라기보다는,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일반 아이

들 사이에서 버티기"의 기간이 되었다.

"너 이제 오늘부터 도움반 가는 거야." (선생님이) 어느 날

불시에 이러니까, 애는 또 당황을 한 거죠. 애가 "전 도움반

안 가요.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할 거에요!" 그렇게 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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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요. "넌 도움반 가야 돼!" 그러면서 손을 잡아챘나 봐요. 그

러니까 애가 손을 뿌리치면서, 책상을 자기가 안은 거에요. 안

다보니까 애가 엎어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책

상을 사수했어요. 그래서 도움반을 안 갔어요. (참여자 16)

장애아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자녀를 열외 시키거

나, 자녀가 못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녀 앞에서 폄하하는 발

언을 하기도하고, 자녀를 향해 호의적인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외

행사에 빠져 주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일반 아이

들의 행동은 "문화"고 자녀가 하는 행동은 고쳐야할 "문제행동"이라

는 편견 앞에서 답답해하였다.

일반 애들이 우리 애들 체육복 훔쳐가고 교과서 훔쳐 가고

그러면 제가 속이 상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의 문화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수습을 안 해주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

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나온 행동들

도 많잖아요? 고쳐야 된대요. 일반 아이들은 문화라고 하시면

서, 우리 애들은 버릇없고 고쳐야 된다. 막 그러시는 거에요.

(참여자 4)

이러한 편견 앞에서 문제가 생길 때 마다 학교부터 걸려오는 전

화로 인해 어머니들은 "전화 공포증"이 생기기도 했다. 전화가 올

때 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한 스트레스로 호흡곤란을 보였다.

또한 편견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의 적응을 위해 학교 청소와 선생

님의 잔심부름, 현장 학습 보조 등 선생님에게 예속된 삶을 보내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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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일은 뭐, 매일 매일… 그러면서 제가 생긴 거는 '전

화벨소리 공포증'이 생긴 거죠. 전화만 오면 이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는 거죠. 주체가 안 되고 호흡곤란 오고. 한창 심할

때는 호흡이 안 쉬어져서 봉지 가져다가, 저도 본 건 있어서,

얼른 봉지 갖다가 했더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넘겼죠. (참여자 16)

다. 장애물 뛰어 넘어 사회 통합 시도하기

어머니들은 '전환기 마다 찾아오는 불안감, 고립감, 왕따 그리고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의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

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들은 자녀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친

구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였다. 또래를 집으로 초대해보기도하고

또래 어머니 모임을 만들어 함께 어울려 보기도하였다. 학교에서의

지지 자원을 만들기 위해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해 보기도하고,

부족한 자식을 위해 촌지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

법이 학기 초에 잠깐 효과가 있을 뿐 자녀의 문제로 인해 또래관계

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체념을 하기도 하였다(지지 자원

만들기).

초등학교 때는 제가 학교에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

으로 들었어요. 뭐, 녹색회, 해가지고, 반에서 몇몇 어머니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아이들 뭐... 엄마들 만나면, 그거 적극적으로

하고. 일단 엄마들하고 친해지고. (참여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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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해 학교에 자녀의 장애를 적극

적으로 알리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선생님을 "나를 대신 해 애를 돌

봐 줄 사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의지하며, 학기 초마다 자녀에 상

태에 대해 알리고, 심리검사 결과를 보내기도 하고, 아스퍼거 장애

와 관련된 책에 자녀의 특징에 해당되는 부분을 밑줄을 그어 보내

기도 했다(공개하기).

서점에 책만 나오면 다 사거든요. 아스퍼거(장애)라고 써져

있는 책만 보면... 그래가지고 그 책을 다 산 다음에, 학교 선

생님한테 밑줄 그어서 보내고, '이거는 00이 성향' (...) 처음에

는 제가 그냥 책을 모르고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일인 거에

요, 그분들한테. 그 뒤부터는 추려서 드렸어요. (참여자 4)

반면에 학교에 알리지 않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기' 전략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돌진하기'로 회귀하여 외부 치료 시설, 축구교실 등

에서 자녀의 부족한 모습을 보충해서 학교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

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근데 얘기를 안했거든요. 안 하다보니까 애들(또래들)은 애

들대로 힘들고, 아들은 이 안에서 어울리기보다 밖에서 열심

히 연습해서 이 안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거

에요. 그 전에 좀 줄였던 치료 센터를 다시 열심히 다니기 시

작한 거죠. (참여자 3)

어머니의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해 ‘공개’ 전략을 사용하였다. 공개

의 유형은 대상에 따라 '적나라한 공개, 자녀의 어려움만 공개, 비공

개'로 나뉘어졌다. 같은 장애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자신의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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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포함해 여과 없이 적나라한 공개를 취했으며, 믿을 만한

하지만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지인에게는 자녀에 대해 이해

받기 위해 자녀의 어려움만을 공개하였다. 이해도 받을 수 없고 가

깝지도 않은 학부모에게는 비공개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전

략으로 인해 비공개된 학부모 모임에서의 고립감을 여전히 경험하

였다. 반면, 도움을 얻기 위해 대상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 오히려 소외되기보다는 배려 받는 경험을

하였다(공개하기).

이런 발달장애 엄마들 만나거든요. 그 엄마들 만나면 정말 가

리는 게 없죠. 아주 적나라하게 오픈하죠. "아스퍼거(장애) 특징

이 이런데, 야~ 이건 정말 어쩜 책에 나온 그대로더라! 요거건

좀 아니더라~" 아주~ 적나라하게. 그 엄마들 만날 때는 정말 편

해요. 내 아이에 대해 말할 때는. 그리고 너무~ 지지 받고 공감

받고, "너 얼마나 힘드냐?" 같이 울어 주고. (참여자 1)

어머니들은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속상한 건 엄마 몫, 말하

는 건 너희 몫"하며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이 은폐되지 않도록 노력

하였으며, "네 번 까지는 참고 다섯 번째는 때려!" 와 같이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매일매일 학교를

드나들면서 자녀의 그림자처럼 자녀의 학교 적응 상태를 살피기도

하고,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어머니가 반 전체를 대상으로 인식개

선 교육을 하거나, 전문가를 불러 교육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녀의

옹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보호하기).

하루는... "선생님, 엄마인 제가 애들 앞에서 한 번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조회시간에 우리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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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고 나가실 테니까 어머니가 오셔서 하시라"고 그래서 제

가 앞에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이런 애다~" 라

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 못

된 게 아니고 참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함께 이렇게 했

으면 좋겠다"고. (참여자 8)

라. 사회에 적응시키기

가) 사회 통합에 대한 불안감 줄이기

전환기 마다 자녀의 적응을 걱정하며, 고립과 왕따를 경험하면서

자녀를 사회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어머니들은 사회와의 지속

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피해자 가해자 구도'에서 탈피하는 자녀와 사

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기존에 "내 아이가 착하

고, 사회는 위협적이라는 피해자 구도"에서, "내가 자녀의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봤구나!"라는 자각과 함께 일반 아이들이 자녀를 힘들어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

도를 통해 사회에 자녀를 보내는 불안감이 낮아짐을 경험하였다.

제가 망치로 한데 딱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내 아이

의 시선으로 세상을 봤구나! 이 아이의 시선이 객관적인 게 아니었

는데, 아~ 내가 이 아이의 말만 듣고, 이 아이가 본 것만 보고, 일

반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고, 내가 너무 이 아이 중심으로

이 아이를 교육했고, 그렇게 내가 이 아이에게 피드백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막~ 생각들이 들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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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로부터 이해와 공감 받기

자녀로 인한 고립감으로 힘들어하던 어머니는 '공개' 전략을 사용

함으로, 때로는 섣부른 위로를 받고 분노하기도 하였지만, 자녀의

성장과 어려움을 함께 기뻐해주고 공감해주는 주위 사람들로 인해 '

받아들여짐'을 경험하였다.

일단 그렇게 오픈을 하면, 걔네들하고 가면은 다 알기 때문

에 오히려 더~ 00이한테 잘 해주고. 다른 애들이 혼자서 뭘 했

으면, "아이구 잘 했네~" 그러고, 애가 잘 했으면, "기립박수!

완전!(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임)" 이러고 (참여자 1)

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 익히게 하기

자녀 또한 일반인 사이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기 되었다. 어울릴

수 없다면 "혼자서도 행복한 길을 찾기(참여자 15)"도 하고, 철저한

도덕관념으로 힘들어하던 자녀가 일반 아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융통성을 배우기도 했다. 또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방법을

터득하기도 했다.

(그 아이는) 말도 잘하고 똑똑해서, 학교 다니면서 해코지를

안 당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안 당했는데?" 했더니,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를 건들이면 "나 장애인이야, 나를 건들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하하하(웃음). 그렇게 대처를 해서, 그

아이를 건드는 사람이 없대요. (참여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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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녀가 적응할 수 있는 곳 찾아 주기

일반 아이들 사이에서 적응의 노력을 하다가 어려움이 계속되면

그들에게 맞추기 보다는, 자녀에게 맞는 학교, 자녀의 세계를 받아줄

것 같은 곳으로 떠나는 시도를 했다. 대안학교나 시골학교를 찾는 경

우도 있었으며,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으로 집에서 어

머니 본인이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가 6년 동안 애를 데리고 다녔어요, 애를. 학교 뭐, 임원

식으로 해서 데리고 다녔는데, '아~ 안 되겠구나! 중학교 애들

은 같이 섞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졸업하고 바로 대안학

교에 보낸 거에요. (사례 10)

(5) 혼자 달리기 준비시키기 과정

'대열에 합류시키기 과정' 동한 자녀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던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장발달과 함께 자신으로부터 정신적 육

체적으로 독립하여 '혼자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준비시키

고, 어머니 자신 또한 자신의 인생을 찾는 '혼자 달리기'를 꿈꾸며

준비하였다. 어머니들은 '막막한 사막 같은 직업세계'라는 주요한

현상을 '독립 준비시키기, 어머니 자신의 인생 찾기, 정신적 신체적

으로 독립하는 각자의 마라톤 시작하기'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중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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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막막한 사막 같은 직업 세계

미래를 준비하는 성인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는 심리적으로 "막막

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느낌"과 같이 이정표나 길잡이 없이 자녀와

함께 미래를 개척해야한다는 막막함과 불안감 가운데 있었다. 또한

자녀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하고 나아가야한다는 부담으로 매 순간 "

조심조심 미끌미끌한 징검다리를 건너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막막한 사막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진짜로. 그게 큰 아이 때

보다도 불안한 것 같애요. (참여자 16)

많이... 마음이, 마음으로는 힘들어졌어요(목소리가 많이 흔

들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고비 넘기고, 그 다음 고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식을 키워보세요. 그거는 일반 아이들도 마찬

가지에요. 항상.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하거든요. 내 선택이 이

아이의 늘 100% 좋은 건 아니잖아요. 늘 조심스러워요. 그게,

선택들이. 늘 조심조심 징검다리를 건너는 기분이에요, 미끌미

끌한. (참여자 6)

이러한 과정이 장기화 되면서 어디까지 함께 달려야하는지 목표

지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쳐가고, 점점 늙어가는 자신과 더욱 해

줘야하는 덩치가 커져가는 자녀를 함께 끌고 가는 것의 버거움을

표현하였다. 더욱이 결국은 다시 시설에 온다는 비관적인 주변의 의

견들을 들으며 더욱 좌절되고 지쳐 감을 표현하였다.

그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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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오히려. 어릴 때는 단계별 문제인데, 지금은 '아, 이제 애

가 커서, 다른 애하고 다르니까, 진로 결정까지도 해주고, 먹

고 살 정도까지도 부모 몫이 아닌가?' 싶은 게. 뭐를 해야 좋

을지... (참여자 12)

또한 어머니들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하는 것은 쉽게 속

아 넘어가고, 직장생활이 필수 요소인 사회성의 부족과 같은 자녀의

특성도 있었지만,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장이나

성공사례 등의 연구가 부족하여, 부족한 정보와 자원을 가진 어머니

본인이 발품을 팔아 알아 봐야하는 한계와 어려움이었다. 이러한 어

려움을 "항상 개척자로 살아야하는 아스퍼거 장애 어머니(참여자

16)", "특별한 안내 지침 없이 희망만 제시하는 사회(참여자 12)"라

고 표현하였다.

아무런 그거(안내 지침) 없이, 뜬금없이 뭐 '빌게이츠나 스

티브잡스 이런 사람 자폐증이었다.' 뭐 이렇게 뜬금없는... 아무

런 도움이 안 돼. 물론 '그럴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라'는 거

는 되지만. 그 단계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럼 가만있으면 되는 건지? 보통 애도 에디슨 되기

힘든데(웃음). (참여자 12)

어머니들은 자녀가 맞이하게 되는 직업 현실의 암담함에 울분을 토하기

도 했다.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의 대부분이 자녀의 능력과 상관없

는 단순 노동에 배치되고, 그나마 보여주기 사업 위주로 6개월 정도 밖에

일 할 수 없는 곳이 많았다. 또한 아스퍼거 장애와 같이 보여 지지 않는

장애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일자리 찾기가 더욱 힘듦을 호소하였

다. 직업 환경 또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열악한 곳(참여자 14)"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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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다면은 우선적으로... 00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 쪽으로 들어가

잖아요. 지체 장애가 우선이지 이런 정신장애에 대한 혜택은...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했다"라는 전시

효과도 있는 것 같애요. 휠체어를 탄 누군가를 고용하면 남에

게 보여 지지만, 우리 아들은 멀쩡해~ 멀쩡한데... (참여자 9)

나. 독립 준비시키기

가) 혼자 살 수 있는 자녀로 키우기; 일상생활 훈련시키기

지적인 능력은 우수하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 융통성이 부족하

고,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녀를 위해 어머니들은 어

려서부터 독립을 위해 일상생활을 훈련 시켰다.

어려서부터 자녀와 밀착하여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일

상생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켰다. 훈련의 목표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혼자 살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머니는 자녀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슈퍼마켓, 약국'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였다.

계속 심부름을 시키고, 슈퍼 같은데, 이런 애들 보내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슈퍼 같은데 가서 주인에게 말해요. "우리

아이가 사회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왔을 때 (...)" 약국에도 도

움을 청하고. 그리고 "엄마가 없을 때는 약국에 가있어라!"라

든지 이렇게. 자꾸 사는 곳에서 아이가 적응할 있도록 도와줘

야지...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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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 진단을 보호막으로 이용하기; 군 입대 준비시키기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기 위

해 어머니들은 '군대'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건

장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어머니들은 아

스퍼거 장애를 가진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에 큰 불안과 걱정을 가

지고 있었다. 어머니들이 지각한 군대는 "눈치 밥"으로 사는 곳인데

본인의 아들은 결정적으로 그 눈칫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곧이곧대로 규율을 지킬 것을 고집하는 아들이 군대 내에서의 변칙

이나 부조리를 견디지 못할 것을 염려했다. 더욱이 학교에서 고립과

왕따를 지속적으로 경험했던 아들이, 군대라는 폐쇄된 사회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군화에 짓밟히는 심리적 상처"를 받고 오

지는 않을 까 걱정하였다.

우리 아이들은 끌려가면 정말~ 훈련하다 정말~ 우리 아이들

은 군화에 짓밟히면 이 심리적으로 이~ 데미지가 커가지고(헛

웃음), 아이들 망가져서 올까봐~ 그래서 막~ (참여자 14)

군대 문제도 걸려 있고. 군대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새는 면제는 또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저는 또, 할 수만 있

으면, 정상적이면 얼마든지 보내겠어요. 왜냐하면 단체도 좀

경험해보면 좋은데. 가서 잘못 경험해가지고 큰일 나면 또 안

되니까. 걱정이 되고. (참여자 12)

군 입대에 대해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

황에서 융통성이 부족한 아들이 폭력적으로 변해 사고를 일으키지

는 않을까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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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4학년 때 군대에서 총기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

내 애가 군대 가서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하면, 그 땐, 애 손에 총이 있으니까, 아주, 상상하기

도 싫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장애진단)는 받아놔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했어요. (참여자 11)

이러한 군 입대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어머니들은 '장애진

단'을 받는 것을 선택하였다. 어머니들은 장애 진단을 표시나지 않

는 장애를 가진 아들을 세상에 표시 내는 수단이며 보호막으로 생

각하고 있었다.

저희가 참 이 진단을... 어떤 엄마들은 (장애)진단 받고 우는

사람, 병원에서 보면 진단 받았다고 '막~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

더라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군대 때문에 안 나올까

겁내 하는 엄마들이... 경계선급 엄마들이거든요. 군대 갈 까봐

무서운 거예요, 막~ 차라리 표가 나는 게 나은데... (참여자 14)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진단을 통해 아들의 장애를 사회적으로

표시내고, 보호를 받기 원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였다. 본 연구의 16명의 참여자 중 8명은 장애진

단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장애진단을 통한 사회적 보호와 편견 사

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대를 위해 장애진단을 선택한 경

우에도 자신의 결정이 아들을 위해 옳은 것인지를 놓고 또 다시 갈

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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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과연 장애진단을 받고 군대를 안 보내는 것이... 그럼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군대를 보낼까? 그럼 군대

에 가서 애가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애가 군대에 가서 조

직 생활에 적응 못할 건 뻔해요. 막~ 그게에... (참여자 1)

이게(장애진단) 받고 나니까, 받으러 갈 때... 받고 나서 눈

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내 아들이 이제 딱지를 하나 붙이고,

무슨 주홍 글씨도 아닌데, 그런 딱지가 붙는 거 같은... '이게

잘한 짓인가? 못한 짓인가?' 막 이렇게 하는데... (참여자 11)

다) 사막에서 길 찾기; 직업 준비시키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뿌리내리며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마지막

관문인 직업을 위해 어머니들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였다. 하

지만 어머니들은 성인기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진로에 대

한 전망이나 지도지침이 부족하고, 있다 해도 외국사례에 머물러 있

어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려우며, 열악한 직업 환경 등 자녀의 직업

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에 봉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들은 완전 독립은 되지 않을 지라도 정신적

으로라도 독립시키기 위해 꾸준히 교육하고, 자녀보다 한 발 앞서

달리며 자녀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모색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의

독립을 준비함과 동시에 만약 자녀가 사회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돌아올 곳"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직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일반 아이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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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고, 조금씩 꾸준히 준비해 갔다. 가장 원

하는 미래는 컴퓨터, 예능적 재능 등 자녀의 특별한 관심이 활용되며

사람과 대면이 많지 않는 직종을 구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요리, 컴퓨터 등 실질적 기능을 준비하기도하였

다. 이러한 준비기간 동안 어머니들은 이미 성장한 성인기 자녀의 성

공담 등을 보며 방향설정을 하기도하고, 자녀의 적응정도를 알기 위

해 실제 직업 현장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켜보기도 하였다. 또한 완

전 독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신적으로라도 독립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사후에도 자녀가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부모라는 도움이... 울타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살아

나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해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냉정하게

도 얘기를 해요 나는. "나중에 너 엄마 아빠 없을 때 네 혼자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네가 기술을 배우든지,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참여자 9)

이러한 과정 속에 어머니들은 자녀보다 한발 앞서 자녀가 정착할 직

업 환경을 돌아 보기도하고, 자녀가 도움 받게 될지도 모르는 지역사회

기관을 후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가 일하게 될 장애인의 직업세계를 알기 위해

직접 장애인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혹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

비하여, '자녀가 돌아올 곳'을 준비하였다. 자신의 노후계획에 재정적,

공간적으로 자녀의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는 자녀

를 위해 귀농을 선택하기도하며, 자신의 사후를 대해하여 후견인을 세

울 결심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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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회생활도,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할 때까지

하고, 정~ 정말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던가... 그런 일

이 생길까봐, 저희가 귀농을 하려고 해요. (...) 그렇게 살다가

안 될 때 걔가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귀농

을 하려고 해요. (참여자 11)

다. 어머니 자신의 인생 찾기

어머니들은 그동안 자녀의 인생을 위한 마라톤이었다면 성인기

이후에는 어머니 자신을 위한 마라톤을 하기를 소망하였다. 그것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며 사회복지사 공부 등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기도하고, 실질적으로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꿈꾸는 제 2의 인생은 자

녀가 독립하여 '혼자 달리기'가 이뤄질 때 가능한 것으로, 자녀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처럼 자신의 제 2의 인생 또한 막연하고 두려움

과 희망이 공존하는 것이었다.

일단 아이들이 직장을 가지면,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고 싶은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 사회복지사 공부 해놨거든

요. '나도 내 삶을 찾아보련다!' 막~ 이러고. 하하하(웃음). 근

데 이제 그게 아들들이 길을 잘 찾아갔을 경우가 되는 거지.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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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하는 각자의 마라톤 시작하기

가) 정신적・육체적 독립시키기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장발달과 함께 완전히는 아니지만 자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정신적으로 분리하고 독립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자녀의 독립정도에 상관없이 마음으로는 여전히 "평생 나의

품에서 놓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어머니도 있었다.

'자기 인생이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에 자기가 부딪혀서, 자기가 부딪히고 캐치하고 살아가는 거

는 걔 몫이다. 00이 몫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컸다고 생

각을 하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걱정되거나 화나거나 그렇지 않

더라고요. (참여자 15)

어릴 때부터 꾸준히 독립을 준비하며 일상생활 훈련과 직업 훈련

을 해온 경우 요리 등 가사 활동이 가능하고, 독립적 이동이 가능하

였다. 이는 진로로도 연결되었다. 참여자 6은 어릴 때부터의 요리와

가사훈련을 통해 부모가 여행을 가도 오히려 비장애형제 보다 안심

이 될 만큼 부모로 부터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00이 키우는 동안 제일 신경 쓴 게 그거에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반듯하게 키워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짐이 안 되어야겠

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00이는 모든 요리 거의 가능합니다.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00이는 저희가 여

행을 가도 괜찮아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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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녀 스스로도 독립에 대해

동기부여 되어 '직업은 당연히 갖는 것, 부모로부터 당연히 독립하

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등 '혼자 달리기'를 위한 정신적 준비가 되

었다. 실질적으로 참여자 9의 자녀는 현재 자폐성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택배 일을 하는데, 자녀의 지하철 노선과 행정구역 암기와

파악능력, 그리고 독립적 이동 능력이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

다고 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 같은 거 타는 거 좋아하거든

요. 교통. 그리고 머리 속에 이 지하철 노선이 다 들어 있으니

까 배달 이런 거.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거 보다 자기는 그게

훨씬 자기는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즐

겁게 다니고 있어요. (참여자 9)

나) 장벽 앞에서 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

반면에 오랫동안 미래를 준비 했음에도 열악한 직업 현실 앞에서

직업 찾기라는 도전을 뛰어 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실질적인 직업현장으로 보내기 보다는 계속 교육만 시킨 다거나, 자

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해서 평생 붙어살기를 결심하기

도 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언제까지 자녀와 함께할 수 없음을 생각

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했다.

20대 돼서 부터… 엄마들이 뭐만 배우러 다니게 해요. 학교

에 평생교육원 같은데 그런데 다니거나… 학점제… 거기에 다

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계속 엄마들이 그런 식으로 돌려요. 저

희 모임의 엄마들이 거의 다 그런… 아후(한숨)… (참여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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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비되지 않은 미래; 유아기로 전환하기

반면에 홀로서기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사회로 가야할 자녀가 다시

유아기처럼 노년기의 어머니의 품에 돌아오게 되었다. 성인기의 자녀

는 사회적으로 명문대학교를 중퇴하거나 외국 유학을 다녀오는 등 지

적인 수행에서는 우수한 면을 보였으나 사회적 기능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칩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에 따라 노년기의 어머니는 몸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유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처럼 '시간, 정신 그리고 신체적'으로 예속된 생활

을 하게 되었다. 독립하지 못한 성인기 자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를 하거나, 24시간 어머니와 붙어 있으면서 어머니에게 화풀

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감각적 예민함으로

인해 청소기기도 못 돌리게 하거나 TV도 못 틀게 하고, 일상이 자

신의 규칙대로 이뤄지길 원하며 어머니의 일상을 간섭하는 등 어머

니의 삶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외로운 자녀는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커로 오해를 받기도하고, 쉽게 속아 넘

어가는 속성으로 인해 핸드폰 소액 결제로 고액의 핸드폰 요금이

나오는 등 적응 상의 어려움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성인으로 성

장한 자녀는 어머니의 훈계를 거부하였고, 법적으로도 성인인 자녀

의 삶을 통제할 수 없어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면서, 스펨문자로 여자를 소개

시켜준다는 메시지를 받고 200만원을 입금을 한거에요... 핸드

폰비가 거의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나와요. 핸드폰을 취소하러

대리점에 갔더니, 성인이어서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

다고 말해서 없애지도 못했었어요.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 같아

서 무서워.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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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단련된 마음과 관계의 근육

어머니들은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와 함께 페이스메이커로

뛰는 동안 인격과 인생관이 깊어지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으며, 가족 관계도 더욱 견고해졌다. 또한 자신의 자녀 뿐 아니

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이 넓어졌으며, 자

녀에 대해 "함께 키우는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사회 참여와 인식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등 공동체의식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1) 인격의 성숙

어머니들은 자녀를 "내 인생의 스승, 나로 사람 되게 한 아이"라

고 표현하였다. 어머니들은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의

내면에 대해 성찰에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불안

정성에 대하여 수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이러한 자신의

변화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동그란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럴 수

도 있지'가 가능한 사람, 각자의 상황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표현하였다.

깊이 있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더 인정스러워진

것 같아요. (...) '그럴 수도 있지.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 거. 그런 게 많이 생긴 거 같아요. 자식을 통

해서. (참여자 1)

또 한편으로는 자녀로 인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회에 자신과

자녀를 맞추려던 타인 중심적 삶에서, 자녀와 자신을 수용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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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으며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강해진 자아를 발견하

기도 하였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많이 휘들린 것 같애요. 크게는 시어머니, 남

편,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은 그런대로 일단 들어 주지만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좋아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힘이

랄까? (참여자 3)

어머니들은 아스퍼거 장애 자녀와 사회 속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나름대로의 인생철학을 터득하게 되었다. 처음 자신만이 특별

한 삶을 산다고 힘들어 했지만, 세상 이치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다(참여자 15)"라는 것을 깨달아 가

며, 자신의 삶과 자녀에 삶에 대해 더욱 수용적으로 변해 갔다. 일

부 어머니들은 인생의 유한성을 생각하며, "살아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즐길 것은 즐기자! (참여

자 3)", 돈이나, 정보력 등 보다 "나의 행복한 마음이 자녀를 위한

가장 큰 능력이다(참여자 1)"와 같은 자신의 마음을 다 잡고 인생을

안내할 인생신조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냥 아이의 작은 성장에 기쁨을 느끼고, '어쩔 수 없다!' 인

정하고,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하고. '

내 능력이 작은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물론 이것도 하고 저

것도 하고 그럼 좋겠지. 근데 나는 그걸 못해. 나는 배운 것도

적고 경제적도 안 되서 못해. 그럼 나는 다른 능력이 좋은 엄

마들을 보면 나는 비관해? 그럼 그것이 나와 아이들의 인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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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나?'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나의 행복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1)

(2) 자녀에 대한 수용

자녀의 장애를 고쳐야할 문제로 바라보고, 자신에게 신이 내린 고

통이요, 짐이라 생각했던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

게 되었다. 자녀가 자신에게 온전한 짐 덩어리가 아닌, "축복인데 단

지 해결해야할 문제를 가진 축복(참여자 12)"이며, 또한 "짐이면서

선물이고, 고통이면서 축복(참여자 3)"일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의

전환을 보였다.

00이는 내 인생에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축복이 오로

지 좋은 것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내가 해결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는 축복. (참여자 12)

자녀 자체에 대해서도 "부족한 아이가 아닌 단지 일반 아이와 다

른 길을 가는 아이(참여자 14)", "일반 아이인데 조금 특별한 아이

(참여자 6)"로 바라보며, 그전에는 자녀 자체를 장애로 바라보았다

면, 아스퍼거 장애라는 진단명 너머에 있는 자신의 자녀의 본질을

바라보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다. 한 어머니는 자녀의

특별한 세계에 대해 오히려 특별해서 장애라고 보일 뿐이라며 정상

과 비정상의 경계를 허무는 사회적 사유를 하기도하였다.

어느 날 내가 우리 00이를 일반인으로 보자고 생각을 했었

어요. 일반 애들 중에서도 왜... 멀쩡하게 다니는데, 도벽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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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도 있고, 감정조절이 안 되는 애들도 있고, 화를 확~ 내

는 애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애인데 '우리 아이가 좀 특별

하다라고 생각하자!' 생각하니까, 무지 쉬었어요. 00이랑 오랫

동안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게 꿈이잖아요. (참여자 6)

아주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모든 신비로운 세계가 있

는데. 보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

애가 될 수도 있지. 우리 세계는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

지 않기 때문에 장애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장애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맞죠, 선생님? 그런 거 같아. (참여자 10)

(3) 한 마음이 된 가족

어머니들은 자녀로 인해 남편과도 비장애 자녀와도 갈등과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과정 동안 어머니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아스퍼거 장애에

자녀에 대해 수용하게 되었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앉으며 더욱

가족 결속력이 커졌음을 경험하였다.

또한 장애를 가진 자녀 양육이라는 짐을 혼자 지고 가던 어머니

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해가운데 양육의 짐을 나눠 가지며 외

로운 경주가 아닌 가족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을 경험하였다.

애들 키울 때 제일 원망스러운 건 애기 아빠였었거든요. 이

해도 못하고, 항상 저랑 싸우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많

이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많이 바뀌고, 저를 이해

를 잘 해주고. 집안일은 절대로~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밥까지

해놓고 이러니까, 요즘은 너무 고맙더라고요. (참여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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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체 의식의 확장

자녀를 키우며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처럼 사회에서 어렵고 힘

든 아이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을 향

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마음 깊이 공감하고, 도와주고 주려는 다른

사람에게로 열려진 마음을 갖게 되었다.

제가 또 똑같이 이런 상황을 당하다 보니까, 다른 엄마의

아픔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저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 제가 조금 더 "갔다 오라고. 내가 잠깐 애를 봐주겠

다." 이런 것도 더 돌아보게 된 거죠, 사실은. (참여자 16)

어머니들은 그 전에는 자녀와 자신의 혼자만의 달리기라고 생각

하였으나, 자신의 자녀는 사회가 같이 키워야하는 자녀임을 인식하

며, 그동안 원망도 했던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살다 보면 교회도 그렇고 일반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찌 됐

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드는 게, ‘나 혼자 절대 키울 수 있는 애가 아

니구나. 다 같이 키우는 거구나.’ 그거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서. 어렸을 때는 저 혼자 그러는 거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까 ‘다 같이 키워지는구나.’ 그런 거 같아요. (참여자 4)

또한 함께 키우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아

이들을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 관심의 폭이 확

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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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몰랐을 부분에서, 새로운... 알게 해준. 다른 사회의 영

역에 대해서 눈 뜨게 해준. 안 그러면 뭐 발달장애고 뭐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난 몰라, 난 몰라.' 이런 식이었는데, '아,

이런 삶도 있을 수도 있구나!' 하고, '이런 삶 속에서는 어떻

게 살고, 우선 사회적으로 뭐가 더 필요하며~' 하는 정도는.

이제 제가 생활하면서 불편한 거는 느꼈으니까. (참여자 12)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자녀와 함께 길잡이 없는 초행길

같은 마라톤에서 초보 페이스메이커로 달리던 어머니들은 다른 어

머니들이 자신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자조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기도하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학위과정을 통해

전문가로 활동하기도하며, 협회를 만들어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등 초보 페이스메이커에서 훈련된 페이스메이커로 성장하

여 다른 이들에게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들어 주려 노력하는 모습

을 보였다.

나도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너무 그 시절을 후회한다. 너무

후회해도 도움이 안 되는 시간이었다. 특히 아이한테. 짧게 해

라." 안할 수는 없죠,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면... "짧게 해라. 그건 나중에 너무 후회되는 일이다." 그

건 꼭 이야기 해줘요. "많이 아파하지 마라. 짧게 아파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많이 아파해 보고 갈 데까지 가봐야 돌

아오잖아요.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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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근간을 둔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

하였다. 이에 따라 어머니들이 아스퍼거 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새로

운 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며,

그 상황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의미부여 하고, 작용・상호작

용을 통해 적응해 가는 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본 사회 심리과정

(BSPP: basic social psychological process)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 범주는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

기'로서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기본

사회심리 과정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녀의 페이스메이커

로 살아가기'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에

통합시키는 과정이다. 즉, 어머니들이 자녀의 장애를 '결함'이라는

관점에서 '다름'의 관점으로 수용해가며, 자신과 자녀에 대한 새로

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과정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로 도출된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

니의 양육 경험 과정에 관해 논의하고,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

본 연구의 참여자는 16명으로 모두 아들을 둔 어머니이었다. 아스

퍼거 장애의 남녀 비율은 4:1 정도로 추정된다(Attwood, 2007/2010;

CDCP, 2014). 이러한 유병 율을 참고했을 때 의도치 않았으나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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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참여자는 편중되어 모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Attwood (2007/2010)는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여자 대상자들이

세밀한 관찰을 통해 사회적 상황을 암기하고 위장 전략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능숙한 사람인 척 살아간다고 하였다. 또한 아스퍼거 장

애를 가진 남자 아이에 비해 관심사가 독특하지 않고, 운동 협응 문

제 또한 두드러지지 않으며, 진단 평가에 의뢰될 만큼 품행장애 문

제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여자 대상자들을 "아스퍼거 장

애의 보이지 않는 끝"이라고 묘사하였다. 이와 같이 여자 아스퍼거

장애 대상자는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인 증상의 애매모호성이 남자

대상자 보다 현저하여 진단과 치료의 과정을 밟지 못하고 있을 가

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본 연구에서 아스퍼거 장애 딸을 가진 어머

니를 만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어머니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그 양육경험 과정과 그에 따른 논의 점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으로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자녀

'가 도출되었다.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는 정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하고 자폐스펙트럼 장애라고 하기에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증상의 애매모호성'을 보였다. 또한 능력 면에 있어서

도 인지적으로는 뛰어난 경우가 있으나 사회적 의사소통에는 어려

움을 보이는 등 능력의 격차가 심하였다. 이로 인해 자녀의 페이스

메이커로 살아가는 어머니는 어느 수준에 자녀의 속도를 맞추어 살

아가야할지 혼란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Portway & Johnson (2005)은 아스퍼거 장애의 이러한 특징을 "

경계선 정상(marginal normality)"이라고 표현하였으며, 동일성과 특

이성 사이의 흐릿한 경계에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이들의 연구

에 참여 한 25명의 아스퍼거 장애 성인들은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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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일상에서 오해와 따돌림 등을 받았으며, 외로

움, 불행감,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였다. Lasser & Corley

(2008)의 연구에서는 애매모호하고 눈에 보이 않는 자녀의 증상으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가 접하는 사회체계인 학교와 직장 등에서 적극적

인 자녀의 옹호자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노력을 "정상

세우기(constructing normalcy)"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의 특징을 '정상과 비정

상의 경계에 있는 자녀'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러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라는 핵심 범주를 통해 설

명하였다.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양육경험의 과정은 '출발선 찾기, 돌

진하기, 완급조절하기, 대열에 합류시키기, 혼자 달리기 준비시키기'

로 도출되었다.

첫째, '출발선 찾기'는 어머니들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서 애매

모호성을 띄는 자녀의 상태를 알기 위해 진단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 어머니들은 자녀의 다름을 인지하고 빠르게는 36개

월에 진단을 추구하여 평균 12세에 아스퍼거 장애로 진단되어졌다.

이는 평균 11세 진단 연령을 제시한 Howlin & Asgharian (199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국외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진단 연령이 3.9-7.2세로 어려졌음(Barbaro & Dissanayake,

2009)을 참고할 때, 우리나라는 국외의 9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조기진단은 아동의 지능발달과 중재의 효과 및 예후

에 영향을 미치므로(Dawson, 2008; Peterman & Koglin, 2008), 조기

진단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조기 진단을 추구했던 어머니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기존에 양육경험이 있거나 정상발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 자폐성 장애에 대해 노출된 경

우 그 민감성이 증가하여 진단과정을 빨리 밟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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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고려할 때 조기 발견을 위해, 정상 성장발달과정에 대한 교

육과 함께 경미한 자폐적 특징을 나타내는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

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들에 대한 중재뿐만 아니라 조기 진단을 위해 치료

인력들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다. 어머니들이 조기 진단 과정을 추구

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아스퍼거 장애로 진단 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평균 2-3개의 다른 진단을 거쳐 아스퍼거 장애로 진단되어졌다. 이

와 같은 진단의 혼선은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순례자"처럼 병원을 돌아다니게 하여 정신적, 육체적, 재정

적 소실을 초래하였으며, 치료진에 대한 불신을 갖게 했다. 이를 방

지하기 위해 치료 인력들의 아스퍼거 장애에 대한 민감성과 전문성

을 높여주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진단 연령이 평균 12세로 학령기에 학교

적응상의 어려움을 통해 교사의 권유로 병원을 찾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학령기 대상자들이 도피처로 도서실이나 보건실에 와서 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감안할 때 보건교사가 진단의 문지기

(gatekeeper)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보건교사를 신체적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학령기의 아스퍼거 장애 대상자의 대부분이 일반 반에서 완

전 통합으로 학교를 다님을 감안할 때, 보건교사 보수교육과정에 아

스퍼거 장애 대상자의 특징과 간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보건교사가 학교 일선에서 신체뿐만 아니라

총체적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인으로써 자리매김하고, 궁극적으로 아

스퍼거 대상자들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진단되어짐에 따른 정서적 반응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

격'을 경험하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확신과 안도감을 표현하는 참여

자도 있었다. 이는 초기에 분노나 부정을 보인다는 이기숙과 정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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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이애란 등 (201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안도감을 표현

하는 대상자에게 진단은 자녀를 이해하는 도구이며 통로로 인식되었

다. 참여자 중 한 명은 자녀가 아스퍼거 장애일 것으로 어머니 스스

로 추측하고 병원을 갔지만, 의료진과의 네 번째 만남에서 정확한 진

단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간이 오히려 의구심과 불안

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진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안내가 어머니들

의 불안감을 줄이고 장애 수용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돌진하기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녀가 아스퍼거 장애라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일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라는 것은 수용하지 못

했다. 이로 인해 자녀를 단 시간에 일반 아이로 만들기 위해 돌진하

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Schall (2000)의 연구에서는 "가

능한 빨리 춤추기(Dancing as fast as we can)"이라고 표현 하였다.

본 연구의 '돌진하기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정서적인 고통

을 최대한 억누르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자녀의 완치를 위해 쏟

고 있었다. 이와 같은 돌진을 하게 된 주 동기를 어머니들은 "아스

퍼거 장애에 대해 잘 몰라서"라는 표현을 많이 하였다. 이로 인해

치료진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거나, '좋다'라고 말하는 모든 치료를

쫒아 다니며, 자녀와 어머니 모두의 삶이 황폐화 되어 갔다. 이러한

'돌진하기' 기간을 짧게 해 주는 요인으로는 처음부터 완치가 없고,

장기간의 여정이라고 말해주는 치료진과 이미 그 과정을 거쳐 간

다른 어머니의 충고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돌진하기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완치의 희망의 끈을 놓

고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도록 돕기 위해 아스퍼거 장애의 치료와

예후 전반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이 과정을 거

친 어머니들과의 자조모임을 통해 자녀의 장애를 정서적으로는 수

용되지 않을 지라도 인지적으로라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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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완급조절하기 과정'은 어머니와 자녀 모두 새로운 정체성

을 찾고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이다. 장애수용이란 양육자가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적응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Barnett, Clements, Kaplan-Estrin & Fialka, 2003).

어머니들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마라톤의 데스 포인

트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어머니들이 자녀로 인해 변화

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자아와 타인과 세계에 대한

의미체계를 흔들어 애도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스스로 고

립을 선택하거나, 극단적으로 자녀와의 동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

다. 그러므로 이 과정 속에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상실감, 자책, 분

노, 우울' 등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간호 중재와 자살과 같은 극단

적인 행동을 예방하기위한 위기중재 간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들이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간호 중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들이 이 과정에

서 사용한 전략의 중재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Younger

(1991)는 숙달 이론(a mastery theory)에서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환

경에서의 '확신, 변화, 수용'을 통한 성장을 제시하였다. 확신

(certainty)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나 특정한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던 신념과 현

재의 변경된 '자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계'에 대한 관점을 통합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들은 과거의 일반 아이 어머니로써의

정체성과 새롭게 변화된 아스퍼거 장애 자녀의 어머니로써의 정체

성의 불일치로 인해 혼란 가운데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

었다. 하지만, 신앙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거나, 운명으로 받

아들이는 등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의 과정을 통

해 다시금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 114 -

또한 직접적으로 '자기 지시적 독백, 스트레스 관리, 자아 성취적

시도, 대인 관계적 위안추구' 등의 실질적 변화(change)의 방법을

시도하기도하였다. 수용(acceptance)은 변화할 수 없는 사건의 국면

을 인정하고, 상실한 것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사건보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Younger, 1991). 본 연구에 어머니

들은 자신이 아스퍼거 장애 자녀의 어머니라는 것이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세우기'를 통

해 변화된 삶을 수용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자녀 스

스로 정체성을 찾도록 노력하였다.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경우 '은폐하며 일반 아이처럼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치

료적 접근이나 특수반 등 교육적 도움을 거부하기도 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위험이 수반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

한 모습은 김원옥, 강현숙과 이명선 (2004)이 연구한 혈우병 환자들

의 적응 유형과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는 질병의 비가시성으로 인해

일반인에게 자신이 혈우병 환자임을 은폐하고 '아닌 척 하기, 부담

줄이기' 전략을 사용하여,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정상인처럼

살아가기'를 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자녀의 장애에 대

해 자녀에게 '숨기기, 우연히 알려지기, 적극적으로 알리기' 의 모습

을 보였다. 장애에 대해 숨기고 있다가 우연히 알려진 경우 자녀의

절망감, 분노, 무력감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극렬하였다. 이에 우연

히 알려지지 않고, 올바른 정보와 교육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장애

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자녀의 정체성 찾아 주기'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겠다.

'완급조절하기 과정'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인 어머니들은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시도하며 시행착

오를 겪었다.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정보를 찾고, 몸에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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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또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아스퍼

거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고, 행동 방식 등 이들이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는 지 알 수 있는 교육과 자녀와 소통을 돕는 부모

-자녀관계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출발선 찾기', '돌진하기', '완급 조절하기' 과정

은 어머니들이 자녀가 아스퍼거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인

지적 정서적으로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이다. 또한 이 마라톤이 어머

니 혼자만의 경주가 아닌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함께하는 경주이

기 때문에 자녀도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도록 중재하는 과정이 포함

된다.

어머니들의 장애수용과정을 돕기 위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

과에 설명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의 특성

및 치료과정에 대한 설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안내와 부모상담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Rose (2007)

는 동반자 치료 모형(partnership medical model)을 제시하면서 어

머니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이들이 온 몸으로 체득한 경험과 관찰을

치료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 그 과정을 거친 어머니를 교육

자로 역량강화(empowerment) 한다면 더욱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열에 합류시키기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전환기 마다 찾

아오는 불안감, 고립감, 왕따,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의 장애물

(huddle)을 만났다.

먼저 '전환기 마다 찾아오는 불안감'을 살펴보면, 유치원에서 초

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동하는 전환(transition)기 마다

어머니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의 적응

을 걱정하는 어머니들은 다시금 '돌진하기 과정'으로 돌아가 치료와

여러 가지 적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들을 과도하게 시도하



- 116 -

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외줄 타기 하는 자녀를 지켜보는 심정"으

로 자녀의 학교적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자녀의 적응상태에 따라 일

희일비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보냈다.

그러므로 '대열에 합류시키기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환

(transition)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새로운 환

경에 대한 자녀의 적응을 높여주는 중재와 자녀를 받아들이는 학교

의 준비도를 높여주는 중재 모두를 포함한다(이윤미, 2007). 어머니

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는 자녀의 학교 준비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받아 줄 학교가 준비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또한 컸다. 이러한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녀의

학교 준비도를 높여 주는 전환 프로그램과 학교의 준비도를 높여주

는 사회적, 교육적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적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영역의 적응을

도와 줄 수 있는 보건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왕따' 또한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 중에 하나

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왕따'라고 명명하였으나, 정식 용어

는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

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회손, 모욕, 공갈, 강요 및 강

제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교육부, 2014).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자녀의 학교 폭력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까지 이어졌으며, 자녀의 부족한 사회성을 악용하는 것부터 집단 폭

행까지 다양하면서도 심각한 행위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아스퍼거

장애 자녀는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였으며, 아스퍼거 장애 대

상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사진 찍 듯이 폭력 사건을 기억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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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동안 기억하는 것은 이러한 심리적 외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또래

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도록 성형을 시켜달라는 경우도 있었고, 수업

을 거부하거나 자퇴하는 등 학교부적응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1.5에서 10배까지 학교폭력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Shannon & Tappan, 2011), 특히 자폐성 장애 아동의 집단

따돌림이 다른 장애학생 집단에 비해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Twyman, Saylor, Saia, Maicas, Taylor, & Sptatt, 2010). 이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사회적 의사통과 사회

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결함이며, 학교폭력은 사회적 고립, 우울, 불

안 등 정신건강 문제 및 자살 사고 및 시도와 관련성이 크다

(Donoghue, Stallard & Kucia, 2011; Paquette-Smith, Weiss &

Lunsky, 2014). 그러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일선에서

아스퍼거 장애에 대한 교사 및 또래들의 이해와 수용 도를 높여 줄

수 있는 교육과 아스퍼거 장애 학생들의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및

학교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학교 폭력은 주로 쉬는 시

간에 이루어지며, 화장실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발생했다.

이를 감안할 때, 아동의 활동 반경에 대한 조사와 그 안에 학교 폭

력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주의와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나이가 들 수 록 또래의 압력이 교사보다 더 크게 작용

함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보호적인 또래의 역할

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Humphrey & Symes (2010)의

연구에서도 또래로 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가

장 큰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자녀로 인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뚝 떨어진 섬"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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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이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전략으로 어머니

들은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상태를 알리는 공개(disclosure)

전략을 사용하였다. 공개 전략을 통해 때로는 형식적인 공감과 위로

를 받기도하였지만, 그 안에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한

편 공개로 인한 자녀의 사회적 낙인(stigma)을 염려하여 비공개 전

략을 사용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이런 경우 '아닌 척 살아가기'위해

다시 '돌진하기 과정'으로 회귀하였다. 자녀의 교육 및 여러 가지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을 학교 밖에서 익혀서 학교 안에서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려 노력하였지만, 자녀의 다름은 가려지지 않고, 비

공개로 인해 이해나 배려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립되는 현상을

일으켰다. Scambler (2006)는 "은폐 디스트레스 모형"에서 실제로

경험한 낙인 보다, 낙인에 대한 본인의 지각이 은폐 전략을 사용하

는데 더 크게 기여한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이 지각한 아스퍼거 장애

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탐색하고 중재하는 것이 고립감을 감소시키

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과정인 '혼자 달리기 준비시키기 과정'은 어머니와 자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독립하여 각자의 마라톤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하는 과정이다. 자녀의 독립을 준비하는 성인기 어머니는 "막막한

사막 가운데 있는 느낌"이라고 그 심정을 토로하였다. 아스퍼거 장

애 자녀의 미래 준비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는 자녀의 부족한 사

회성도 있었지만, 진로에 대한 안내지침 없이 희망만 제시하는 사회

를 지적하였다. 성인기 자녀의 삶의 질, 직업 현황과 취업전망 등에

관한 종단적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미

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과 직업에 필요한 준비를 꾸준히 해온 경우

성인기에 의식주의 독립이 이루어졌고, 물리적인 분리는 아닐 지라

도 정신적 독립을 보였다. 하지만, 늦은 진단으로 준비 없이 성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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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맞이한 경우는 독립하지 못하고, 유아기처럼 가정에서 어머니와

밀착하여 지냈다. 자녀는 무료함으로 인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

터 게임에 매달리기도 하고, 함께 지내는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독립하지 못하고 어머니

와 밀착하여 지내는 성인기 자녀의 어머니들이 심리 및 신체적 간

호요구가 높은 대상층임을 알 수 있다. 가정방문간호의 고위험군으

로 분류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혼자 달리기 준비시키기 과정의 적응적 성취를 위해 조기

진단과 빠른 장애 수용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별히 늦은 진단으로

성인기에 진단 받은 사람들을 위한 개별화되고 집중적인 간호중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폐스펙트

럼 장애 치료기관이 드물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또한 성인기 자폐성

장애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기 자녀의 독립과 사

회통합 그리고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신보건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오랫동안 독립을 준비해 왔지만, 열악한 직업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계속 교육프로그램을 받게 하면서 독립을 유보시키는 경

우도 있었다. 아스퍼거 장애 대상자 중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

움이 있으나 인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다. 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

들의 보고에 따르면 직업배치에 있어서 이들의 능력이 반영되지 않

고, 정신 장애인이라는 범주 안에서 무작위 배치되고 열악한 직업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은 경제적 필요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자아가치와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Attwood, 2007/2010). 그러므로 전인적

간호를 지향하며, 이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적합한 일자리 마

련과 권리에 대한 옹호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타 학문

과의 협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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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대열에 합류시키기'와 '혼자 달리기

준비시키기'는 어머니들이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지역사회에 통합

(community integration)시키는 과정이다. Wong & Solomon (2002)

은 지역사회 통합을 물리적 통합, 사회적 통합, 심리적 통합으로 분

류하였다. 물리적 통합이란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여러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이며, 사회적 통합은 일반인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

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심리적 통합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정서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통합은

정신장애 대상자 간호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자녀를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은 '장애에 대한 편견'이었다.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편견은 '아스퍼거 장애'라는 진단명에 대한 편견이 아닌,

자녀의 특성과 행동이 일반 아이와 '다름'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이

었다. 또한 어머니 스스로 지각한 편견으로 인해 그 대처와 적응 양

상의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편견(social stigma)은 사회적으로 평가절하 되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부정적인 태도이며, 이러한 사

회적 편견을 자신의 신념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각된 사회적

편견(perceived social stigma)이라고 한다(Corrigan & Rao, 2012).

지각된 사회적 편견은 수치심, 죄책감 등을 수반하고, 자존감과 자

기 효능감을 낮추며, 삶이 목표를 성취하는 장벽이 되어 결국 장애

를 가진 사람과 가족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Corrigan &

Rao, 2012; El-Bardi and Mellsop, 2007).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장애에 대해 숨김으로

대처하려 하나,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법 중

에 하나가 공개(disclosure)이다. Corrigan & Rao (2012)는 정신 장

애인의 공개의 수준을 '사회적 회피(social avoidance),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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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cy), 선택적 공개(selective disclosure), 무차별적 공개

(indiscriminant disclosure), 방송(broadcast)'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회피는 사회적 편견을 받지 않기 위해 사회로부터 철회

하고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다. 비밀유지는 사

회 속에서 함께하나 자신의 장애에 대해 숨기는 것이다. 선택적 공개

는 이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공개하는 것이다. 무차별

적 공개는 아무에게도 숨기지 않는 것이며, 방송은 스스로를 자랑스

럽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정신 장애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지각한 사회적 편견의 정도에 따라 공

개의 정도가 달랐다. 자녀의 장애에 대해 수용하였으나, 지각된 사

회적 편견의 정도가 높은 경우 자녀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적 상황을 회피하거나, 비밀을 유지하고, 선택적 공개의 모습을 보

였다. 하지만, 이러한 낮은 수준의 공개는 대인관계의 폭을 제한하

고 여전히 자신과 자녀에 대한 수치심을 내재화하며 살아가게 된다

(Corrigan & Rao, 2012).

반면에 일부 어머니들은 '무차별적 공개나 방송'의 수준으로 자신

과 자녀를 공개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또 이제

막 자녀의 장애를 알게 된 어머니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기 위

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을 보조치료자로 그 역량을 강화하

여, 양육경험과 대처전략의 노하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

는 맥락적 조건은 장애 수용과 사회 통합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로

서 '발달적 느림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 다름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

사회의 경쟁과 배려의 정도'이다.

'발달적 느림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는 사회가 발달의 느림에 대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의미한다. 발달적 느림에 대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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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의 민감도는 어머니의 적극적 진단과정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양육하는 서남아시아 어머니를 대

상으로 연구한 Loung, Yoder & Canham (2009)에서도 '대기만성'과

같은 사회적 풍토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기의 발

달검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정착시키는 것과 조기 발견을 위한 어머

니의 교육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름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가 높을 수 록,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

려의 정도가 클 수 록 어머니들이 장애를 수용하고 자녀를 사회에

통합시키기에 용이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스퍼거 장애 뿐만 아니라

장애 전반에 대한 긍정적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의

료 및 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나를 지탱하는 힘'은 '자녀의 페이스메이커

로 살아가기'를 지속하게 하는 중재적 조건이다. 이것은 '성격 특성,

신념, 장애 자녀가 주는 기쁨, 사회적 지지'로 구성된다.

Polk (1997)는 고난을 성장으로 변화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

인 회복력(resilience)의 특성을 '성향적 패턴, 관계적 패턴, 상황적

패턴, 철학적 패턴'으로 분류하였다. 성향적 패턴은 자아와 관련된

정신사회적 요인으로 자아 통제감, 긍정적 자존감이 포함된다. 본

연구 결과 중 어머니들의 성격적 특성인 '포기하지 않는 끈기, 긍정

적 성격,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성격, 목표 지향적 성격'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적 패턴은 넓은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까지를 포함한다.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 남

편의 지지, 정상 발달을 하는 비장애 형제, 주위 분들의 격려, 자조

모임'이 여기에 해당된다. 철학적 패턴은 개인의 신념으로, '신념:

모성애와 신앙'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머니들은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의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보여준 중재적 조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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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호중재를 통해 회복력 강화(resilience)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

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스퍼거 장애 자녀 양육과정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 자녀의 생의 주기별로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객관적 해

석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양희택과 박종엽 (2013)은 본 연구와 유사

하게 자녀의 성장발달 과정에 따라 '잠재기, 갈등기, 휴식기, 제2의

갈등기를 제시하였다. 잠재기는 본 연구의 '출발선 찾기 과정', 갈등

기는 '완급조절하기 과정', 잠재기는 '대열에 합류시키기 과정', 제2

의 갈등기는 '혼자달리기 준비시기 과정'과 유사하다. 하지만 각 시

기마다 어머니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

와의 방법론적 차이로 인해 어머니들이 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의 휴식기

는 학령기에 해당되며, 연구 참여자들이 지적장애 1-2급에 해당되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로 일반 아이들 사회 속에 있기보다는 특

수학급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자녀를 학교라는 기관에 맡기고 휴식

을 취하는 시기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일반

반에서 완전 통합되어 지냄으로 어머니들이 '전환기 불안감, 고립감,

왕따,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 등의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치열

하게 싸우는 시기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와 같이 근거이론을 적용한 오승민 (2013), 이애란 등

(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오승민 (2013)은 취학 전 자폐성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중심현상을 '죄의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스트레스 극복과 남편과의 갈등

해결하기' 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취학 전 아동의 어머

니로 본 연구의 돌진하기와 완급조절하기 과정을 오가는 상태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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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되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 중 '죄의

식'에 중점을 두어, '고립감, 완벽한 아이에 대한 상실감, 자신의 인

생에 대한 연민, 세상을 향한 분노' 등의 어머니들의 다양한 정서를

다룬 본 연구와의 차이를 보였다.

이애란 등 (2010)의 연구는 만5세에서 19세 자폐성 장애 자녀를 양

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명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살

아가기'라는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장애 수용과정을 '부정기, 방황기,

몰입기, 마음 조정기, 수용기'의 다섯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몰입기

는 본 연구의 돌진하기, 마음조정기와 수용기는 완급조절하기와 유사

한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에

서 멈추지 않고, '대열에 합류시키기, 혼자 달리기 준비시키기' 과정

을 통해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회에 통합시켜 가기 위해 어떠한 전략

을 사용하는 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탐색이 이루어 졌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어머니

의 장애 수용과정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발달 과정에 따라 달라

지는 어머니의 양육의 역경과 도전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기본 사회 심리과정을 도출하였다는 것에 의의

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적

응적인 양육과정을 위하여, 어머니들이 자녀의 장애에 대해 인지적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장애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점검하고, 인지행동치료 등을 통

해 어머니들이 지각한 사회적 편견의 정도를 낮추어 주는 것이 도

움이 될 것이다. 즉, 자녀의 장애와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어머니들이 자녀의 장

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간호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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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머니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의 대변인이며

옹호자로써 아스퍼거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낮추는 노력 또한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일 것이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인식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접 접하게 되는 교사, 치료진, 자녀의 또

래, 직장 동료들을 주 목표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이들

이 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거시적인

간호중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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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적용

본 연구는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양

육 경험을 자녀의 발달 과정에 따라 심리・사회적 맥락 안에서 총

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즉, 어머니들의 양육 경험

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라는 핵심범주

를 중심으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어머

니들이 사용한 전략, 이러한 전략에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 결과

로 구성된 실체 이론을 도출하였다(Figure 2). 이러한 연구 결과의

간호에의 적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연구

본 연구는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구축하였다. 이는 어머니들의 독특한 간호요구를 파악하

여 치료적 중재전략을 개발하고, 어머니를 간호의 협력자로 교육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들이 '출발선 찾기, 돌진하기, 완급조절하기, 대

열에 합류시키기, 혼자 달리기 준비시키기'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평가하고 사정(assessment)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하고, 각각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비단 아스퍼거 장애에만 적용되지 않고,

장애의 특성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거나 사회적 편견을 일으

키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험으로 확대하여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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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실무

본 연구의 결과는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와 이들의 어머니의

삶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고, 이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적합한 간호

를 제공하도록 촉진 할 것이다.

치료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주로 '출발선 찾기', '돌진하기'와 '

완급조절하기' 과정에 있는 어머니들을 간호현장에서 만나게 되며,

보건교사나 정신보건 간호사는 '대열에 합류시키기'와 '혼자 달리기

준비시키기'의 과정 중에 있는 어머니들을 주로 접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간호사들이 어느 한 단계에 국한 되지 않고,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망하고, 다음 단계를 예

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통해 거시적인 시야를 갖고 어머

니들을 간호하며, 각 단계에 맞춤식 간호를 제공하고, 다음 단계로

의 이행을 촉진하는 총체적이며 전문적인 간호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간호교육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 전문직을 양성하는 간호대학의 교육과정

중 소아청소년 정신건강간호 및 소아청소년 간호의 교육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 대상자인 아스퍼거 장애 자녀

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총체

적 간호 요구에 대한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 줄 것이다. 또한 아스퍼

거 장애 대상자와 어머니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정신건

강의학과 간호사, 보건교사, 지역사회 정신보건 간호사의 교육 및

보수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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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이론 방법을 통하여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유아기

부터 성인기까지 성장・발달하는 자녀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양육의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지는지 그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이들의 삶에 관

한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간호이론, 실무 및 교육을 위한 기초 지식체를 제공

하는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아스퍼거 장애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은 어떠한가?" 이었다.

본 연구 참여자는 아스퍼거 장애로 진단받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

머니 16명으로, 자료 수집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개별심

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자료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

여 필사한 후 Corbin & Strauss (2008)와 Strauss& Corbin (1998)

의 자료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 경험의 핵심범주는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였다.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

아가기'란 어머니들이 자신에게 태어난 아스퍼거 장애 자녀의 장애

를 '결함'이라는 관점에서 '다름'의 관점으로 수용해가며, 자신과 자

녀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녀가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인생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범주인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중심으로 아스

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 과정의 인과적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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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자녀: 증상의 애매모호성, 길잡이

없는 초행길'이 도출되었다. 맥락적 조건은 '장애수용과 사회통합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발달적 느림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 다름에 대

한 사회의 수용도, 사회의 경쟁과 배려의 정도'이었다. 중재적 조건

은 '나를 지탱하는 힘: 성격적 특성, 신념, 장애 자녀가 주는 기쁨,

사회적 지지'이었다.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의 과정은 '출발선

찾기, 돌진하기, 완급조절 하기, 대열에 합류시키기, 혼자 달리기 준

비시키기'의 다섯 단계로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출발선 찾기 과정'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오가는 자녀

의 정체를 알기 위해 진단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다르지만 크게 다

르지 않는 자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진단을 추구하며,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은 진단과정의 혼란 끝에 어머니들은 진단명을 받아들

이고, 아스퍼거 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둘째, '돌진하기 과정'이다. 어머니들은 마라톤의 출발선에 섰지만

이 경주가 장기간의 마라톤이라고 자각하지 못하고, 아스퍼거 장애

를 가진 자녀를 단 시간에 일반 아이로 만들기 위해 매진하는 단계

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소진된 후 완치란 없음을 받아들

이고 단거리 경주자에서 진정한 마라톤 경주자로 전환하였다.

셋째, '완급조절하기 과정'은 어머니와 자녀 모두 새로운 정체성

을 찾고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이다. 페이스메이커로서 어머니는 자

신의 자녀가 일반 아이와 다른 자녀임을 받아들이고, 자녀와 함께하

는 마라톤을 위해 일반 사람들 속에서 자신과 자녀의 페이스(pace)

를 찾는 시기이다. 이 과정은 '정체성 찾기 위해 숨고르기: 마음 추

스르고 새롭게 살기, 나와 다른 세계를 가진 자녀 이해하고 소통하

기, 자녀의 정체성 찾아 주기'의 전략을 사용하여, '장애 수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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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찾기: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세우기, 자녀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갖기, 자녀가 자신의 독특한 세계를 받아들이기'라는 장애 수

용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

넷째, '대열에 합류시키기 과정'은 '전환기 마다 찾아오는 불안감,

고립감, 왕따,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의 장애물을 뛰어 넘어 자녀

를 일반 아이 속에서 뛰도록 하는 과정이다. 즉, 지역사회 통합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혼자 달리기 준비시키기 과정'은 지금까지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자녀와 함께 달려 왔지만, 자녀의 성장과

발달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분리를 준비시키고, 어머니와 자녀 각자

의 마라톤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어머니들은 '단련된 마음과 관계의 근육:

깊어진 인격의 성숙, 자녀에 대한 수용, 한 마음이 된 가족, 공동체

의식의 확장'에 이르게 된다. 이는 더 넓은 세상으로 함께 달리기에

적합한 마음과 관계의 근육이 되어, 계속되는 마라톤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본 연구는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양

육 경험을 자녀의 발달 과정에 따라 심리・사회적 맥락 안에서 총

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의도치 않았으나 아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

만 모집되어서 딸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이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20세 이상의 대상자가 6명이었으나 4명이 대학생으로

여전히 학령기적 양육 경험의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어머니로부

터 독립한 성인기 자녀의 양육경험을 도출하는 것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이와 같은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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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딸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아

스퍼거 장애 딸과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비교 연구하여

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성인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

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각 과정을 기초로 어머니들이 어느 과

정에 머물러 있는 지 사정하고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촉

진할 수 있는 간호중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어머니들의 양육 경험의 전략에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은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의 특성과 유사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나타

난 '나를 지탱해 주는 힘: 성격특성, 신념, 장애 자녀가 주는 기쁨,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중 양육 경험의 각 과정

을 적응적으로 거친 어머니들을 보조치료자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섯째,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인 '장

애 수용과 사회 통합의 사회문화적 조건: 발달적 느림에 대한 사회

의 민감도, 다름에 대한 사회의 수용도, 사회의 경쟁과 배려 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등의 범국민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성공적인

양육을 돕는 교육 및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조기 진단과 치료

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의 실시, 그리고 이들이 사회 안에서

통합되어 살아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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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인구학적 특성 질문지

어머니께서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동안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다음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 다음은 어머니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어머니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세

2. 어머니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3. 어머니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기타( )

4.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혼 □② 이혼 □③ 사별 □④ 기타( )

5. 자녀의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명

6.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전업주부 □② 전일제 근무 직업 □③ 비전일제 근무 직업

※ 다음은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녀 분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세

2. 몇 세에 아스퍼거 장애로 진단을 받았습니까?

( )세

3. 자녀는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장애진단 등급은 무엇입니까?

□① 아니오 □② 예(장애진단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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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면담 질문

1. 언제, 어떻게 자녀가 아스퍼거 장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나요?

2. 처음 자녀의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의 생각이나 감정 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3.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등 치료과정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 아이가 태어나서 만3/만4-6세/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양육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5. 아스퍼거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면서 일어난 어머니의 생활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6.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족의 관계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7.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8.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계속 돌볼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나요?

9.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계시나요?

10. 힘들 때 누가, 무엇이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11. 자녀를 양육하기 전과 비교 했을 때 현재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가 어

떻게 바뀌었나요?

12.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3. 앞으로 계획이나 전망은 어떤가요?

14. 다른 아스퍼거 장애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15. 사회나 전문기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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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enting experience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 Focusing on Asperger's disorder -

Jung Sun-A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 studies show that the clients with Asperger's disorder

suffer from depression and anxiety and have a high rate of

suicide attempts and that their mothers also experience severe

stress, depression and low quality of life. Nevertheless, as the

difficulties their mothers experience have been ignored and

many of them are studied as part of autism spectrum

disorders, their distinct nursing needs have been barely

identified. Thus, the mothers require professional help in

order to overcome challenges and difficulties in raising their

children with Asperger's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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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substance theory

on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the mothers with the children

suffering from Asperger's disorder through in-depth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eir parenting experiences and

thereby, to make their difficulties understood better and provide

an elementary body of knowledge for nursing theories, practices

and educations eventually.

The research question was “What are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the mothers with the children suffering from

Asperger's disorder?”

The grounded theory method by Corbin & Strauss (2008) and

Strauss & Corbin (1998) are used i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are 16 mothers with

children diagnosed with Asperger's disorder and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from January, 2014 to June,

2014. Each participant was interviewed once or twice times with

each session lasting 2 hours and 15 minutes on average.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transcribed and analyzed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cipant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10 categories and 26

sub-categories are identified.

2. The core category of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the mothers

with the children suffering from Asperger's disorder was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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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pacemaker of a child, which is a course of the

mothers accepting their children’s disorder and helping them

to be members of society.

3. The causal condition was “a child on the boundary between

normal and abnormal: ambiguity of the symptom and entering

unchartered territory without a guide”; the contextual conditions

was "social-cultural atmosphere of the accepting disorder and

social integration: the level of sensitivity to being slow in

development in society, the level of acceptance of being different

in society and the level of competition and consideration in

society” and the intervening conditions were “things sustaining

oneself: character, faith, a happiness from children, and social

support."

4.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the mothers with the children

suffering from Asperger's disorder were classified into the 5

phases: “find out the starting point”, “charging forward”,

“adjusting the tempo”, “letting a child join the ranks of normal

children” and “preparing a child for running alone."

5. Through the process explained above, the mothers come to

have “strengthened muscles of mind and relationship: maturity of

character, acceptance of children, stronger family bonding, and a

broadened community spirit."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tried to get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the mothers with

the children suffering from Asperger's disorder by analyzing the

experienc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 of th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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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ntext. Based on this research,

propose developing education and nursing intervening programs

to help the mothers raise the children suffering from Asperger's

disorder successfully; implementing expert education to facilitate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and formulating policies to

improve social awareness so that the children with the disorder

can live as the members of the society.

Key words: Asperger’s disorder, autism spectrum disorders,

parenting experience, grounded theory.

Student number: 2009-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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