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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 환경에서 장애아동 부모의

내  경험과 행동에 한 질  연구

이 선 아(이선아언어크리닉)․한 유 진(명지  교수)

본 연구는 치료실 환경에서 아동이 치료를 받는 동안 기 중에 나타내는 부모의 행동과 다

양한 감정을 찾아내고 그것이 가지는 내적 의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현상학적으로 접근한 질

적 연구이다. 연구는 경기 지역에 위치한 한 개소의 언어심리연구소에서 장애아동의 부모 10명

을 상으로 관찰과 면담지 작성, 그리고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관찰과 면담 내용을 녹음 및 전사 

하였으며, 전사된 축어록은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여 개별 자료에서 장애 부모의 행동과 생생

한 경험들을 표현하였다. 이들 자료에서 얻어진 내용 중 공통된 주제는 범주화 작업을 거쳐 11

개의 주제로 도출하였으며, 두 명의 연구자가 번갈아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서로의 편중된 견해

나 해석 방식으로부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증 작업을 거쳤으며, 연구자 외 동료 연구

자에 의해 타당도 작업을 거쳤다. 

본 연구의 결과 얻어진 의미 있는 11개의 주제는, 크게 관찰을 통한 행동적 측면과 심층면접

을 통한 내적 경험 측면으로 나누어 졌는데, 행동적 측면에서는 나만을 위한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아동의 치료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라는 세 가지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경험 측면에서 불안의 시간, 휴식의 시간, 희망의 시간이라는 세 가지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 치료 기간, 동행인과 기인 유무, 아동 수행 능력의 진전 여부, 치료 과정의 신뢰 여부, 

기실 환경에 따른 조건이 각각의 행동과 내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 중 부모의 행동과 활동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잡지책을 보는 단순한 

행동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 이면의 내적 경험에는 휴식과 안정된 공간의 

확보라는 긍정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가 기 중에 느끼는 다양한 감정 

이면에는 치료사에 한 신뢰와 아동의 수행 능력과 진전 상태라는 두 가지 중재적 조건이 크

게 작용하고 있으며, 동행인의 유무와 기인 유무라는 맥락들이 서로 인과적 관계를 이루어 행

동적 측면에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의 사고와 편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오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료자가 치료실 환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행동과 감정 간의 관계를 파악

하고 그들에 한 이해도를 높이며, 부모의 안정감 있는 내적 경험과 행동을 위하여 치료자와 

부모간의 기본적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정보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