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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은 2008년 

12월 현재 2,246,965명이고, 19세 이하 장애아동은 90,764명

(4.0%)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중 6세 이하 아동은 

12,267명(13.5%), 7-12세 32,279명(35.5%), 13-19세 46,218명

(50.9%)이고, 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지적장애가 40,792명

(44.9%)으로 가장 많고, 뇌병변 13,126명(14.4%), 자폐아동이 

11,222명(12.3%)의 분포를 보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신체적, 인지적 수행 능력이 저하되

어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생, 사고, 전염병, 치아, 영양, 배설, 운동과 휴식, 수면 등의 

영역에서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갖는다(Ayyangar, 2002). 장애

아동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만으로서, 장애아동의 비

만율이 일반 아동보다 높으며(하영미, 2005), 배뇨행위도 적절

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요로감염이나 뇨정체 현상이 빈번하

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yyangar, 2002). 또한 장애아

동은 전염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이환되는 경향이 

높으며(Prince et al., 2007), 95%의 장애아동이 치과 치료가 

필요하고(고신혜, 주현옥, 이혜정, 김영혜, 2004), 인지 능력이 

있는 장애아동은 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경아, 김신정, 2001). 이러한 많은 건강 문제들은 

장애 아동의 영양, 운동, 위생, 성장 발달 등을 포함하는 건강 

유지와 증진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건강 개념이 적용되

지 못하고, 단순히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제한이나 기능적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국한되어 물리치료, 언어치료, 약물치료 

등의 질병중심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성장발달과 건강

유지, 증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Zajicek-Farber, 

1998). 결국 어머니들은 자녀의 치료와 재활에만 관심을 두게 

됨으로써 일반 아동 어머니에 비해서 장애아동의 건강 증진

을 위한 돌봄 행위는 소홀하게 되고,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

록 어머니의 돌봄 행위는 더욱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지수, 이애란, 2008; 이애란, 김지수, 2009). 장애가 있기 때문

에 더욱 운동과 활동, 올바른 식습관, 위생 등의 기본적인 건

강 습관을 가짐으로써 성장 발달을 최대화하고 성인기에 나타

날 수 있는 이차적인 건강 문제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어머니의 돌봄 활동

이 적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게다가 장애아동 어머

니 역시 심각하게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매일 

매일 지속되어야 하는 돌봄 행위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어용숙, 2004)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가

족의 건강 유지와 증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

원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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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국민의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장

애인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26.8%에 불

과하였고, 대부분의 사업이 일반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장애 아동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현, 

채영란, 이동숙, 김은영, 2007).

따라서 장애아동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

양한 전략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장애아동이 전적으로 어머니

의 돌봄에 의존해야 하므로 어머니의 행위에 초점을 둔 교육

적 접근 방법과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예를 

들어 먹이기, 재우기, 목욕시키기, 놀아 주기, 운동하기, 양치

하기, 손 씻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수행해야 하는 돌봄 

행위는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는 가장 큰 과업이고, 이러한 과

업들이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건강유지를 위한 일상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어

머니들이 효율적으로 돌봄 행위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Sanders & 

Woolley, 2005). 특히 어머니의 행위는 아동의 장애와 행동 

특성 뿐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정신 사회적 인식, 신념 또는 

사회적-생태학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Woolfson, 

2004) 장애아동을 돌보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어떻

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서

비스의 양상이 달라지고 사회적 환경은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 사

회적 요인들이 어머니의 돌봄 행위에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된 자료는 장애아동 어

머니가 장애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돌봄 행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

어서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어머니의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장애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어머니의 돌봄 행

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사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뇌병변 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언어

장애 및 주의력결핍장애가 있는 3-12세 아동의 어머니이다. 

자료 수집은 2008년 7월 14일에서 31일까지 서울 3곳, 경기

도 3곳, 대구 및 경상도 8곳, 전라도 7곳 등 21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과 자료의 익명성,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연구자의 윤리적 자

세를 설명하는 서신과 답례품을 보내어 자발적으로 설문을 

작성하게 하였고, 작성한 설문지는 봉투에 넣어서 밀봉하여 

각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의해 수거된 후 우편으로 연구자

에게 배송하도록 하였다. 총 538부를 배포하여 451부(83%)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66부, 시각 또는 청각장애와 

장애유형을 표시하지 않은 14부를 삭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371부(68%)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도구

 장애아동의 일상생활수행능력

환자의 기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Resident 

Assessment Instrument-Home Care(1999)를 김창엽 등(2000)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 중에서 총 12개의 활동에 대한 독립성

을 사정한 점수로써, 3 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4를 나타냈다.

 장애아동의 행동문제

Eyberg와 Robinson(1983)이 개발하고 송주미(1992)가 번안

한 아동행동척도 중에서 장애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은 내용

을 삭제한 2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척도로

써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신뢰도

는 Cronbach's α= .92이었다.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문

항 분석한 결과 요인고유치가 1.0이상을 충족하는 4개의 요인

이 추출되어 거절증(5문항), 분노발작(6문항), 과잉행동(7문항), 

다른 사람을 괴롭힘(4문항)으로 명명되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s α는 각각 .79, .84, .89, .81이었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박지원(1985)이 개발한 도구로써 총 25문항의 5점 Likert 척

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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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된 낙인

이인옥(2007)가 개발한 지각된 낙인측정도구로써 총 25개의 

문항으로써 6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낙

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었다.

 부담감

Montgomery, Gonyea 및 Hooyman(1985)이 개발하고 이관희

(1985)가 번역, 어용숙(2004)이 수정 보완한 부담감 측정 도구

로 측정한 점수로써 객관적 부담감(9문항)과 주관적 부담감

(13문항)으로 구성되고,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

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객관적 부담감이 .74, 주관적 부

담감은 .77이었다.

 양육효능감과 만족감

Gibaud-Walls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하고 Johnston과 

Mash(1989)가 수정 보완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PSOC)을 번역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도구는 만족감 9문

항, 양육효능감 7문항으로 구성되고 6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

져 있으며 점수가 많을수록 만족감이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

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만족감이 Cronbach's 

α= .75, 양육효능감은 Cronbach's α= .77이었다.

 어머니의 돌봄 행위

장애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어머니의 돌봄 행위를 측정하

기 위하여 이애란과 한경자(2007)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Likert 척

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행위를 많이 수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3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분석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변

수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하였다. 장애아동 어머니

의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

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장애아동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인 장애아동의 연령은 3-6세 182명(49.1%), 7-12세 

183명(49.3%)이었으며, 성별은 남아가 249명(67.1%), 여아는 

122명(32.9%)이었다.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116명(31.3%), 뇌병

변 113명(30.5%), 자폐증 81명(21.8%), 신체장애를 동반하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N=371)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249 67.1
Female 122 32.9

Age (yr) 3-6 182 49.1
7-12 183 49.3
Unknown   6  1.6

Birth order 1st 201 54.2
2nd 139 37.5
3rd  31  8.4

Disability type Autism  81 21.8
Mental retardation 116 31.3
Brain damage 113 30.5
Complex disabilities  13  3.5
ADHD or others  48 12.9

Disability grade 1st grade 149 40.2
2nd grade  97 26.1
3rd grade  58 15.6
4th grade   6  1.6
No registration  61 16.4

ADL level Clothing 105 28.3
(Total help Washing hands and face 143 38.5
need) Brushing 145 39.1

Bathing 208 56.1
Eating  71 19.1
Walking  46 12.4
Toileting: defecation  95 25.6
Toileting: urination  85 22.9

Behavior 
problems 

Negativism Low  56 11.5
Middle 132 35.7
High 182 49.2

Hyperactivity Low 104 28.3
Middle 144 39.1
High 120 32.6

  
Temper Low  60 16.2
tantrum Middle 178 48.1

High 132 35.7
Annoying Low 230 62.2
others Middle  98 26.5

High  42 11.4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L=Activity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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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장애 13명(3.5%), 언어장애와 주의력결핍장애 등 기타 장

애를 가진 아동 48명(12.9%)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장애등급

은 1등급이 149명(40.2%), 2등급 97명(26.1%), 3등급 58명

(15.6%), 4등급 6명(1.6%)이었으며, 아직 장애등록을 하지 않

는 아동도 61명(16.4%)에 이르렀다.

장애 아동의 일상생활능력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전적으

로 도와주어야 옷을 입을 수 있는 아동이 105명(28.3)이었고, 

세수 또는 양치, 목욕을 도와주어야 하는 아동은 각각 143명

(38.5%), 145명(39.1%), 208명(56.1%)이었다. 식사는 71명

(19.1%), 대변이나 소변은 각각 95명(25.6%), 85명(22.9%)이 

어머니의 도움을 완전히 필요로 하였고, 46명(12.4%)이 걷기

를 하는데 어머니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동문제에 있어서도 거절증을 자주 보이는 

아동이 182명(49.2%), 분노발작 132명(35.7%), 과잉행동 120명

(32.6%),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보이는 아동 

42명(11.4%)으로써 많은 장애 아동이 일상생활능력의 부족 뿐 

아니라 다양한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

 장애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장애아동 가족의 수입은 100만원 이하인 가정이 35명

(9.4%), 100-300만원이 241명(65.0%), 300만원 이상이 95명

(25.6%)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39세가 250(67.4%)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머니가 176명(47.4%), 대학교 이상을 졸

업한 어머니가 181명(48.8%)이었다. 또한 전업주부인 어머니

가 249명(67.1%)이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122명

(32.9%)으로써 전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0-39세는 

53.9%, 40-49세는 65.4%(통계청, 2009)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아동을 돌보면서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어머니는 

67명(18.1%)이었고 253명(68.2%)의 어머니들이 중간정도의 부

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로서의 효

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26명(7.1%), 만족감이 높은 어머니는 

66명(17.8%)으로써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어머니들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원은 3명 이

하가 201명(54.8%), 4-6명이 113명(30.8%)으로 일반적으로 사

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원이 많지는 않지만,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가 171명(46.2%)으로

써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낙인을 많이 

느끼는 어머니는 90명(24.3%)이고 보통정도의 낙인을 느끼는 

어머니가 206명(55.7%)으로써 많은 어머니들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N=371)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

Family income ＜1 million won  35  9.4
 1-3 million won 241 65.0

＞3 million won  95 25.6
Mother's age(yr) ＜29  20  5.4

30-39 250 67.4
40-49  99 26.7
＞50   2  0.5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14  3.8
  High school 176 47.4

＞University 181 48.8
Mother's job No 249 67.1

Yes 122 32.9
Mother's burden Low  51 13,7
  Middle 253 68.2

High  67 18.1
Mother's efficacy Low  69 18.8
  Middle 273 74.2

High  26  7.1
Mother's satisfaction Low  75 20.2
  Middle 230 62.0

High  66 17.8
Perceived stigma Low  74 20.0
  Middle 206 55.7

High  90 24.3
No. of supporters ＜3 201 54.8
  4-6 113 30.8

7-9  20  5.4
＞10  33  9.0

Perceived  support Low  37 10.0
 Middle 162 43.8

High 171 46.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돌봄 행위

어머니의 돌봄 행위는 아동의 성별, 연령, 일상생활능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아동의 행동문제 중 거절증(F= 

7.52, p= .001)과 과잉행동(F=3.99, p= .019)을 보이는 아동에

서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 검정결과 거절증이나 과잉행동이 

많은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서 거절증이나 과잉행동이 적은 

아동의 어머니가 돌봄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직업유무, 부담감, 

양육효능감과 만족감에 따른 어머니의 돌봄 행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돌봄 행위는 가족의 수입, 어머니의 교육정도, 

직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

니의 부담감(F=3.07, p= .047), 양육효능감(F=11.55, p<.001), 

만족감(F=5.59, p= .004) 정도에 따라 돌봄 행위는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Scheffe 검정결과 부담감과 양육효능감, 만족

감이 높은 어머니의 돌봄 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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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ther's caring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71)

Variables              Classification M(SD) F or t p Scheffe

Child's gender Male 59.75(7.07) -0.22 .819
Female 59.93(7.15)

Child's age (yr) 3-6 59.65(6.75)  2.68 .102
7-12 59.99(7.42)

Child's ADL Doing by himself 59.65(6.95)  1.54 .214
Doing with half support 60.73(7.05)
Doing with full support 58.82(7.50)

Child's behavior Negativism Lowa 60.13(7.83)  7.52 .001
  problems Middleb 61.54(6.83) b>c
  Highc 58.46(6.79)

Hyperactivity Lowa 61.11(7.60)  3.99 .019
Middleb 58.59(6.56) a>b
Highc 59.97(6.98)

Temper tantrum Lowa 61.24(8.54)  2.39 .093
Middleb 59.97(6.21)
Highc 58.89(7.39)

Annoying others Lowa 60.21(6.96)  1.05 .350
Middleb 58.98(7.30)
Highc 59.59(7.33)

Family income ＜1 million won 57.61(7.56) 2.34 .098
 1-3 million won 58.81(7.26)

＞3 million won 60.63(6.32)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58.07(4.66) 0.46 .627
 High school 59.79(7.54)

＞University 59.97(6.79)
Mother's job No 59.96(7.08) 0.05 .810

Yes 59.51(7.12)
Mother's burden Lowa 61.07(7.27) 3.07 .047
  Middleb 59.19(7.03)

Highc 61.20(6.94)
Mother's efficacy Lowa 57.73(7.24) 11.55 <.001
 Middleb 59.81(6.81) a<c

Highc 65.38(7.15)
Mother's satisfaction Lowa 57.82(6.60) 5.59 .004
 Middleb 59.91(7.29) a<c

Highc 61.75(7.00)
Perceived stigma Lowa 59.80(8.07) 0.61 .541
 Middleb 59.50(7.11)

Highc 60.49(6.18)
No. of supporters ＜3a 58.87(6.61) 8.81 <.001
  4-6b 59.47(7.47)

a, b<c, d
7-9c 64.13(6.42)
＞10d 59.84(7.07)

Perceived support Lowa 57.16(6.41) 14.20 <.001
  Middleb 58.32(6.97) a<b<c

Highc 61.85(6.81)

사회적 요인으로써 지지원 수,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각된 

낙인을 살펴본 결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돌봄 행위는 지지원 

수(F=8.81, p<.001)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F=14.2, p<.001)의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지각된 낙인에 따라서

는 차이가 없었다. 사후검정결과 지지자 수가 많을수록, 지각

된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3>.

어머니의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어머니의 돌봄 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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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affecting variables on mother's caring behavior                   (N=371)

Independent variabl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β p β p β p

Children' characteristics
Gender* .000 .998  -.010  .743 -.029  .544
Child's age -.096 .092 -.089  .142 -.060  .263
Disability level .103 .106 .070  .173 .036  .547
Child's ADL -.043 .477 -.053  .314 -.057  .308
Negativism -.150 .021 -.151  .022 -.163  .007
Hyperactivity .158 .034 .020  .004 .205  .003
Temper tantrum -.088 .214 -.209  .684 -.007  .921
Annoying others -.111 .085 -.078  .213 -.060  .317

Mothers' characteristics
Mother's job* -.016  .713 -.029  .545
Objective burden .075  .124 .089  .102
Subjective burden -.196  .007 -.162  .021
Mother's satisfaction .075  .446 .043  .513
Mother's efficacy .223 <.001 .178  .001
Perceived stigma .076  167 .075  .157

Social support
No. of supporters .161  .001
Perceived social support .204 <.001
R² .051 .166 .235
Adjusted R²  .030 .133 .201
F-value(p) 2.420(.015) 5.047(<.001) 6.814(<.001)

* Dummy variables: Gender (male=0, female=1), Mother's job (no=0, yes=1) 

앞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

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상태지수(condition number)를 확인하였다. 독립

변수들 간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r= -.60(분노

발작과 과잉행동간)로서 다른 모든 상관계수는 .60 이하로 나타

났다. VIF는 1.08~2.25로 기준치 2.5를 넘지 않았으며 상태지수 

또한 1.00~77.14로 100이상인 변수가 없었다. 따라서 모든 연구

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어떤 변수들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돌봄 행위를 잘 설명해

주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아동의 특성, 어머니의 특성과 사회

적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아동의 특성(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장애등

급)과 일상 활동능력, 행동문제(거절증, 과잉행동, 분노발작, 

다른 사람을 괴롭힘)는 어머니의 돌봄 행위를 5.1% 설명하였

으며(Model I, F=2.42, p= .015), 그중 거절증(β= -.15, p= 

.021)과 과잉행동(β= .16, p= .034)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즉, 거절증이 적을수록, 과잉 행동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돌봄 

행위는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두 번째 단계로 어머니의 직업, 부담감, 만족감, 양육효능감 

및 인지된 낙인과 같은 어머니의 특성을 추가하였을 때 설명

력은 16.6%이고(Model II, F=5.047, p<.001), 아동의 거절증(β= 

-.15, p= .022)과 과잉행동(β= .02, p= .004), 어머니의 주관적 

부담감(β= -.20, p= .007)과 양육효능감(β= .22, p<.001)이 유의

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거절증과 어머니의 주

관적 부담감이 작을수록, 아동의 과잉 행동이 많을수록,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이 클수록 어머니의 돌봄 행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지원의 수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요인을 추가했을 때 전체 설명력은 23.5%(Model 

III, F=6.81, p<.001)로 증가되었다. 전체변수가 모두 입력된 

상태에서는 아동의 거절증(β= -.16, p= .007)과 과잉행동(β= 

.21, p= .003), 어머니의 주관적 부담감(β= -.16, p= .021), 양

육효능감(β= .18, p= .001), 지지원의 수(β= .16, p= .001)와 지

각된 사회적 지지(β= .20, p<.001)가 유의한 설명변수인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장애아동들은 신체적, 인지적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합적인 

건강문제를 갖게 될 위험이 높으므로 어머니의 돌봄 행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도 많은 장애아동들

이 옷을 입거나, 세수, 양치, 목욕, 식사 등을 수행할 때 어머

니의 도움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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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장애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주 돌봄 제공자인 어

머니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

적으로 사정하여 그에 따른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돌봄 행위는 아동의 연령이나 일상

생활능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지만, 거절증이나 과잉행동과 

같은 아동의 행동 문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어 아동의 행동문제로 인하여 어머니들이 아동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부

담감, 양육효능감, 만족감과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라 돌봄 

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어머니의 

부담감이 낮고, 양육효능감과 만족감이 높은 어머니가 돌봄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문제로 인하여 깊은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효능감이나 자존감의 저하로 인해서 양육 행위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한 많은 연구에 의해

서 지지된다(김희경, 2006; Barlow, Powell, Gilchrist, & 

Fotiadou, 2008; Bor & Sanders, 2004). 결국 어머니들이 장애

아동을 돌보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변수는 아

동의 행동문제이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들의 부담감이 높아지

고 양육효능감과 만족감이 낮아지므로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

소시키고 어머니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

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장애아동의 행동 문제는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한 부모 훈련

에 의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데, Sanders와 Woolley(2005)는 모

델링, 예행연습, 피드백 등과 같은 적극적 기술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아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 또는 

효율적 훈육 전략(예: 계획적 방관, 논리적인 결과 예측, quiet 

time, timeout)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부모에게 가르쳐주

는 프로그램을 시도함으로써 아동의 행동을 향상시키고, 부모

의 강압적인 훈육과 스트레스, 우울, 아동과의 갈등을 감소시

켰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쇼핑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능

한 문제, 즉 보채거나 분노발작 등과 같은 문제행동에 대해서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Barlow 등(2008)도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아로

마 마사지법을 교육함으로써 아동의 수면과 활동 영역에서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아동 장애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아동들은 수면, 활동, 식이, 

배변, 의사소통 기능에서 어려움이 감소되고 어머니의 정신적 

안녕감이 증진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호주의 Queensland 대

학의 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능력 증진에 따라서 5단

계의 중재로 이루어지는 집단수준에서의 양육훈련과 가족지지 

프로그램이다(Sanders & Woolley, 2005). Triple P의 각 단계

는 부모의 자기조절 기술을 강화하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부

모로서 수행해야 하는 과업(예: 아동이 스스로 옷 입고 먹도

록 가르치는 일, 아침에 깨워서 준비시키는 일 등)에 대한 자

기효능감이나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부모

로서 수행해야 하는 매일 매일의 과업은 행동장애가 있는 아

동의 부모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훈련은 

어머니의 실질적인 양육행위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결과적으로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부모의 정신적 안녕감을 증가시

키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김혜영(2005)과 어용숙(2004)은 장애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양과 수면, 약물복용, 예방접종, 감염성 

질환예방, 응급처치와 대체요법, 운동요법 등에 대해서 건강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전달과 장애아동에 대한 정보제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함으로

서 오히려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

킬 수도 있으므로(김애란, 2000), 장애아동 어머니의 부담감을 

감소하고 양육효능감과 만족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질병과 

장애에 대한 추상적 내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보다는 장애아

동의 구체적인 행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 방식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 사회적 지지 요

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특성은 어머니의 돌봄 행위를 5.1% 설명하였지만, 어머니의 

특성을 추가하였을 때 설명력이 16.6%로 증가하였고, 사회적 

지지 요인인 지지원의 수와 인지된 사회적 지지를 추가했을 

때 전체 설명력은 23.5%로 증가되었고 특히 사회적 지지는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더 이상 가족 개개인의 

책임으로 국한하지 말고 지역사회 중심사업의 일환으로 인식

하면서 보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이에 어머니가 보다 

효율적으로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보건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뿐 아니라, 아동의 행동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여 어머니의 객관적 부담감을 낮추고 양육효능감과 만

족감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오쯔 시에서는 1973년부터 장애아 보육 사업을 실

시하여 보육소에의 순회 지도를 수행해왔으며, 장애아의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한 발달검사, 부모의 생활, 육아상의 고민이나 

장애아보육에 대한 희망청취, 보육원에서의 보육 상황 보고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김경호(1996)는 보고하였다. 보육과 육

아→순회지도→보육과 육아라는 사이클 가운데서 보건소, 보

육교사, 부모가 장애아 보육이나 육아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

을 발휘하도록 구조화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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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사

회적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장애를 가진 아동

의 탄생 또는 발견에서부터 성장 과정 동안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장애 아동의 행동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실

질적인 기술을 교육하는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과 만족감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장애 아동

이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하여 장애아동이 최적의 성장발달을 이루고 가족의 삶

의 질이 향상되며 국가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장애아동의 행동 문제와 어머니의 부담감, 양

육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두어

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크다. 그러나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장애아동의 행동 문제

와 어머니들의 정서적 반응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돌봄 

행위에 대한 제 변수의 영향력은 주의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구체적 행동 문제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과 대

처 행위 및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돌

봄 행위의 변화에 초점을 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돌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뇌병변장애, 지적장

애, 발달장애, 언어장애 및 주의력 결핍장애가 있는 3-12세 아

동의 어머니이다. 자료 수집은 2008년 7월 14일에서 31일까지 

서울 3곳, 경기도 3곳, 대구 및 경상도 8곳, 전라도 7곳 등 21

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어머니의 돌봄 행위의 차이와 장애아동 어머니의 돌봄 행

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돌봄 행위는 아동의 연령이나 일상생활능력

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지만, 거절증이나 과잉행동과 같은 아

동의 행동 문제, 어머니의 부담감, 양육효능감, 만족감과 사회

적 지지 정도에 따라 돌봄 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장애아동의 행동 문제가 적거나, 어머

니의 부담감이 낮고, 양육효능감과 만족감이 높은 어머니가 

돌봄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특성

은 어머니의 돌봄 행위를 5.1% 설명하였지만, 부담감, 양육효

능감과 만족감 등과 같은 어머니 관련 요인을 추가하였을 때 

설명력은 16.6%로 증가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추가되었을 때 

전체 설명력은 23.5%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동

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키고 어머니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

도록 실질적인 기술을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부담감을 낮추

고, 양육효능감과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

그램과 제도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들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장애 

아동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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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Mothers' Caring Behavior in Health Promo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Lee, Ae Ran1)․Hong, Sun Woo2)․Yun, Soon Nyoung3)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2)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a mothers' caring behavior in health 
promo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371 mothers who had a 3-12 year old child with a disability from July 14 to 31, 2008.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program.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mothers' caring behavior according to children's negative and 
hyperactive behavior, mothers' perceived burden, parenting efficacy, and social support. Children's characteristics 
explained 5.1% of mothers' caring behavior. The power of explanation (R²) was 16.6% by adding mother's 
characteristics including mother's job, burden, parenting efficacy, satisfaction and stigma, and increased to 23.5% 
by adding social support.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mothers' caring behavior for their children's health 
promotion could be influenced by children's behavior problems, mothers' perception of burden, parenting efficacy, 
and social support. It suggests that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ould focus on 
lowering subjective burden and enhancing mother's efficacy as a type of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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