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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WEPS) 15차 연도(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에 따라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장애인 복지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한국복

지패널 15차 년도 전체패널 27,447명에서 2021년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1,281명중 80세(1942년생) 이상 

422명을 제외한 859명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이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의 3개변인 모두

에서 결혼 상태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의 경우는 그렇

지 않은 결혼 상태에 비해 가족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경우 가족 간의 

순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장애인(disabled), 가족문제해결(family problem solving), 

가족관계만족도(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가족생활만족도(family life satisfaction), 

순기능적 의사소통(pure functional communication),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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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장애인에 대한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내 또는 가족 간에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정확하지 못한 

언어표현으로 인한 원만한 의사소통은 그리 쉽지가 않다. 

사실 국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지적

된 문제이다. 의사소통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유무와 유형에는 

상관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변화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장애특성이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의사소통을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아니므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가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가족(확대가족), 핵가족, 1인 가구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는 OECD의 평균 

1인가구는 30.7%(2015년), 향후 40% 이상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23.9%에서 2040년 36.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장애인의 생태계 또한 매우 열악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복지패널(KOWEPS) 15차 

연도(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에 따라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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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1. Family Problem

사회의 변화와 관련한 가족문제는 먼저 가족체계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다루는 미시적 관점이다. 가족의 욕구, 가족관계, 가족기능, 

가족생활주기, 가족구조 등과 관련한 가족문제를 다루는 접근방법으

로 가족의 내적 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는 가족문제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가족과 사회구조

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가족문제를 사회문제의 일부분으로 보는 

거시적인 관점이다. 정치, 경제, 사회구조와 같은 사회의 외적 요인과 

가족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이러한 가족문제는 사회의 여러 가족들

에게서 나타나는 공통 문제이며, 다른 가족들과 주변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본다[1]. 이러한 사회문제의 가족문제라는 차원에

서 가족문제를 가족과 연관된 다양한 현상으로 사회에서 중요한 

일단의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2]. 사회문제로서의 가족문제

를 고려할 때 가족 환경의 여러 가지 사회구조 및 사회체계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며 동시에 전체로서의 가족과의 관련성을 중요시하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가족은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게 하는 기본 단위이면서 개인에게

는 필수적인 사회집단이다[3]. 가족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

게 되는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관계를 포함하는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 과정이다[4]. 또한 가족관계는 일차적 집단 내의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관계가 직접적이고 친밀하며 생활공동체로 가족의 행복과 

불행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가족구성원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

게 되는 것이다. 가족관계의 만족은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생활 에서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느끼게 되는 전반적인 만족수준으로써 생활만족

도의 하위개념의 하나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친척관계와의 친밀도를 의미한다[5]. 아울러 가족관계 

만족은 가족생활 전반에 객관적, 주관적 측면을 포함하며 만족의 

주체는 가족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만족의 총체를 말한다[6].

3. Family Life Satisfaction

가족생활만족에서 만족을 개념화하는 문제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만족에 대한 정의를 인간이 갖고 있는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에서의 일치 정도라는 견해와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만족과 불만 또는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그렇지 않은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7]. 또한 가정생활의 행복이란 부부를 비롯하여 가족 

간의 애정을 기본으로 원만한 가족관계는 물론 경제적 안정 및 자녀 

출산과 순조로운 성장, 사회적인 성공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였다[8]. 

생활만족도 개념은 생활의 질, 행복도, 통합 등의 다양한 용어들로 

불리 우고 있다. 가족생활만족이란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에서 느끼는 충족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전반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9].

본 연구에서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족문제해결은 202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유형1)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가족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가에 대한 답변을 활용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202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원용(유형3)에서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에서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 중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답변을 활용하였다. 가족생활만족도는 202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

구원용(유형3)에서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질문 

중에서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의 답변을 활용하였다.

I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Subject

연구대상은 한국복지패널 15차 년도 전체패널 27,447명에서 2021

년 현재 장애인(16가지의 장애유형)으로 등록된 1,281명중 80세

(1942년생) 이상 422명을 제외한 859명으로 하였다. 859명중 지체장

애가 397명(46.2%)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가졌다. 그 다음으로는 

정신지체(지적장애) 89명(10.4%), 시각장애 86명(10.0%), 청각장애 

76명(8.8%), 뇌병변장애 74명(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문제해결에 응답한 자는 859명이나 가족관계 만족도는 704명

(미응답155명), 가족생활만족도는 749명(미응답110명)이 응답을 하

여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측값으로 처리 하였다.

2. Research Data Analysis

본 연구의 자료처리를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6.0을 사용하였

으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사안에 따라 p<.05, p<.01, p<.001로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의 정도와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정하였다. 셋째,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

족도 변수 간에 상관관계의 정도를 알아보고, 한 변수가 변화할 때 

다른 변수가 변화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넷째, 연구대상의 가족문제해결이 가족관계만족도와 가족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 각각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Research Analysis Results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분포는 

남자가 491명(57.2%), 여자가 368명(4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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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Family Problem Solving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Family Life Satisfaction

M SD N % M SD N % M SD N %

Male 3.31 1.23 491 57.2 3.73 .72 390 55.4 5.17 1.99 423 56.5

Female 3.46 1.03 368 42.8 3.68 .67 314 44.6 5.15 1.64 326 43.5

Total 3.37 1.15 859 100.0 3.71 .70 704 100.0 5.17 1.84 749 100.0

Table 2. Mean Difference in Family Problem Solving,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Family Life Satisfaction by Gender 

Age
Family Problem Solving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Family Life Satisfaction

M SD N % M SD N % M SD N %

30’s or younger 3.55 .88 73 8.5 3.62 .75 26 3.7 5.53 2.29 32 4.3

40’s 3.52 1.00 87 10.1 3.79 .74 68 9.7 5.29 1.90 73 9.7

50’s 3.32 1.18 133 15.5 3.82 .68 109 15.5 5.41 1.99 122 16.3

60’s 3.10 1.34 214 24.9 3.62 .73 193 27.4 4.83 1.98 202 27.0

70’s 3.49 1.05 352 41.0 3.71 .67 308 43.8 5.22 1.59 320 42.7

Total 3.37 1.15 859 100.0 3.71 .70 704 100.0 5.17 1.84 749 100.0

Table 3. Mean difference in family problem solving,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by Age

Variable Division N %

Gender
Male 491 57.2

Female 368 42.8

Age

30’s or younger 73 8.5

40’s 87 10.1

50’s 133 15.5

60’s 214 24.9

70’s 352 41.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lower 482 56.1

High school 278 32.4

Junior college or higher 99 11.5

Marital

Status

Spouse 450 52.4

Not married 167 19.4

etc(bereavement,

divorce,separation etc)
242 28.2

Total 859 10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연령에서는 60~70대가 859명중 566명(65.9%)으로 대부분을 차

지하였고, 장애종류로는 16가지의 장애에서 지체장애가 397명

(46.2%)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가졌다. 이는 나이가 많은 장애인들이 

지체장애가 많음을 의미한다. 지체장애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외상

이나 질환으로 신경, 근육, 팔, 다리, 척추들에 이상으로 오는 장애를 

말하며, 정형외과적 장애와 신경학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 정형외과적 

장애는 두개골, 관절, 근육 등의 이상이 주로 나타나는 장애를 포함한다. 

신경학적 장애는 신체의 어떤 부분을 움직이고, 사용하고, 느끼거나 

제어하는 증력에 영향을 끼치는 중추신경계의 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한 장애를 포함한다[10]. 교육수준은 중학교이하가 482명(56.1%)

으로 나타나 대부분 학력이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혼인상태는 유배우

가 다른 미혼이나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상태에 비해 450명(52.4%)으

로 더 많이 차지하였다. 결국 연구대상자의 큰 특징은 연령이 높았고, 

지체장애가가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2. Differences in Demographic Family Problem 

Solving,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Family Life 

Satisfaction

성별에 따른 가족문제해결의 점수는 여자가 3.46으로 남자 3.31보

다 높게 나타났고, 가족관계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 평균점수는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Table 2).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

족도, 가족생활만족도가 남자와 여자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문제해결에서 60대와 70대에서 유의미한 차이(p<.01)가 나타

났고,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의 연령별 평균의 차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교육수준별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 점수

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각각의 변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표현에 대한 의사소통이 좀 더 나은 형태로 이루어져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Table 4). 가족관계만족도에서 중학

교이하와 전문대이상에서 유의미한 차이(p<.05)가 나타났고, 이외에

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의 3개변인 모두에

서 유배우와 미혼, 기타(사별, 이혼, 별거 등)의 평균의 차이는 각각 

유의미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결과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징으로 규명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의 평균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장애인들의 가족관계는 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징과는 상관없이 가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유배우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결혼 상태에 비해 

가족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경우 가족 간의 순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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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Level

Family Problem Solving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Family Life Satisfaction

M SD N % M SD N % M SD N %

Middle school

or lower
3.33 1.17 482 56.1 3.68 .70 396 56.3 5.13 1.84 420 56.1

High school 3.37 1.12 278 32.4 3.69 .71 222 31.5 5.18 1.87 239 31.9

Junior college

or higher
3.61 1.07 99 11.5 3.88 .68 86 12.2 5.31 1.80 90 12.0

Total 3.37 1.15 859 100.0 3.71 .70 704 100.0 5.17 1.84 749 100.0

Table 4. Mean difference in family problem solving,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by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Family Problem Solving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Family Life Satisfaction

M SD N % M SD N % M SD N %

Spouse 3.64 .78 450 52.4 3.86 .60 391 55.5 5.54 1.25 409 54.6

Not married 2.95 1.57 167 19.4 3.58 .69 108 15.3 4.61 2.80 127 17.0

Etc(bereavement,
divorce,separation etc)

3.17 1.25 242 28.2 3.48 .81 205 29.1 4.77 1.91 213 28.4

Total 3.37 1.15 859 100.0 3.71 .70 704 100.0 5.17 1.84 749 100.0

Table 5. Mean difference in family problem solving,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by Marital 

Status

3. Correlation between family problem solving,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Table 6에서 제시되었다.

Observation

Variable

Family 

Problem Solving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441***

Family Life 

Satisfaction
.558*** .553***

***p<.001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amily problem 

solving,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가족문제해결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441(p<.001), 가

족문제해결과 가족생활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558(p<.001), 가족관

계 만족도와 가족생활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553(p<.001)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생활 만족도 요인들 사이에 어느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The effect of family problem solving 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연구대상의 가족문제해결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Independent

variable
B β t Probability

Family 

Problem Solving
.261 .441 13.003 .000

Constant

R2 

F

2.834

.194

169.066***

***p<.001

Table 7. The effect of family problem solving 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회귀분석결과 가족문제해결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비표준화 

회귀계수(B)에 의해 회귀식으로 추정해 본 결과는 [가족관계 만족도 

= 2.834 + 0.261*가족문제해결]이다. 회귀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 결과를 보면 가족문제해결은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정계수가 .194이므로 약 19.4%의 설명력을 

갖는다. 가족문제해결 정도를 알면 가족관계 만족도를 19.4% 정확하

게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가족문제해결이 1점 증가하면 

가족관계 만족도는 0.261점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The effect of family problem solving on family life 

satisfaction

연구대상의 가족문제해결과 가족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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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B β t Probability

Family 

Problem Solving
.868 .558 18.356 .000

Constant

R2

F

2.269

.311

336.956***

***p<.001

Table 8. The effect of family problem solving on family 

life satisfaction

회귀분석결과 가족문제해결과 가족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비표준화 

회귀계수(B)에 의해 회귀식으로 추정해 본 결과 [가족생활 만족도 

= 2.269 + 0.868*가족문제해결]이다. 회귀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 결과를 보면 가족문제해결은 가족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정계수가 .311이므로 약 31.1%의 설명력을 

갖는다. 가족문제해결 정도를 알면 가족생활 만족도를 31.1% 정확하

게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가족문제해결이 1점 증가하면 

가족생활 만족도는 0.868점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WEPS) 15차 연도(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

태에 따라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가 남자

와 여자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족문제해결에서 60대와 70대에서 유의미한 차이(p<.01)가 나타

났고,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의 연령별 평균의 차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별 가족문제해결, 가족관

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 점수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각각의 변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만족도에서 중학교이하와 전문대이상

에서 유의미한 차이(p<.05)가 나타났고, 이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문제해결,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생활만족도의 

3개변인 모두에서 유배우와 미혼, 기타(사별, 이혼, 별거 등)의 평균의 

차이는 각각 유의미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결혼 상태에 비해 가족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경우 가족 간의 순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족문제해결은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정계수가 .194이므로 약 19.4%의 설명력을 갖는다. 또한 

가족문제해결이 1점 증가하면 가족관계 만족도는 0.261점이 증가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문제해결은 가족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정계수가 .311이므로 약 31.1%의 설명력을 

갖는다. 또한 가족문제해결이 1점 증가하면 가족생활 만족도는 0.868

점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토대로 향후에는 장애인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문제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을 고려한 언어장애 

중심으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더욱 확장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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