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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ism: Based o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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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life transition process of parents  caring for children with autism according to par-
e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Methods: Participants were 194 parents caring for children with autism.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13 to February 2014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with SPSS/WIN 
20.0. Results: Mean scores for  despairing or accepting phases were higher than those for denying or wandering phases in the life transition pro-
cess. According to parents’ gender, educational level, and job,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nying and wandering phases. Dif-
ferences in denying phase by education (p=.033), job (p=.004) were significant. Respondents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and having a job 
showed a lower level of denying than other respondents. Wandering phase differed significantly by gender (p=.009) and job (p=.001). Mothers 
and those who did not have a job showed a higher level of wandering than fathers and those who had a job.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espairing or accepting phases. Conclusion: The life transition phase of parents with autistic children needs to be assessed to provide differ-
entiated and intensive support program and help them move to the accepting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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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자폐성 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2014년 12월 

기준 19,524명으로 남자 16,629명(85.2%), 여자 2,895명(14.8%)인데 이는 

전체 등록 장애인 수 2,519,241명의 0.78%에 해당된다[1]. 그러나 자폐성 

장애는 2007년 4월 11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해서 장애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지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동이 어

린 경우 부모들이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

단받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진단을 받은 후에도 자녀의 장애를 인

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2]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자폐성 장

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등록된 자폐성 

장애의 연령별 분포는 0-5세 3.9%, 6-10세 17.9%, 11-15세 24.0%, 16-20

세 26.4%, 21-25세 17.0%, 26-30세 7.3%, 30세 이상 3.5%로써 5세 이하 

아동과 30세 이상 성인의 자폐성 장애 등록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보

면 이러한 현상이 설명된다. 

자폐성 장애는 눈 마주침이나 사회적 미소, 의사소통 등의 사회적 상

호작용 능력에 결손을 보일 뿐 아니라 제한적이고 반복되는 행동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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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발작, 감각장애 등의 행동문제를 근거로 진단된다[3,4]. 이러한 증상

으로 인하여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지적장

애, 뇌병변장애, 언어 또는 청각장애 등 다른 종류의 장애 자녀를 둔 부

모에 비하여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5-7]. 자녀의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부모는 충격과 함께 불공평

함, 상실감, 슬픔, 실망, 죄책감 등의 정서적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며, 자

존감이 낮아지고 결혼생활이나 경제적 문제,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고

통을 겪는다[8].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의료진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부적응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9], 장애를 가진 자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돌봄 

행위를 소홀히 하거나[10], 태만 또는 학대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11].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의 만성적인 행동문제

와 요구를 해결하는 것은 부모에게 큰 부담이며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

이다[12]. 따라서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부모의 반응이나 대처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 Gray[13]는 자폐성 장애 아동 부모의 대처기전이 문

제중심에서 정서중심으로 변화된다고 하였으며, Altiere와 Kluge[14]는 

자폐성 장애 아동 부모의 경험을 발달, 의문, 황폐함, 해답을 얻음과 성

장의 5단계로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부모들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가능한 자원을 찾게 됨으로써 고통보다는 긍정

적 관점으로 변화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

는 변화를 Meleis, Sawyer, Im, Messias와 Schumacher[15]는 전환과정이

라고 정의내리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라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장애를 가진 많은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성인이 되어서

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개인의 욕구, 성향, 강점을 적용

하는 전환지지 모델이 제시되었고, 장애 청소년의 사회화, 교육, 취업과 

독립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전환과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

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16]. 이러한 맥락에서 Lee, Hong, Kim과 Ju[2]

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자폐성 장애 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삶을 부

정기, 방황기, 몰입기, 마음 조정기, 수용기 등 5단계로 구성되는 전환과

정으로 설명하였고, 전환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Life Transition Scale 

(LTS)을 개발한 후[17],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부정기, 방황기, 좌

절기 및 수용기로 이루어지는 4개의 단계로 수정하였다[18]. 부정기는 

자녀의 장애를 믿지 못하고 장애를 숨기는 단계이고, 방황기는 스트레

스가 가장 심한 단계로서 죄책감과 자신을 비난하는 특성을 갖는다. 

좌절기는 자녀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이며, 수용기는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

는 단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전환과정의 각 단계는 특성이 다르므로 부모가 전환과정 

중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를 분석하고 자신의 상태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정, 방황과 좌절의 단계로부터 수용의 단계로 변화되어서 궁

극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와 가족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

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연구는 단순히 부모의 스트레스, 우울, 부담감 등의 개념에 초점을 두

고 있었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

모가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이나 삶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4,5,7,8,11]. 또한 자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거나 자폐성 장애

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된 고통으로부터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

를 받아들이고 정서적 안정을 얻게 되는 과정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며, 아동이나 부모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예측되나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폐성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전

환과정을 평가하고, 자녀와 부모의 연령을 포함하는 인구사회학적 특

성에 따라 부모의 삶의 전환과정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자폐성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폐성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삶의 

전환과정을 평가하고, 자녀와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부모

의 삶의 전환과정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자폐성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삶의 전환과

정을 평가하고, 자녀와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부모의 삶의 

전환과정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도구

자폐성 장애 아동 부모의 삶의 전환과정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Lee 등[18]이 개발하고 수정한 전환과정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기

(6문항), 방황기(8문항), 좌절기(4문항), 수용기(6문항) 등 4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전환과정의 평가는 각 단계에 속한 문항의 합을 문항 수로 

나누어서 평균 점수의 높고 낮음으로 비교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

bach’s α=.83였으며, 각 단계의 Cronbach’s α=.77-.90의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82였으며 각 단계별 Cronbach’s α =  부정기 

.86, 방황기 .89, 좌절기 .78, 수용기 .85였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였다(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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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U-2013-0001). 자료 수집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시행되

었으며,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과 주간보호기관 및 장애인 평생교육

센터의 기관장에게 전화로 허락을 구한 후 우편으로 동의서를 포함하

는 설문지와 답례품을 보내어 자발적으로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에 도움을 제공한 기관은 서울 2개, 경기도 2개, 대전 1개, 강

원도 1개, 전라북도 7개, 경상남도 1개, 제주도 1개였다. 설문지 250부 

중 회수된 설문지는 총 216부(86.4%)였으며 이 중 부실하게 작성된 22

부(10.2%)를 제외한 194부(89.8%)를 분석하였다. G*power 3.1.5 프로그

램을 이용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에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9를 

기준으로 할 때 ANOVA 분석에서 최소 표본 수는 172명으로 산출되

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수 194명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모의 삶의 전환과정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와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삶의 전환과정의 각 단계별 

차이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 분석으로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자폐성 장애 자녀와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194명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모로서, 아버지 67명(34.5%), 어머니 127명(65.5%)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with Autism and Parents        (N=194)  

Variables Categories n (%) M (SD)

Children/adults Age (year)
  
  
  
Gender
  
Level of disability
  
  
Birth order
  
  

≤ 6
7-12
13-18
≥ 19
Male
Female
1st degree
2nd degree
3rd degree
1st
2nd
≥ 3rd

26 (29.9)
79 (40.7)
61 (31.4)
28 (14.4)

160 (82.5)
34 (17.5)

105 (54.1)
62 (32.0)
27 (13.9)
97 (50.0)
84 (43.3)
13 (6.7)

12.48 (5.85)
  
  
  
  
  
  
  
  
  
  

Parents Gender
  
Age (year)
  
  
Education
  
Religion

Job
  
  
  
  
  
Monthly income
 (10,000 won)
  
Place of residence
  
  
  
  
  
  

Father
Mother
≤ 39
40-49
≥ 50
≤ High school
≥ University
None
Yes
None (include house wife)
Government official
Professional
Employee
Business
Others
< 200
200-299
≥ 300
Seoul
Gyeonggi province
Daejeon
Gangwon province
Jeonbuk province
Gyeongnam province
Jeju province

67 (34.5)
127 (65.5)

58 (29.9)
101 (52.1)

35 (18.0)
74 (38.1)

120 (61.8)
97 (50.0)
97 (50.0)

101 (52.1)
4 (2.1)

30 (15.5)
37 (19.1)
17 (8.8)

5 (2.4)
33 (17.1)
61 (31.4)

100 (51.5)
17 (8.8)
27 (13.9)

5 (2.6)
6 (3.1)

79 (40.7)
44 (22.7)
16 (8.2)

42.86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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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58명(29.9%), 40대 101명(52.1%), 50대 이상 35명(18.0%)으로써 

평균 42.86세( ±7.08)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74명

(38.1%), 전문대학 이상 졸업이 120명(61.8%)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97명(50%)였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는 가정주부

를 포함하여 101명(52.1%)이었다. 가구소득은 월 200만 원 미만 33명

(17.1%), 200-299만 원 61명(31.4%), 300만 원 이상이 100명(51.5%)으로 구

분되었다. 거주 지역별 분포는 전라북도 79명(40.7%), 경상남도 44명

(22.7%), 경기도 27명(13.9%), 서울 17명(8.8%), 제주도 16명(8.2%), 강원도 

6명(3.1%), 대전 5명(2.6%)이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의 연령은 6세 이하 26명(29.9%), 7-12세 79

명(40.7%), 13-18세 61명(31.4%), 19세 이상 28명(14.4%)으로써 평균 12.48

세(± 5.85)였고, 성별은 남자가 160명(82.5%), 여자 34명(17.5%)이었다. 장

애등급은 1급 105명(54.1%), 2급 62명(32.0%), 3급 27명(13.9%)이었고, 출

생순위는 첫째 아동이 97명(50.0%), 둘째 84명(43.3%), 셋째 이상이 13

명(6.7%)이었다(Table 1). 

자폐성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삶의 전환과정 각 단계별 

수준

자폐성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삶의 전환과정에서 각 

단계의 평균점수는 부정기 2.14 ± 0.66, 방황기 2.18± 0.65, 좌절기 2.85 ±

0.68, 수용기 2.92 ± 0.52로써 부정기와 방황기에 비해서 좌절기와 수용

기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부정기, 방황기, 좌절기의 최저점수는 1점, 최

고점수는 4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수용기의 최저점수는 1.5점, 최고점

수는 3.83점이었다(Table 2).

자폐성 장애 자녀,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삶의 전환과정의 차이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장애등급에 따라서 자폐성 장애 자녀 부모의 

삶의 전환과정은 4단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의 유무, 성별에 따라서 부모의 삶의 

전환과정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단계가 있었다. 부정기는 부모의 교

육수준과 직업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들이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부모들에 비해서 

Table 2. Means for LTP in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m     (N=194)  

Mean ± SD Minimum Maximum Skewness Kurtosis

Denying phase 2.14 ± 0.66 1.00 4.00 -.05 -.67
Wandering phase 2.18 ± 0.65 1.00 4.00 .26 -.41
Despairing phase 2.85 ± 0.68 1.00 4.00 -.35 -.49
Accepting phase 2.92 ± 0.52 1.50 3.83 -.27 -.30

LTP=Life transition process.    

Table 3. Differences in LTP in Parent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Denying Wandering Despairing Accepting

M ± SD t or F
p 

(Scheffe)
M ± SD t or F

p 
(Scheffe)

M ± SD t or F
p

(Scheffe)
M ± SD t or F

p 
(Scheffe)

Children Age (year)
  
  
  
Gender
  
Level of
 disabilities
  

≤ 6
7-12
13-18
≥ 19
Male
Female
1st
2nd
≥ 3rd

26
79
61
28

160
34

105
62
27

2.21 ± 0.67
2.20 ± 0.68
2.06 ± 0.63
2.10 ± 0.66
2.13 ± 0.66
2.21 ± 0.64
2.16 ± 0.66
2.13 ± 0.63
2.14 ± 0.73

0.62
  
  
  

-0.64
  

0.10
  
  

.599
  
  
  
.975
  
.901
  
  

2.13 ± 0.65
2.24 ± 0.69
2.14 ± 0.61
2.12 ± 0.62
2.18 ± 0.66
2.20 ± 0.59
2.25 ± 0.66
2.12 ± 0.64
2.04 ± 0.60

0.42
  
  
  

-0.20
  

1.52
  
  

.735
   
  
  
.320
  
.221
  
  

2.94 ± 0.69
2.89 ± 0.69
2.75 ± 0.65
2.90 ± 0.68
2.86 ± 0.69
2.83 ± 0.63
2.93 ± 0.71
2.75 ± 0.64
2.78 ± 0.61

0.72
  
  
  

0.51
  

1.60
    
  

.541
  
  
  
.257
  
.204
  
  

2.84 ± 0.42
2.96 ± 0.73
2.81 ± 0.64
2.81 ± 0.55
2.87 ± 0.66
2.92 ± 0.58
2.87 ± 0.62
2.92 ± 0.73
2.82 ± 0.51

0.75
  
  
  

-0.45
  

0.25
  
  

.522
  
  
  
.650
  
.779
  
  

Parent Age (year)
  
  
Gender
  
Education
  
Job
  
Religion
  
Monthly
 income
 (10,000 won)

≤ 39
40-49
≥ 50
Father
Mother
≤ High school
≥ University
No
Yes
No
Yes
< 200
200-299
≥ 300

58
101

35
67

127
74

120
101

93
97
97
33
61

100

2.19 ± 0.63
2.15 ± 0.70
2.01 ± 0.56
2.02 ± 0.67
2.20 ± 0.64
2.27 ± 0.56
2.06 ± 0.70
2.27 ± 0.63
2.20 ± 0.66
2.19 ± 0.68
2.09 ± 0.63
2.34 ± 0.58
2.16 ± 0.62
2.06 ± 0.69

0.89
  
  

-1.88
  

2.14
  

2.93
  

1.01
  

2.25
  
  

.410
  
  
.061
  
.033
  
.004
  
.313
  
.108
  
  

2.15 ± 0.68
2.20 ± 0.66
2.18 ± 0.57
2.01 ± 0.60
2.27 ± 0.66
2.24 ± 0.57
2.14 ± 0.69
2.33 ± 0.66
2.02 ± 0.59
2.23 ± 0.68
2.13 ± 0.61
2.36 ± 0.65
2.25 ± 0.61
2.08 ± 0.65

0.13
  
  

-2.62
  

1.01
  

3.32
  

0.97
  

2.84
  
  

.878
  
  
.009
  
.314
  
.001
  
.330
  
.061
  
  

2.90 ± 0.70
2.83 ± 0.66
2.85 ± 0.70
2.81 ± 0.66
2.87 ± 0.69
2.91 ± 0.66
2.82 ± 0.69
2.94 ± 0.64
2.76 ± 0.70
2.90 ± 0.65
2.80 ± 0.70
2.96 ± 0.64
2.87 ± 0.75
2.81 ± 0.64

0.21
  
  

-0.60
  

0.91
  

1.81
  

1.05
  

0.67
  
  

.809
  
  
.543
  
.359
  
.071
  
.293
  
.508
  
  

2.94 ± 0.50
2.87 ± 0.54
2.79 ± 0.68
2.83 ± 0.54
2.97 ± 0.50
2.89 ± 0.59
2.87 ± 0.68
2.86 ± 0.68
2.89 ± 0.61
2.82 ± 0.68
2.93 ± 0.60
2.68 ± 0.66
2.90 ± 0.56
2.92 ± 0.67

0.60
  
  

-1.09
  

0.26
  

-0.39
  

-1.12
  

1.281
  
  

.550
  
  
.277
  
.790
  
.695
  
.260
  
.751
  
  

LTP = Life transi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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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 점수가 높았고(t =2.14, p =.033),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 비

해서 직업이 없는 부모의 부정기 점수가 높았다(t=2.93, p =.004). 또한 

방황기는 부모의 성별과 직업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 아버지에 비해서 어머니의 방황기 점수가 높았고(t= -2.62, p =.009), 

직업이 있는 부모에 비해서 직업이 없는 부모의 방황기 점수가 높았다

(t =3.32, p =.001). 그러나 좌절기와 수용기는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의 연령, 종교 유무, 가구수입

에 따라서는 전환과정 4단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자폐성 장애 아동 어머니 중 전업주부가 96명(76%), 직업을 가진 어머

니는 31명(24%)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직

업 유무에 따른 삶의 전환과정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의 

부정기 점수가 높았고(t=3.05, p =.004), 39세 이하인 아버지가 50세 이

상인 아버지에 비해서 수용기 점수가 높았다(t=3.82, p=.027) (Table 4).

논 의

본 연구에서 자폐성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전환과정을 

평가한 결과, 부정기, 방황기에 비해서 좌절기와 수용기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좌절기와 수용기의 평균 점수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수용기와 희망이 없는 

부정적 상태인 좌절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폐성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용할 수

는 있으나 사회적인 고립과 불확실성,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서

는 수용과 부정이 반복된다는 것이다[19].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 중 약 80%는 희망이 없는 좌절 상태로서 자녀의 행동문제 또는 

부모의 심리적 갈등 상황에 따라 좌절에 빠질 위험이 언제나 내포되어 

있다는 Wong[20]의 경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폐성 

장애 자녀의 부모가 전환과정 중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서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받아들

이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어린 아동의 부모에 비해서 성인기 장

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5,21].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정기, 방황기, 좌절

기와 수용기로 이루어지는 자폐성 장애 아동 부모의 삶의 전환과정은 

아동의 연령뿐 아니라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가 경험하는 고통이나 갈

등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자폐성 장애 아동의 

성장과정에 따라 부모가 경험하는 고통의 원인이나 반응의 변화에 대

Table 4. Differences in LTP in Father/Mother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94) 

Variables Categories n
Denying Wandering Despairing Accepting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Father
(n = 67)

Age (year)
  
  
Education
  
Job
  
Religion
  
Monthly
 income
 (10,000 won)

≤ 39a

40-49b

≥ 50c

≤ High school
≥ University
None
Yes
No
Yes
< 200
200-299
≥ 300

16
32
19
26
41
5

62
41
15
11
22
34

1.85 ± 0.53
2.04 ± 0.80
2.13 ± 0.54
2.30 ± 0.53
1.70 ± 0.79
2.43 ± 0.74
1.98 ± 0.66
2.06 ± 0.70
1.93 ± 0.64
2.13 ± 0.69
2.15 ± 0.62
2.02 ± 0.67

0.74
  
  

3.05
  

1.41
  

0.61
  

1.09
  
  

.479
  
  
.004
  
.161
  
.543
  
.342
  
  

1.77 ± 0.50
2.05 ± 0.67
2.16 ± 0.48
2.18 ± 0.52
1.87 ± 0.77
2.40 ± 0.49
1.98 ± 0.60
2.05 ± 0.59
1.84 ± 0.64
2.02 ± 0.63
2.21 ± 0.57
1.88 ± 0.59

2.01
  
  

1.58
  

1.49
  

1.13
  

2.03
  
  

.142
  
  
.120
  
.141
  
.260
  
.139
  
  

2.59 ± 0.66
2.83 ± 0.70
2.97 ± 0.57
2.88 ± 0.63
2.60 ± 0.80
2.95 ± 0.48
2.80 ± 0.60
2.79 ± 0.65
2.86 ± 0.66
2.79 ± 0.70
2.80 ± 0.76
2.81 ± 0.66

1.47
  
  

1.29
  

0.46
  

-0.34
  

0.01
  
  

.236
  
  
.201
  
.645
  
.732
  
.985
  
  

3.09 ± 0.58
2.84 ± 0.71
2.51 ± 0.46
2.80 ± 0.65
2.78 ± 0.74
2.70 ± 0.55
2.81 ± 0.65
2.84 ± 0.68
2.84 ± 0.64
2.63 ± 0.78
2.83 ± 0.59
2.85 ± 0.64

3.82
  
  

0.09
  

-0.39
  

0.05
  

0.47
  
  

.027
(a > c)

  
.922
  
.693
  
.996
  
.622
  
  

Mother
(n = 127)

Age (year)
  
  
Education
  
Job
  
Religion
  
Monthly
 income
 (10,000 won)

≤ 39a

40-49b

≥ 50c

High school
≥ University
None
Yes
No
Yes
< 200
200-299
≥ 300

42
69
16
48
79
96
31
56
41
22
39
66

2.32 ± 0.63
2.21 ± 0.64
1.87 ± 0.58
2.25 ± 0.58
2.18 ± 0.67
2.26 ± 0.62
2.02 ± 0.60
2.28 ± 0.66
2.13 ± 0.68
2.44 ± 0.51
2.17 ± 0.63
2.15 ± 0.67

2.98
  
  

0.611
  

1.82
  

1.15
  

1.86
  
  

.054
  
  
.542
  
.070
  
.252
  
.159
  
  

2.29 ± 0.69
2.27 ± 0.64
2.20 ± 0.67
2.27 ± 0.60
2.26 ± 0.69
2.32 ± 0.67
2.10 ± 0.59
2.36 ± 0.71
2.17 ± 0.68
2.53 ± 0.60
2.26 ± 0.64
2.18 ± 0.67

0.11
  
  

0.08
  

1.63
  

1.27
  

2.42
  
  

.895
  
  
.937
  
.104
  
.204
  
.092
  
  

3.02 ± 0.69
2.82 ± 0.65
2.71 ± 0.83
2.93 ± 0.68
2.84 ± 0.70
2.94 ± 0.65
2.68 ± 0.76
2.99 ± 0.65
2.74 ± 0.80
3.05 ± 0.60
2.91 ± 0.75
2.80 ± 0.68

1.53
  
  

0.66
  

1.81
  

1.67
  

1.16
  
  

.220
  
  
.509
  
.072
  
.097
  
.316
  
  

2.88 ± 0.67
2.88 ± 0.64
3.12 ± 0.58
2.94 ± 0.55
2.89 ± 0.70
2.87 ± 0.68
3.05 ± 0.47
2.81 ± 0.69
3.04 ± 0.58
2.71 ± 0.61
2.95 ± 0.55
2.96 ± 0.69

0.94
  
  

0.41
  

-1.41
  

-1.70
  

1.35
  
  

.392
  
  
.679
  
.161
  
.091
  
.263
  
  

LTP=Life transition process.



336 |� 자폐성�장애�자녀를�양육하는�부모의�삶의�전환과정의�차이:�인구사회학적�특성을�중심으로

Child Health Nurs Res, Vol.21, No.4, October 2015: 331-338

www.e-chnr.org

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는 행동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발달지연일 뿐이

고 성장하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22]. 그러나 자폐성 장애라고 진단받는 과정에서 부모는 혼란 

상태에 빠지고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지며[6],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

가 성장하여 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가 되면 특수학교에 보내야 할지 

정상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야 할지, 자녀가 학교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선생님의 무성의한 태도, 또래 친구들로부터의 소

외, 학업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부모는 새로운 형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23]. Humphrey와 Lewis[24]는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학

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고 심지어는 학대를 받기도 하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시끄럽고 어

수선한 학교 환경이 자폐성 장애 아동을 자극하므로 학교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자폐성 장애 아동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는 난폭한 행동이 증

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모들에게 큰 고민거리이다. 자폐성 장애 아동

은 청소년이 되면서 간질 발작, 월경 전 증후군 등의 신체적 변화에 적

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강박 행동이

나 상동행동(stereotyped behavior)이 저지당했을 때 더욱 난폭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25]. 또한 자폐성 장애 자녀가 성장하여 청소년

이 되어 성적 행동 또는 성적 관계에 관심을 나타냈을 때 부모는 매우 

당황하게 된다[26].

자폐성 장애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정상인들처럼 독립

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는 허탈감, 장래에 대한 불안

과 걱정, 참담함과 외로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지게 된다[13]. 

어떤 부모는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로 인해서 인내심이나 감사함,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웠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폐성 장애

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의무, 단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삶이 없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감옥

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5]. 

결국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

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상의 고통과 당황스러움을 겪고 있으며, 특

히 성인기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수용한 것처

럼 보이지만 자신은 늙어 가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의 미래가 불확실하

기 때문에 좌절감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특히 좌절기와 수용기는 평

균 점수가 매우 유사하고, 자폐성 장애 자녀와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좌절기와 수용기에 

대한 심도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자폐성 장애 가족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청

소년이나 성인기 자폐성 장애인이나 가족들의 문제점, 요구나 지원정

책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성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동기 장애인 가족에 집중되었

던 지원정책이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 자폐성 장애 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폐성 장애 자녀의 연령과 성별, 장애등급 등 인구사

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모의 특성 중 교육

수준과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부정기 또는 방황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정기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

하였으므로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진단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나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모들이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

다[6]. 

또한 직업의 유무에 따른 부정기와 방황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

데, 많은 어머니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감안하여 아버

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직업의 유무에 따른 전환과정의 차이를 비교

하였으나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직업의 유무보다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역할의 특성에 따른 차이

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방황기 점수가 아버지에 비해서 유

의하게 높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서 정

서적인 문제가 심각하거나 스트레스가 높고[27], 불안 증상이 심하며

[4], 신체적 통증이나 피로감을 호소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지지된

다[28]. 이러한 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험이나 대처기전이 다르

고, 자녀의 장애를 상이한 방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므로[29] 어머니들이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수용

기 점수가 어머니보다 낮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어머니

들이 장애아동의 돌봄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한국 가정의 전통적 

특성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존재와 고

통,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Donaldson, Elder, 

Self와 Christie[30]는 자폐성 장애 아동의 행동 훈련에 참여한 아버지

를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한 결과 자폐성 장애 아동과 함께 시간을 공

유함으로써 비로소 아버지가 된 느낌을 받았으며, 자녀의 진단을 받아

들이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편안하다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고통에도 관심을 가지고 장애를 가진 자녀의 양육 행

위에 아버지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를 포함하는 가족단위의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어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9세 이상 성인기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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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애인 부모를 포함함으로써 부모의 삶의 전환과정을 포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간호연구와 실무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폐성 장애인의 부모가 전환과정 중 부정

기, 방황기, 좌절기를 딛고 일어나 수용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단계

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지 프로

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자폐성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삶의 전환과

정을 평가하고, 전환과정이 자녀와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194명의 자폐성 장애인의 부모들이 응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

폐성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삶의 전환과정은 부정기, 방

황기에 비해서 좌절기와 수용기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또한 부모의 삶

의 전환과정의 각 단계는 자폐성 장애 자녀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모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수용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기와 방황기는 부모의 성별, 교육수준 또는 직업의 유무에 따라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아동의 양육에 아버지를 참여하

게 함으로써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단위 통

합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이러한 프로

그램을 적용하기에 전에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가 전환과정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를 사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다. 또한 자폐성 장애인의 행동 특성이나 부모의 정서적, 사회적 요인

들이 자폐성 장애 아동 부모가 경험하는 삶의 전환과정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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