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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동의 물리치료를 담당하는 소아물리치료사들이 장애아동 치료경험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는 8명의 소아물리치료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질적연구방법의 아
하나인 근거이론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소아물리치료사들의 장애아동 치료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 개인별 반구조화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아래 모두
녹음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소아물리치료사들의 장애아동 치료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델
을 구축하였다.
주제어: 소아물리치료사, 근거이론

본 연구는 소아물리치료사의 장애아동 치료경험의 중심현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중심현상을 풀어가는 과정을 찾아냄으로써 소아물리치료사들의 다양한 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을 잘 이해하여 장애아동 치료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치료하는 8명의 소아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직
접적인 심층면담에 의한 녹음과 녹취록 작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Strauss와
Corbin(1998)의 분석 방법에 따라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 자료 분석 결과 소아물리치료사의 장애아동 치료경험에서 나타난 개념은
“소아치료 원함”, “치료효과를 보여줘야 함”, “치료연구” 등 152개이며, 이들을 통합한
하위범주는 <지원>, <새로운 경험>, <치료적 한계>등의 29개이며, 이는 다시 [맡음],
[부담감]등의 17개 상위범주로 통합되었다.
둘째, 소아물리치료사의 장애아동 치료경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심현상은 《압박
감》이며 부담감에 작용하는 인과적 조건은 [맡음]이고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서는 [현실충격], [사회적 인식], [부모의 신뢰], [치료적
한계]가 작용하였다. 중심현상인 《압박감》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상황으로는 [경력], [치료기관], [협조체계]가 작용하고 《압박감》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열정]. [매너리즘]. [타협], [전문가 되기]의 방법을 사용하며 대처 전략에 따라 [성취감],
[소진], [버텨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연구 대상별 소아물리치료사의 유형은 《압박감》의 정
도와 현실충격, 사회적 인식, 부모의 신뢰, 치료적 한계, 경력, 치료기관, 치료사들의 협
조체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 1유형의 대상자는 압박감이 강하며 현실충격이 강하고 사회적 인식이 열등하며 부
모의 신뢰도가 낮고 치료적 한계를 강하게 느끼면서, 경력이 짧고 치료기관 형태가 수
익중심이며 치료사들 간의 협조체계가 부조화로우며 압박감에 대해 열정으로 대처하여
소진되나 성취감은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유형의 대상자는 압박감이 강하며 현실충격이 강하고 사회적 인식이 열등하며 부
모의 신뢰도가 낮고 치료적 한계를 강하게 느끼면서, 경력이 짧고 치료기관 형태가 수

익중심이며 치료사들 간의 협조체계가 조화로우면서 압박감에 대하여 열정과 전문가 되
기로 대처하여 소진되기도 하나 성취감은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유형의 대상자는 압박감이 약하며 현실충격이 강하고 사회적 인식이 열등하며 부
모의 신뢰도가 높고 치료적 한계를 약하게 느끼면서, 경력이 짧고 치료기관 형태가 치
료 중심이며 치료사들 간의 협조체계가 조화로우면서 압박감에 대하여 열정과 전문가
되기로 대처하여 성취감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유형의 대상자는 압박감이 강하며 현실충격이 약하고 사회적 인식이 열등하며 부
모의 신뢰도가 높고 치료적 한계를 강하게 느끼면서, 경력이 많고 치료기관 형태가 수
익중심이며 치료사들 간의 협조체계가 부조화로우며 압박감에 대하여 매너리즘과 타협,
전문가 되기로 대처하여 소진되기도 하나 성취감은 충족되었으며, 부모들과 함께 동행
하며 버텨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유형의 대상자는 압박감이 강하며 현실충격이 강하고 사회적 인식이 열등하며 부
모의 신뢰도가 높고 치료적 한계를 약하게 느끼면서, 경력이 짧고 치료기관 형태가 수
익중심이며 치료사들 간의 협조체계가 조화로우며 압박감에 대하여 열정과 타협, 전문
가 되기로 대처하여 소진되기도 하나 성취감은 충족 되었으며, 부모들과 함께 동행하며
버텨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