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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experiences of parenting children with spinal muscular atrophy. 

Methods: Participants consisted of 11 parents of children diagnosed with spinal muscular atrophy, more 

than 6 months prior to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e-on-one interviews and between 1 and 

3 interviews were conducted per participant, between August and November 2021. Braun and Clarke's 

thematic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collected data.

Results: This study described that the experience of parenting children with spinal muscular atrophy was 

based on four major themes: “a difficult journey from diagnosis to acceptance,” “changed life while paren-

ting children,” “comfort even in the difficult parenting,” and “preparing for child's future happiness.”

Conclusion: There is a need to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child rearing problems experi-

enced by parents of children with spinal muscular atrophy.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supportive 

healthcare and social-welfare interventions to support the needs of children and families with spinal 

muscular atr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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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으로 질환 치료 및 관리에 

있어 장기화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가 어려우며,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Park 

& Kim, 2011). 또한 완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아동과 가족은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낀다(Lee & Seo, 2019). 이에 국

내에서도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진단, 치료에 대한 연

구 개발 필요성이 재고되고 있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많은 희귀질환 중에서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은 소아 연령에서 볼 수 있는 선천성 신경근육질

환이며 SMN1 (survival motor neuron 1) 유전자의 결손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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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되는 상염색체 열성 질환으로 운동 신경이 퇴화하면

서 근육의 약화와 위축이 진행한다(Lunn & Wang, 2008). 

척수성 근위축증은 발병 연령과 중증도에 따라 소아의 경

우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며 가장 심각한 형태인 제 1형의 

경우 출생 직후에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현하여 치료

를 받지 않을 경우, 혼자 앉을 수 없고, 생후 수개월 내로 사

망하거나 호흡 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등도 형

태인 제 2형은 생후 6–18개월 사이에 증상이 발생하며, 앉

을 수 있으나 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생후 18개월 이

후에 나타나는 제 3형은 대부분 보행이 가능하며, 운동 발

달의 지연이나 경미한 근력의 약화 및 피로감을 호소한다

(Verhaart et al., 2017).

척수성 근위축증은 아동에게 신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

라 정서적,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아

동은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와 긍정적 자

아 개념 발달에 어려움을 겪어 불안, 우울, 고립감을 경험하

였으며(Belter et al., 2020), 정상 발달하는 아동에 비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Landfeldt et 

al., 2019).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의 부모 또한 자녀의 질환으로 인

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질환의 특성상 지속적인 재

활과 치료가 필요하므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느

꼈으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녀의 활동을 보조하

며 육체적 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McMillan et 

al., 2021; Messina et al., 2019). 또한 질환의 희소성에 

따른 고립감, 좌절감, 불안 등의 감정을 느끼고 희귀질환에 

대한 편견에서 오는 심리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였다(Qian 

et al., 2015).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 및 가족의 적응에 있

어 부모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중요한 역할을 갖기 때문

에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험을 심층

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과 부모의 경험에 대

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된 것과는 달리 현재 국

내의 연구는 척수성 근위축증의 원인 및 치료에 대한 의학

적 연구가 대부분이다(Hwang et al., 2017; Song et al., 

2020). 근위축증 아동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 분석 연구

(Kim & Han, 2013)가 진행되었지만 연구대상자로 근이

영양증과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 어머니가 함께 포함되었

다. 두 질환은 근 위축이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생 

원인, 발현 시기 및 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척수성 근위

축증만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또

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도입 전의 연구이기 때문에 치

료제 도입으로 변화된 아동과 가족의 경험을 탐색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 부모

의 양육 경험을 파악하고, 부모와 아동, 나아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

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함이다. 

연구 질문은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 부모의 양육 경험은 어

떠한가?’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

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여 핵심 주제를 규명하는 서술

적 질적 연구(qualitative descriptive research)이다. 

2.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대상은 척수성 근위축증을 진단받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부모로 다음의 기준을 만족

하는 경우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초기의 진

단부터 위기 상황, 일상적인 양육까지 전반적인 경험에 초

점을 맞추기 때문에 척수성 근위축증을 진단받은 지 6개월 

이상 경과된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연구에 

대한 질문을 이해할 수 있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를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자녀의 주 양육자가 아닌 경우와 

최근 1개월 내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투여 외의 사유

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아동의 부모는 제외하였다. 연구 참

여자 모집은 척수성 근위축증 환우회와 관련 온라인 커뮤

니티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여 연구 참여자가 참여를 원할 

경우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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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힌 대상자 중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의

도적 표집 방법으로 모집하였으며, 지인을 소개받는 눈덩

이 표집 방법도 활용하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14명의 부모

에게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1명의 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연

구 참여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비대면 화상면담 

혹은 전화로 진행되었다. 면담 1일 전, 연구 참여자에게 이

메일로 면담 질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척수

성 근위축증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연구자와 일대일 심

층 면담을 했다. 1회의 면담에는 평균 60.9분이 소요되었

으며, 면담 내용 확인 및 부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1–2회

의 추가 면담이 시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질문은 문헌고찰

을 통해 개발된 면담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의 타당성

에 대해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1인, 박사

수료생 1인의 검증을 받았다. 면담 시 사용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본인과 자녀의 일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자녀가 척수성 근위축증 증상을 보였을 때부터 진단

까지의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자녀의 성장과정을 회고하였을 때, 언제 가장 힘들었

으며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척수성 근위축증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가

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에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면담 내용은 분석을 위해 음성 녹음을 하였으며, 면

담 시 전반적인 분위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관찰하여 기

록하였다. 연구 대상자 11명의 심층면담이 이루어진 후, 자

료에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지 않고, 유사한 정보가 

반복되어 자료 포화도를 판단하여 정보 수집을 종료했다.

4. 자료 분석

이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Braun과 Clarke (2006)

의 주제 분석 방법을 따랐다. 첫 번째는 자료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면담이 종료된 직후, 반복적으로 녹취된 내용을 듣

고 연구자가 직접 내용을 필사하였으며, 필사된 자료를 읽

어 몰입하며 초기의 생각을 메모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질

문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단어와 문장에 표시하고 공통적

인 코드끼리 모아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코드를 중심으로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 검토 단계에서는 각 인용문

이 주제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각 주제와 전체 자료의 맥

락이 유사한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각 주제의 내용에 따

라 주제를 정의하고 명명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생생한 인용문을 선정하고,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와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고찰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5. 연구 결과의 질 확보

이 연구의 저자는 상급종합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5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활용하여 척수성 근위축증에 대한 민

감성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석사학위 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관련 학술세미나에 참가하여 

계속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질적 연

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저자는 간호학과 교수로서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1)

Characteristic Value

Age (yr) 38.55±3.96 (31–43)

Relationship

  Mother 10 (90.9)

  Father 1 (9.1)

No. of children

  1 7 (63.6)

  2 4 (36.4)

Child’s sex

  Male 4 (36.4)

  Female 7 (63.6)

Child’s age (yr) 6.36±3.53 (1–11)

  1–2 2 (18.2)

  3–5 3 (27.3)

  6–11 6 (54.5)

SMA type

  Type 1 4 (36.4)

  Type 2 6 (54.5)

  Type 3                           1 (9.1)

Age of diagnosis (mo) 12.14±7.50 (1–2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or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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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질적 연구 및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자들

은 연구 계획부터 자료 수집 및 분석까지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연구 결과의 질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 (1985)

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의 네 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다. 사실적 가치

를 위해 면담 시 참여자의 말에 경청하고 참여자들이 진술

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가 도

출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결과의 내용과 참여자의 경험

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받았다. 적용가능성은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 시 자료의 포화에 이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였다. 일관성

을 위해서 면담 절차와 질적 내용분석 절차를 세세히 점검

하며 따르도록 노력하였다. 중립성을 위해 면담 시 반구조

화된 면담 질문지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주관이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 보호 및 윤리적 고려를 위해 서

울대학교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

은 후 진행하였다(IRB No. 2108/002-020).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를 이메일로 발송하

고, 전화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과 연구 참여자

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서류 전달과 사례 지급 

목적으로 수집된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사례 지급 후 즉시 

삭제하였다. 녹취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음성 녹음을 진행

하였으며 전사기록지가 만들어지고 자료 분석 종료 후에는 

녹음 파일을 파기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익명화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자료는 연

구담당자와 연구책임자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잠금장치

가 있는 장소의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보관되었다.

결     과 

11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심층면담을 통해 척수성 근

위축증 아동 부모의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4

개의 주제와 13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척수성 근위

축증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험은 ‘진단과 수용까지의 

힘든 여정’, ‘자녀를 양육하며 변화된 삶’, ‘힘든 양육 과정 

속의 위안’, ‘자녀의 미래 행복을 위한 준비’였다(Table 2). 

1. 진단과 수용까지의 힘든 여정 

1) 발달이 느린 아이

연구 참여자들은 척수성 근위축증 증상의 발현 전까지 

자녀에게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

이 또래 아동들에 비해 지연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처럼 뒤집기, 배밀이, 기기, 잡고 서기 등의 

단계로 운동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같

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이를 보며 단순히 발달이 지연된 

것이라고 안심하는 한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불안감

Table 2. Experiences of parenting children with spinal muscular atrophy

Theme Subthemes 

A difficult journey from diagnosis to acceptance A child with slow development

Despair due to diagnosis

Searching for information about spinal muscular atrophy 

Changed life while parenting children Physical exhaustion

Psychological difficulties 

Economic burden

Child centric daily life

Comfort even during difficult parenting A child who is the driving force of life

Gaining strength through social support

Having hope with the cure

Preparing for child's future happiness Encouragement to improve children's self-esteem

Constant efforts by paren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Need to improve social awareness and expand so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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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꼈다. 그러나 의료진과 상담을 했을 때에도 이상이 없

으니 더 기다려보고 재활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말에 안심

을 하고 기다렸다. 

“아이가 6개월 지나고 7개월, 8개월이 되었는데 배

밀이나 기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느린 아이

인가 보다... 첫 아이라서 비교 대상도 없고 영유아 건

강 검진에 가서 상담하면 선생님도 괜찮다고 기다리라

고 하셨어요.”(참여자3)

  2) 진단에 따른 좌절감

연구 참여자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불안한 마

음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하였으며, 관련 검사를 진행하

여 자녀는 척수성 근위축증을 진단받았다. 처음 척수성 근

위축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희귀질환이라는 것에 놀랐

으며, 점차 퇴행할 수 있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것에 좌절하

였다. 진행 정도에 따라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수 있으며 조

기 사망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더욱 좌절

감을 경험하였다.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정. (아이가) 못 

걷고 누워 있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수명이 짧을 

것 같다는... 금방 떠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컸고, 그런 

불안감이 제일 (저를) 좌절하게 했어요.”(참여자11) 

3) 척수성 근위축증에 대한 정보를 찾아 헤맴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처음 척수성 근위축증을 진단

받은 후, 질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 헤맸다. 병원에서는 짧

은 진료 시간으로 인해 의료진들에게 척수성 근위축증의 

원인, 치료와 관리, 예후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만을 받았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직접 인터넷이나 전문 서적을 찾아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정보

를 찾아야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관련 질환 커뮤니티, 환우

회,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국외 사이트 등 실제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였다.  

“유럽이나 미국 쪽은 재활이 잘 되어 있다는데(우리

나라에서) 정보를 얻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외국 병

원에 직접 전화를 하여 아이 사정을 얘기하면서 부탁하

고 해서 치료에 대한 의견도 받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아이에게 중요하다는 것

을 그때 느꼈어요.”(참여자 10)

2. 자녀를 양육하며 변화된 삶

1) 신체적 어려움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을 양육하며 연구 참여자는 독립

적으로 보행할 수 없는 자녀를 안아서 이동하고, 수면 시 주

기적으로 자세를 변경해 줘야 하는 등 자녀의 발달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 자신의 신체

적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자녀가 성장함

에 따라 몸무게가 증가하며, 운동기능이 저하되어 부모에 

대한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 부모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이를 계속 안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허리디스크

가 터져서 며칠 입원도 했었어요. 밤에 잘 때는 2–3번

씩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꼭 일어나야 해요. 아이가 태

어나서부터는 밤부터 아침까지 통잠을 자본 적이 없습

니다.”(참여자 6)

 

2) 심리적 어려움

자녀의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 이후 마음을 다잡고 자녀

를 양육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건강에 대해 엄습하는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감, 슬

픔 등을 호소하였다. 아동의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운동 기

능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는 두려움과 이러한 상실

과 관련된 슬픔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녀가 재

활치료를 받는 것처럼 연구 참여자도 심리적 재활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표현하였다.  

“병원에서 말하기는... 통상 장애아들의 부모들이 우

울감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

지만 다 있대요. 그래서 저도 항우울제를 처방받기도하

고 운동도 많이 하고... 저도 아이와 똑같이 마음의 재

활을 하는 거죠.”(참여자 10)

 

  3) 경제적 부담감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질환 특성상 재활치료와 약물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며, 척추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기구 구입에 따

른 비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자녀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

나, 척수성 근위측증 진단으로 건강 사보험 가입에 제한되

어 미래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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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척추 보조기를 맞췄는데. 90만원이나 하

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크면서 휠체어도 바꿔줘야 

하고 어린이 변기만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동식 변기, 

침대도 높낮이 조절되는 이런 것으로 구매해야 하니까 

점점 부담스럽네요.”(참여자 11)

  4) 자녀 중심으로 일상 변화 

척수성 근위축증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며 연구 참여자

들의 일상은 크게 변화하였으며 자녀를 본인의 평생 친구

라고 표현하며 모든 일상을 자녀와 공유했다. 직장을 다녔

던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단축근무, 재

택근무로 전환하거나 퇴사를 선택하였다. 친구와의 교제는 

자녀와 본인, 친구에게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라 생각되어, 

점차 친구들과 만나지 않게 되었고, 개인적인 사회활동이 

제한되었다.  

“모든 것이 큰 아이를 키울 때와는 달라요. 큰 아이 

때는 친구도 만나고 함께 키즈 카페에 놀러도 가고, 여

행도 다니고 했지만, (현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치료실 다니고, 거의 집에서 활동을 주로 하게 되

고... 그런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참여자 11)

 

3. 힘든 양육 과정 속의 위안 

1) 삶의 원동력인 아이 

연구 참여자들은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을 양육하며 삶

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자녀라고 표현하였다. 자녀의 

건강이 회복되면, 어떤 개인의 노력 없이도 힘든 것을 극복

할 수 있었으며,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순간순간의 행복

에 삶의 만족을 얻었다. 자녀를 양육하며 작은 일들에 감사

하게 되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보다는 가족과 함께 많은 시

간을 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일

어났다. 

 “척수성 근위축증 아이가 사회성이 좋다고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

가 정말 밝아요. 에너지를 줘요. 아이를 보면서 행복하

니까 살아갈 수 있죠.”(참여자 3) 

2) 사회적 지지 체계를 통해 힘을 얻음 

아이를 양육하며 연구 참여자들은 환우회, 가족과 친구, 

직장 등에서 큰 도움과 배려를 받았다고 했다. 같은 질환의 

자녀를 가진 환우회 사람들과 교류하며 불안한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었고, 질환과 생활 정보에 대해 서로 공유하며 큰 

힘이 되었다. 주기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자녀를 위해 직장에서는 휴가를 자유롭게 쓰도록 허용하기

도 했다.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부모님은 가

까운 거리로 이사를 오기도 했으며, 자녀를 함께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 잠시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환우회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다들 처음 진단

받고 왔을 때, 그 두려움과 절망감 이런 것을 아니까... 

지금도 같은 질환이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하니까 나이 비슷한 환우회 친구들끼리 모이면

서 즐겁게 지내요.”(참여자11)

 

3) 치료제를 통해 희망을 가짐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의 부모는 치료에 있어 힘든 점도 

있지만, 치료제 투여를 통해 자녀의 운동기능이 유지 및 향

상되었으며, 근력과 운동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추후에 

효과가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었을 때도 투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치료제 투여로 

인해 극적인 개선이 있거나 완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근육 약화와 위축을 걱정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작은 개선도 큰 의미로 여겨졌다.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게 없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

든 이제 가족들이 느끼기에는 조금씩 힘이 세진 것을 

느끼긴 하거든요. (치료제 사용) 이전에는 못 했던, 앉

아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그런 변화가 저희에게

는 굉장히 크죠.”(참여자 1)

 4. 자녀의 미래 행복을 위한 준비

1) 자녀의 자존감 증진 격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자녀의 자존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

력했다. 현재는 자녀를 자신이 돌봐 주고 보호해줄 수 있지

만, 미래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혹은 가족 모두 자녀

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하며 어릴 때부터 자녀의 자존

감 증진을 격려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혼자서 하도록 

격려해주었으며, 소중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스스로

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희는 아이가 즐겁고 밝게 클 수 있게 하려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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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해봐서 해

결책을 찾아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끔. 그런 점을 많

이 신경 썼어요.”(참여자 10) 

2) 환경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연구 참여자는 척수성 근위축증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

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했다.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며 계속하여 관리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의지를 갖고 알아보고, 

환경 개선을 요구해야 했다. 학교에 입학할 때는 자녀가 휠

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고, 경사로와 엘리

베이터 설치, 화장실 개선 등을 직접 요구해야 했다. 

“경사로 같은 게 좀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입학하기 전에 상담을 해서 선생님이 경사로를 하나 설

치해 주시고 그런 조금 조금의 변화는 있었어요. 그리

고 저희가 입학할 때 워낙에 시설이 안 좋은 학교들이 

많아서 시설 좋은 학교 위주로 알아보고 유치원도 그렇

게 보냈었거든요.”(참여자 4)

3)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 정책의 확대를 바람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외출하면 사람들의 불편

한 시선에 불쾌감을 느꼈으며 휠체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점차 외출이 꺼려진다고 하였다.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으로는 제도화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자체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나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개선을 

요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현재에도 정책적으로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되지만, 승인까지의 오랜 시

간 소요, 소득에 따른 지원 제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

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미래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관련 정책이 확대되어 자녀

가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했다. 

“아이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고 활동할 수 있는 사

회가 되길 희망해요. 아직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불

편한 것들이 많아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상처가 되

는 말들을 더 많이 듣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나중에는 

제가 먼저 죽고 아이 혼자 있을텐데, 언니한테 맡기는 

것도 부담스러울테고, 나라의 복지가 좋아져서 케어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10) 

고     찰 

이 연구는 척수성 근위축증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

험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질적 연구로, ‘진단과 수용까지

의 힘든 여정’, ‘자녀를 양육하며 변화된 삶’, ‘힘든 양육 과

정 속의 위안’, ‘자녀의 미래 행복을 위한 준비’4개의 주제

와 13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국내에서 시행된 선행

연구의 중심 현상은 ‘벅참’으로 배우자의 태도, 경제상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대처전략을 수립하며 일상화, 기피, 원

망의 결과를(Kim & Han, 2013) 도출한 것과 달리 이 연구

에서는 힘든 상황 속에서 위안을 얻어 자녀의 미래 행복에 

대해 준비한다는 새로운 주제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 부모는 진단까지 힘

든 여정을 경험하였다. 특히 척수성 근위축증 제 2형과 3

형의 경우 증상이 단순한 발달지연과 감별이 어렵기 때문

에 부모는 많은 어려움과 긴 기다림을 경험하였다. 이는 척

수성 근위축증뿐만 아니라 영유아기에 발현되는 많은 희귀

질환에서 진단의 어려움에 대한 공통적인 주제로 나타났다

(Kang, 2012; Lee & Seo, 2019; Qian et al., 2015). 현

재 국내에서는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

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영유아의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상담, 건

강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건강검진 프로그램

은 발달지연 및 장애를 진단하는 데 큰 효과가 없음이 보고

되었다(Rah et al., 2021). 따라서 발달문제를 조기 발견하

고, 관련된 상담과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척수성 

근위축증의 경우, 신생아 선별 검사가 척수성 근위축증 조

기진단의 중요한 단계로 확인되었다(Kölbel et al., 2022; 

Qian et al., 2015). 척수성 근위축증은 희귀질환으로 발병

률은 낮지만, 치료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신생아 선별 검

사를 통해 초기에 발견하여 운동 뉴런이 손상되기 전에 치

료를 시작하여 임상 결과가 개선된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Vill et al., 2021).  신생아 선별 검사를 통해 향후 불

필요한 검사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조기 진단 및 후속 유전 

상담을 통해 추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신생아 선별 검사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 부모는 진단 초기부터 자녀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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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며 계속적으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표현했다. 자

녀의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으로 인해 절망감을 느꼈으나 

마음을 다잡았고, 이후에도 자녀를 양육하며 슬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는 척

수성 근위축증 아동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상당한 심리

적 부담감을 경험하며(Qian et al., 2015), 높은 수준의 양

육 스트레스를 호소하는(Cremers et al., 2019) 선행연구

의 결과와 유사하다. 국내에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로 등

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 대해서는 상담 서비스를 제

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고자 부모상

담 지원을 하고 있지만(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척수성 근위축증과 같은 지체장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의 질환을 알게 된 직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초기 양

육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를 제공하고, 개별화된 심리지원 프로그램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척수성 근위축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힘든 양육 과정 

속에서 환우회, 가족, 주변 사람들을 지지체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처음 진단을 받아 정보가 필요했을 때, 환우회에서

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

었으며, 진단에 따른 절망감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

어 주었다. 이는 다른 희귀질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

과였으며, 희귀질환의 특성상 환우회를 통해 정보를 교류

하고, 소수의 권익을 위해 연대적 활동이 필요하며, 동병상

련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Kang, 

2012; Park & Kim, 2011).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

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우

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

의 부모는 가족을 중요한 지지체계로 하였다. 자녀의 질환

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가족은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서로 지지해주고 협력했다. 결과적으로 가족

은 아동의 상태 관리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그러나 희귀질환 및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의 가족 내에

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이로 인한 갈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Smith et al., 2015) 다양한 접

근 방식으로 가족의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

요하며,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가족 단위 전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 참여자의 자녀는 모두 치료제를 투약했거나, 투

약 중인 아동으로 치료제를 투여함으로써 운동기능이 향상

되고, 이것을 통해 아동과 가족 모두 희망을 가질 수 있었

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근위축증은 치료가 불가능한 불

치병으로 인식되었지만(Kim & Han, 2013), 이 연구의 참

여자들은 근위축증 자녀가 치료제 투여로 운동기능이 유

지 및 향상되어, 근력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에 개발될 새로

운 치료제 투여의 기회를 얻고자 소망하였다. 척수성 근위

축증 아동의 증상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미 있

는 변화는 기능적 능력과 관련이 있었으며, 운동기능의 작

은 변화로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쳤다(McGraw et al., 

2017). 현재에도 척수성 근위축증에 대한 치료제 개발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Farrar et al., 2020), 의료진은 치

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 가족, 의료진 간의 

공유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 부모는 자녀의 미래 행복을 위해

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시행되고, 바람직한 사

회 통합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Hwang & Lim, 

2019) 여전히 자녀에게 향하는 주위의 불편한 시선을 경

험했으며 자녀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해

야 했다. 또한 경사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시설이 미

비하여 출입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 척수성 근

위축증 아동과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산정특례

와 의료비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 보

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이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그러나 각 사

업에 따라 부모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며, 충족 조건

과 필요 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보행을 할 수 없는 아동에게는 전동휠체어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

기구가 필요하지만 이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지원이었다. 

치료제 개발과 도입으로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의 기대 수

명이 늘어난만큼 적절한 치료를 받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며 아동 및 부모의 입장에서의 정책 

확대에 대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

에서 치료제를 투여하는 아동의 부모만 모집이 되어 이 연

구 결과를 전체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의 부모 경험으로 확

대해석할 수 없다. 또한 이 연구 참여 대상자는 척수성 근

위축증 아동의 주 양육자이었으며, 총 11명 중 1명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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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였다. 이 연구는 주양육자 부모의 자녀 양육 경험에 초

점을 두었지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는 장애수용

이 비교적 빠르며, 가족부양과 장애 자녀 양육이라는 이

중 부담을 경험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Kang & Choi, 

2017) 부성경험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추

후연구를 통해 척수성 근위축증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험

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 참여자의 자녀 연

령은 1–11세이며 학령기 아동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

다. 그러나 장애 아동의 장애 수용 여부가 어머니의 양육 경

험 양상에 차이가 있으며(Kim & Han, 2013), 자아정체성

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기의 

척수성 근위축증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질

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개인과 집단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주제와 관련하여 요

인들 간의 상관성에 대해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탐색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희귀질환인 척수성 근위축

증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해 심층적

으로 파악하여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결     론

  이 연구는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

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시행

되었다. 연구 결과 부모는 자녀가 척수성 근위축증을 진단

받고 수용하기까지 힘든 여정을 경험하였으며, 자녀를 양

육하며 신체적 소진, 심리적 어려움, 경제적 부담감, 자녀 

중심으로 일상 변화 등 삶에 있어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

러나 힘든 양육과정 속에서도 자녀, 치료제, 사회적지지 체

계를 통해 위안을 얻었으며, 자녀의 자존감 증진, 환경 개선

을 위한 노력, 사회적 인식 개선과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 부모가 자녀를 양

육하며 경험하는 초기의 진단부터 위기 상황, 일상적인 생

활을 포함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를 도입한 이후의 연구로서, 치료

제가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의 운동기능 향상에 대한 효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경험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효과와 안

정성이 검증된 치료제에 대해서는 품목허가와 건강보험 등

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의료진은 치료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과 가족을 포함하여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과 가족의 

삶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따라서 척수성 근위축증 아동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규명할 수 있는 탐색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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