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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능력의 제한과 사회 편견으

로 일정 연령이 되더라도 독립 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

지 않으며 지속 으로 군가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주된 상은부모가 된다[1]. 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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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 정책으로 시설 심에서 지역사회 심으로 패러다

임이 환되면서 장애자녀는 부모 는 가족에 한 보

호 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2, 29, 30].

장애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재정지원, 후

견인 제도 등이 활발하게 지원되지 못한다면 장애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장래 문제에 한 불안과 부담

이 가 될 것이며, 결국 장애자녀는 사회 안 망의 사

각지 에 놓이게 되어 궁극 으로 사회 부담으로 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 자녀 보호

제공자인 부모에게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한 계획수

립을 미리 비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 디자인의 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3, 4, 5].

라이 디자인 수립은 질병이나 사고, 사망 혹은 기타

의 사유로 인하여 장애자녀 부모가 장애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를 비하여 자녀의 욕구에 합한 계획을 수립

하는 것을 의미하며[6], 장애자녀 부모가 장애자녀의 안

정된 미래를 하여 일상 인 보호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7]. 즉, 보호 상자인 장

애자녀의 돌 이 어려워질 때를 비한 비 계획, 그

리고 장애자녀가 독립 으로 안정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처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8].

이러한 요성의 인식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

애자녀에 한 라이 디자인 련 문제를 부모에게만 맡

겨두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제도 ·재정 지원을 통해

체계 으로 근하고 있으며, 민간 회 차원의 PLAN

(Planned Lifetime Assistance Network)이라는 로그램

을 통해 일상생활 기술훈련에서 교육, 기 리, 재산

리, 주거계획에 이르기까지 독립 인 라이 디자인 수립

을 한 포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9, 10, 11].

그러나 이와는 조 으로 우리나라 경우 장애 자녀

와 부모 모두 라이 디자인의 필요성은 실하게 느끼는

반면 이들에게 지원되는 라이 디자인 련 정책과 지원

정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보고되고 있다[12, 13]. 그

러므로 이들에 한 라이 디자인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

제도 장치 마련이 시 하며, 라이 디자인 수립

향요인 검증을 통한 실천 개입방안이 더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라이 디자인의 구성에 주거계획,

재정계획, 법 계획 등이 포함되어 논의되어 왔다[14, 2,

3, 7]. 첫째, 주거계획은 부모에게 돌 을받지 못할 때 거

주 할 장소와 방법에 해 결정하는 문제로, 그룹홈이나

싱홈, 공동거주, 생활시설 등의 주거공간과 리가족,

형제와의 거주, 독립생활 등의 동거인 측면이 논의된다.

둘째, 재정계획은 장애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를 비해

장애자녀가 안정 으로 재산의 소유 권한, 재산의 집행

능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 에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법 계획은 장애자녀의 법정 리인인

후견인을 두어 독자 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장애자녀를

신해 재정 의사결정의 역할 등을 행사하게 함으로

써 장애자녀를 보호하기 한 계획이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가 표 인 법 계획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장애자녀를 하여 부모가 수립하는 라이 디

자인의 구성 역을 주거계획, 재정계획, 법 계획으로 설

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돌 부담감은 평생계획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부 (-) 향 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돌 부담감이 클수록 장애자녀의 라이 디

자인 수립에 어려움을 래되는 것으로 보고된다[15, 16].

장애자녀 부모가 장애자녀를 돌보는 가운데 신체 , 정

서 , 심리 부담감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돌 부담감이

클수록 장애자녀의 평생계획을 구체 으로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분석되었다[17, 18, 1, 8].

한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의 부모가 돌 경험의

과정에서 갖게 되는 부담감과 자녀를 해 수립하는 라

이 디자인 간의 향 계에 매개효과를 갖는 요인

돌 효능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돌 효능감이란 돌 과

정에서의 자신감과 극정 문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돌 제공자로서 내재된 강 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내 주변의 자원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돌 련 역

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19, 20].

돌 효능감 수 이 높은 부모는 장애자녀의 교육

재활의 포 인 과정에 한 능동 지원자, 재과정

에 한 조자와 같은 극 인 역할을 수행 할수 있다

[21]. 이와는 조 으로 돌 효능감 수 이 낮은 부모는

장애자녀 돌 과정에서 무기력감, 좌 감, 우울감을 경

험하며 자녀의 미래 라이 디자인 설계를 실시하는데 한

계를 갖게 된다[22]. 그리하여 독립 인 일상생활 에

한 계획수립, 직업재활 경제 역할 수행에 한 계획

수립, 주거 인 측면에 한 계획수립 등 장애자녀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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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라이 디자인 수립을 비하고 설계하고자 하는

의지, 문 조언과 교육의 수용과 같은 실천 노력을

주 하게 된다고 보고된다[23]. 즉, 부모의 돌 효능감 수

에 따라 장애자녀에 한 라이 디자인 설계와 련된

비 정도, 실제 인 계획수립 추진의 정도와 련된

질이 달라질 것으로 측할 수 있다.

한 돌 효능감은 장애자녀의 낮은 일상생활기능 수

이나 장애 정도의 심각성으로 인한 스트 스나 역경으

로 인하여 부모가 겪게 되는 돌 부담감을 완충하여 돌

제공자로서의 정 인 측면과 강 을 인식하게 되고

궁극 으로 자녀의 교육과 재활과정과 련하여 극

인 처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

었다[24, 20].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돌 효

능감은 장애자녀 돌 과정의 스트 스와 부담감을 약화

시키는 조 기능을 하며, 돌 상자인 자녀의 독립생

활에 한 계획수립에 정 인 향을 갖도록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고 측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장애자녀 부모를 상으로 한 평생계획과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평생계획의 향요인으로 스트

스원과 사회 자원으로 제한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

며, 련 변인들과의 계에 하여 상 계, 직

향력 심의 분석들만 이루어져 왔다. 장애자녀 부모가

라이 디자인 설계를 극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하여 다각 인 경로 계 검증을

실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부모의 역량강화 과

정이며 임 워먼트 결과라 할 수 있는 돌 효능감과 라

이 디자인의 향 계에 해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실

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돌 부담감, 장애자녀 부모의 내 자원인 돌

효능감 변인들이 장애자녀의 라이 디자인 수립에 미치

는 향력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자녀의 라이

디자인에 한 요성을 인식하고 지원방안 모색을

한 이론 실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 방법

2.1 조사 상 

본 연구는 남부 학교 생명윤리 원회에 IRB 심의

차를 거친 후 IRB 승인(1041478-201311-HR-001)을 받

아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의 상은 장애자녀를 돌

보는 부모이며, 조사방법은 편의 표집방법을 활용하

으며 총 301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2.2 측정도  

2.2.1 돌 담

본 연구의 돌 부담 척도는 Orbell et al[25]이 개발한

‘돌 과정 평가척도’의 하 척도를 김연수[26]가 수정하

여 사용한 척도로, 5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돌 부

담 정도가 높으며, Cronbach's α = .899이다.

2.2.2 돌 역량

돌 역량을 측정하기 해서 Koren, DeChillo &

Friesen[27]에 의해 고안된 가족 돌 역량 척도를 활용하

여 이유리[20]가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재

구성하여 사용하 다.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돌

역량 정도가 높으며, Cronbach's α = .784로 나타났다.

2.2.3 라 프

라이 디자인 수립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Heller &

Factor[8]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주거계획,

재정계획, 법 계획 수 을 5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

록 되어 있다. 총 3문항으로 수가 높을수록 평생계획

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 .895로 나

타났다.

2.3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SPSS 20.0과 AMOS 20.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해

Cronbach's α를 산출하 으며, 평균, 표 편차, 정규성

분석, 상 계분석,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   , CFI, TLI, RMSEA 합도

지수를 이용하 다[28].

3. 결과

3.1 측정변수간 술통계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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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

분포조건(왜도<2, 첨도<7)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모형

에 선정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용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Categories M (SD) Skewness Krutosis

Caring

Burden

1 2.94(1.057) .088 -.803

2 3.28(1.054) -.414 -.588

3 2.96(1.059) -.101 -.769

1 3.49(.790) -.449 .157
Caring

Empowerment
2 3.45(.841) -.517 .229

3 3.75(.771) -.416 .413

1 2.33(.977) .345 -.413
Life

Design
2 2.07(.967) .696 -.144

3 2.14(1.028) .708 -.24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3.2 주 변수  상 계 

상 계 지수가 r<.8,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이하, 공차한계(Tolerance)값이 0.1이상으로 나타

나서 다 공성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1 2 3 4 5 6 7 8 9

1 1

2 .726** 1

3 .696** .725** 1

4 -.164** -.147* -.165** 1

5 -.088 -.095 -.101 .479** 1

6 -.117* -.097 -.177** .447** .454** 1

7 -.159** -.146* -.203** .204** .070 .192** 1

8 -.080 .017 -.041 .067 .132* .127* .550** 1

9 -.003 .024 -.085 .140* .123* .146* .458** .620** 1

1)Burden 1, 2)Burden 2, 3)Burden 3,

4)Empowerment 1, 5)Empowerment 2, 6)Empowerment 3,

7)Life design 1, 8)Life design 2, 9)Life design 3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elated 

variables

3.3 연 형 결과

3.3.1 연 형  적합도 지수

연구모형 분석을 해 돌 부담 수 이 돌 효능감을

매개하여 라이 디자인 수립에 이르는 경로를 구조모형

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합도 지수의 평가 기

이 확립된 CFI, TLI, RMSEA를 통해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 다. 본 연구모형의 합도는 <Table 3>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카이자승을 제외한 모든 합도 지수에서

만족할 만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Study Model

χ2 p df CFI TLI RMSEA

Model fit 52.124 .001 24 .971 .956 .062

90 Percent Confidence Interval for RMSEA = (0.039;0.086)

<Table 3> Goodness-of-fit index

3.3.2 연 형  

돌 부담감은 돌 효능감에 유의하게 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는데(t=-3.006, p<.01), 장애자녀 부모가 갖

는 돌 부담감이 클수록 돌 효능감의 수 이 더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 부담감이 높을수록 라이 디자인 비 정도가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라이 디자인 비 정도에 한 돌 효능감

의 향력을 분석한 결과, 돌 효능감은 라이 디자인

비 정도에 유의미하게 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t=2.840, p<.01), 장애자녀 부모의 돌 효능

감이 높을수록 라이 디자인 수립 수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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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Esmate

S.E. C.R.
B β

Caring burden →

Life design
-.023 -.032 .050 .465

Caring burden →

Empowerment
-.136 -.221 .045 -3.006**

Empowerment →

Life design
.267 .230 .094 2.840**

Caring burden →

Caring burden 1
1.000 .836

Caring burden →

Caring burden 2
1.034 .866 .062 16.611***

Caring burden →

Caring burden 3
1.003 .837 .062 16.195***

Empowerment →

Empowerment 1
1.000 .692

Empowerment →

Empowerment 2
1.056 .686 .134 7.897***

Empowerment →

Empowerment 3
.929 .658 .118 7.865***

Life design →

Life design 1
1.000 .649

Life design →

Life design 2
1.288 .845 .134 9.601***

Life design →

Life design 3
1.180 .728 .121 9.773***

** P<.01, *** P<.001

<Table 4> Estimates of model

3.3.3 매개효과 

연구모형에서 장애자녀 부모의 돌 효능감은 돌 부

담감이 라이 디자인 수립에 미치는 향 계에서 완

매개효과(full mediating)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

부담감이 돌 효능감을 매개로 라이 디자인 수립에 미

치는 간 효과의 크기는 -.051이었으며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식을 통한 유의도 검증결과 p=.004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ect Total effect

B β B β B β

Caring burden →

Life design
-.023 -.032 -.036 -.051** -.060 -.083

Caring burden→

Empowerment
-.136 -.221** .000 .000 -.136 -.221**

Empowerment →

Life design
.267 .230** .000 .000 .267 .230**

** P<.01 95% Bias-corrected bootstrap percentile(-.014;.-.136)

<Table 5>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4. 결  및 제언

4.1 결

본 연구는 장애자녀 부모를 상으로 돌 부담감과

라이 디자인 수립 간의 구조 계에서 돌 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델을 검증한 결과, CFI는

.971, TLI는 .956, RMSEA는 .062로 모두 만족할만한 수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돌 부담감, 돌 효능감, 라

이 디자인 간의 구조 계와 련된 연구모델은 합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해 분석하고 결

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자녀 부모가 느끼는 돌 부담감은 자녀를

한 라이 디자인 수립에 부정 인 향을 미쳐 비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15, 16] 결과와

조되는 결과이다.

둘째, 돌 부담감은 됼 효능감에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자녀 부모의 돌 부담감 수 이 높을수록 돌 효능감이

낮아지게 된다는 선행연구[1, 8, 17, 18]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셋째, 돌 효능감이 라이 디자인 수립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직 인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도출된 결과로서,

돌 효능감 수 이 높을수록 장애자녀의 재활 과정에 보

다 주도 인 자신감을 가지고 처하고 력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21, 22, 23]에서 진

일보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돌 효능감은 돌 부담감이 라이 디자인 수립

에 미치는 향 계에서 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도출된 결과로

서 장애자녀 부모가 돌 과정에서 자녀의 일상생활 기능

하나 장애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더라도 돌 효능감

수 이 높으면 돌 제공자로서의 통제력을 유지하며 돌

련 스트 스를 완충하여 재활과정에서 자녀의 미래

생활 계획 수립이라는 극 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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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 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장애자녀에 한 라이 디자인의

요성을 확인하고 라이 디자인을 체계 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 자료를 마련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라이 디자인 수립을 지원하기 한 실천 개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라이 디자인 설계

가이드 북이나 모범 성과 확산을 한 사례집 등이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보 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 이고

포 인 라이 디자인 설계를 해 교육 문가, 취업

문가, 재정 문가, 법률 문가, 인권 문가 등 다양한 배

경을 가진 문가들의 사회 지원체계 네트워크가 구성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돌 효능감이 라이 디자인 수립과 직 인

향 계에 있고, 돌 부담감과 라이 디자인 수립 간의

계에서 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장애자녀의 부모가 자녀의 라이 디자인 수립에 보

다 극 인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 인 의사결정자”,

“재활과정 치료과정의 력자”로 기능할 수 있는 돌

효능감 증진 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를 해 부모의 돌 련 지식, 기술 등의 증진을

통해 권한을 부여하며 자녀를 해 옹호할 수 있는 역량

을 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돌 효능감 증진 로그램

에 반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라이 디자인 수립을 지원하기 한 정책 , 제

도 근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청소년의

발달단계별 과업 수행을 지원하고 라이 디자인 설계에

도움을 수 있는 담 인력 양성 배치와 련된 제

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

인복지상담원’ 제도를 의무화 하여 지자체 별로 장애자

녀의 평생교육, 재활, 독립생활은 물론 부모의 돌 련

욕구에 개별화된 맞춤형 컨설 을 제공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 에 장

애청소년을 한 ‘라이 디자인지원센터’ 는 ‘평생계획

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넷째, 부모가 돌 부담감이 커지면, 신체 , 정서 , 심

리 자원들이 고갈되고, 균형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

게 되어 장애자녀의 라이 디자인을 수립하기 어려워진

다고 제기된 선행연구들이 우세하 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볼 때, 본 연구에서는 돌 부담감과 라이

디자인 수립 간 련성의 방향은 일치하 으나 통계

유의성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이는 표본 수 확 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거나 는 라이 디자인의 하 구성

요소(주거계획, 재정계획, 법 계획)별로 종속변수로 선

정한 다음 돌 부담감과의 련성을 분석하여 더욱 심층

인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장애자녀 부모만

을 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장애자녀 부모 체를

상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 을 갖는다. 한 본 연

구에서는 라이 디자인의 구성을 주거계획, 재정계획, 법

계획의 3가지로 제한하여 살펴보았으나, 보통화의 측

면에서 볼 때 “결혼과 성” 역시 라이 디자인의 요한

역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후속 연구에서는 라이 디

자인 구성에 포함시켜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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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재 : 남부 학교사

회복지학과 교수

․ 심분야 : 정신장애인 가족, 아동청소년정신건강

․E-Mail : yrlee@namb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