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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강 을 토 로 학령  발달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응유연성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연구 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복지 에 다니는 학령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이며, 수집된 자료  170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발달장

애아 어머니의 응유연성은 보통 수  이상이었으며, 하 차원별 수는 사회  자원이 가장 높고, 다음으

로 성격구조화, 사회  성취, 개인의 강 , 미래에 한 인식, 가족응집력의 순이었다. 둘째, 조사 상자의 

양육스트 스는 5  만 에 2.71 으로 보통 이하 으며, 하 차원별로는 부모의 고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셋째,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응유연성과 양육스트 스는 부  상 계를 보 으며, 회귀분석 결과 장

애자녀 응행동과 응유연성  미래인식, 개인의 강 , 사회  자원의 세 가지 하  차원이 양육스트

스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넷째, 장애자녀  어머니의 일반  특성보다는 어머니의 응유연

성 련 변인들이 양육스트 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 더 요한 측변수로 나타났다. 

■ 중심어 :∣과학발달장애아 어머니∣적응유연성∣양육스트레스∣
 

Abstract

The following research is based on a strengths perspective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adaptation resilience on parenting stress. The subject were 170mothers whose children hav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attend pre-school and social welfare centers for early education. 

The results were following: 1) The order of dimensional scores from highest to lowest were 

social resources, structuralization of personality, social achievement, personal strengths, 

perception of future, strength of family cohesion. 2) The parenting stress of the subjects came 

out to be lower than average scoring 2.71 out of 5. Dimensionally, grief of parents came out to 

be the highest. 3) Adaptation resilience and parenting stress for subjects exhibit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in adaptation resilience, the dimensions of perception of future, personal 

strengths, social resources came out to be factors tha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arenting 

stress. 4) factors relating to the mother’s adaptation resilience were more important than general 

characteristics belonging to handicapped children and their mothers for the purpose of explaining 

and predicting parent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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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양육스트 스란 부모됨으로 인해 생되는 여러 변

화 상황에서 부모가 경험할 수 있는 긴장과 압박감[1]

을 의미한다. 맞벌이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 양육환경으

로서의 사회와 가족의 변화로 인해 반 으로 자녀양

육은 차 더 큰 스트 스로 인식되는 경향이다. 부

분의 부모가 양육스트 스를 경험하지만, 장애아를 둔 

부모의 경우 일반 으로 정상아의 부모에 비해 그 스트

스 수 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자녀의 장

애는 양육자로 하여  장기 으로 지속되는 긴장을 

래하며, 이것은 정상아 부모가 겪는 것과는 그 정도나 

성격이 다르다[2].

양육스트 스는 부모 자신의 심리  안녕 뿐만 아니

라 역기능  양육행동을 측하게 하는 요한 변인으

로 자녀에 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3].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어머

니의 양육태도  행동과 계가 있으며[4], 양육스트

스가 높을수록 강압 , 권 , 거부  양육태도  행

동을 보일 수 있다[5].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아 어머니

의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한 안의 모색은, 단

지 어머니 개인의 심리  만족이나 행복을 해서 뿐만 

아니라 장애자녀에 한 한 양육의 제공과 그에 따

른 사회  응의 제고를 해서도 매우 요한 문제라 

하겠다.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 어머니의 성격 특성[6]이나 정심리  내외통제

성[7], 성역할태도[8] 등 개인  특성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보거나, 사회  지지 내지 사회  지원

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한 시도들

[9][10]이 있었으며, 는 생태학  체계를 심으로 개

인  환경  특성들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들

을 종합 으로 살펴보고자 한 연구들[2][11][12]도 있었

다.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한 선행 연구들

은 주로 어머니의 스트 스 정도와 스트 스에 향을 

주는 요인, 스트 스에의 처  응과정에 한 연

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부분이 장애

아동은 가족에게 부정 인 향과 결과를 래할 것이

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가족의 

기에 을 연구들이었다. 그런데 1990년  이후 연구

에서 장애아가족이 직면하는 스트 스에 한 반응이 

가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장애아로 인한 스트 스

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 응의 문제를 겪는 것은 아

니라는[13], 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장애아 가족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

족부 응이나 실패에 을 두기보다는, 응이나 성

공이라는 정 인 측면을 보고자 하는 강  의 

근을 취하고자 한다. 종 의 연구에서는 장애아 가족에 

한 장  을 용하는 데 있어서 가족탄력성이라

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가족탄력성이란 기 상황에 직

면한 가족이 보다 잘 응되도록 하는 가족의 특징, 차

원,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련 연구들에서 가족탄력

성, 즉 체 가족이 가지는 장 과 잠재력은 장애아 어

머니가 겪는 부정  향을 감소시키고 문제를 잘 해결

하고 처해 나가며 성공 으로 응에 이르도록 지원

하는 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15].

본 연구는 장  이라는 기본 은 같으나, 양

육스트 스를 지각하는 주체인 발달장애아 어머니 개

인을 심으로 개인  차원의 응유연성 개념을 사용

함으로써 장애아 어머니가 가진 강 , 잠재력, 자원에 

한 인식이 양육스트 스 완화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

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응유연성의 개념은 어머니 개

인  차원의 응유연성이기는 하나 개인의 강 , 미래

에 한 인식, 성격 구조화, 사회  성취 같은 개인  요

인은 물론 가족 응집력, 사회  자원 등 어머니를 둘러

싼 환경에 한 인식을 아우름으로써, 장애아 어머니 

개인이 가진 역경 극복의 역량을 총체 으로 악하고 

그것이 양육스트 스를 극복하는 안으로서 가지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장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녀의 특성이나 어머니의 단편 인 개인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 스의 차이를 논하는 차원을 

넘어서, 응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심으로 어머니가 

가진 개인 , 사회  자원을 통합 으로 악하여 양육

스트 스와의 련성을 살펴 으로써, 장애아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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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녀의 장애라는 개인  가족의 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발달장애를 포함하여 장애아 부모를 상

으로 한 강  의 교육 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 을 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학령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응유연

성과 양육스트 스의 반  경향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 2】학령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일반

 특성과 어머니의 응유연성이 양육

스트 스에 미치는 상  향력은 어

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자녀의 발달장애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본 논문에서는 발달장애의 용어를 보다 포 으로 

사용하고자 하 다. 의 인 발달장애는 정신의학 분

야에서의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로서, 자폐성 장애, 트 장애, 소아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  발달

장애가 포함된다[17]. 이에 따라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주로 발달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발달에 문제가 있어 장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좀 더 보편 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

다. 발달장애를 이와 같이 보편 인 의미로 정의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기인 약 20세까지의 발달기간

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칭하는 포 인 용어로 이해

될 수 있다[18].

발달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이들의 

양육 련 신체 ․심리  부담을 나타내는 매우 요

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양육스트 스의 원인으로는 자

녀의 장래, 올바른 양육에 한 불안감, 어머니 스스로 

느끼는 양육에 한 부담감, 가족 간 불화, 신체  피로

도  구속감, 자녀로부터 받는 심리  상처 등 생활 

반에 한 부분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19].

특히 자녀의 장애 정도는 신체 , 심리  측면에서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높이는 요소로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와 크게 상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황미옥[20]

에 의하면, 자폐아동의 부 응행동 정도가 높을수록 어

머니의 양육스트 스-일상생활 련 스트 스, 가족․ 

사회  계 스트 스  장애원인 치료․ 교육  

후 련 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21]

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유아의 정서

 부 응행동과 정 인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자녀의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발달장애 자녀의 응행동 

수 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부 인 향을 보일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

2.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적응유연성과 양육스트레스
2.1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적응유연성
응유연성이란 극복력, 회복력, 탄력성 는 심리  

탄력성, 복원력 등의 용어로도 쓰이며, 일부 학자들은 

우리말 용어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표 하기 어렵다고 

하여 질리언스(resilience)라는 외래 용어를 그 로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행동과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역에서는 인간

의 응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삶의 역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  향이나 부정  상태로 가기 쉬운 취약

성에 을 맞추는 신, 상자의 강 (strength)을 

인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강화시켜주기 

한 방향으로 을 바꾸는 경향이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기 상황과 크고 작은 스트 스에

도 불구하고 부정  향을 여 성공 으로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성장과 같은 정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

록 하는 것, 이를 가장 잘 표 하는 개념이 바로 응유

연성 내지 질리언스이며, 역경이나 기에 한 정

인 용의 함축  의미이다[22]. 

Masten과 Garmezy[23]는 응유연성을 기와 역경

에도 불구하고 잘 응하는 상으로서 험요인과 보

호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정  응과정

으로 보았다. Masten과 Reed[24]는 아동과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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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유연성의 보호요인을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으로 분류하 다. 개인  차원의 보

호요인에는 지  능력, 낙  기질, 정서와 충동 조

능력, 개인  재능, 유머감각 등이 있으며, 가족  차원

에는 양육자와의 친 한 계, 따뜻하고 지지 인 양육,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가정환경, 아동의 교육에 한 부

모의 여, 한 경제  자원을 가진 부모 등이 있고, 

지역사회 차원에는 좋은 학교 다니기, 학교나 사회조직

에 참여하기, 이용하기 쉬운 높은 응 서비스나 공 보

건 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이 있다. 즉 개인의 응  

특성과 자질 같은 내  특성 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서 발견되는 외  요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의 존재라는 스트 스 상

황 하에서 병리(pathology)보다는 가족 강 에 을 

맞추어, 장애아의 어머니 내지는 그 가족이 어떻게 이

를 극복하고 성공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며, 그러한 역

경 극복의 힘으로서 응유연성의 개념이 매우 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응유연성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본 연구

에서는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응유연성을 Hjemdal등

의 정의를 토 로 개인의 강 (자기 인식), 미래에 한 

인식, 성격 구조화, 사회  성취 같은 개인  요인과 가

족 응집력, 사회  자원 등의 환경  요인을 포 하는 

다차원  개념으로 정의할 것이다. 

이제까지 복지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체로 응

유연성을 개인  차원으로 근하기보다는 가족 질리

언스 내지 가족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심으로 가족 단

가 가진 응유연성이 문제를 가진 가족의 응에 미

치는 향을 주로 연구하 으며, 장애아 가족에 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가족탄력성이 가족기능과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응유연성을 어

머니 개인  차원에서 근하고, 그것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것이다.

2.2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적응유연성이 양육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수 은 장애정도, 연령, 성별 

등 장애자녀 련 특성이나 취업여부, 학력 등 어머니

의 특성 같은 일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동일한 환경  상황이나 자극에 해 개인이 어떻게 인

지하고 반응하는가에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 스 수

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머니의 응유

연성은 장애아의 양육과 련한 문제  상황과 자극의 

부정  향을 완화하는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유연성은 개인의 강

(자기 인식), 미래에 한 인식, 성격 구조화, 사회  

성취 같은 개인  요인과 가족 응집력, 사회  자원 등

을 포함하는 환경  요인을 포 하여 다차원  측면에

서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향을 주게 된다. 

가족 차원의 응유연성과 부모의 양육스트 스 간

의 계를 살펴본 연구로서, 이경미[25]는 양육스트

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계에 있어서 가족탄력성의 매

개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안주선[13]은 가족탄력성에 기

반한 집단 로그램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를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

다. 

어머니 개인  차원의 응유연성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는 없으므로, 역경이나 

기에 처하는 역량 내지 강 으로서의 어머니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 인식(개인의 강 )은 응유연성의 하  차원에 

해당하는데, 한은희[26]는 불안도가 높은 어머니들을 

상으로 자기 인식 집단 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자

기 인식의 정  변화를 통해 양육스트 스가 반

으로 감소하 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통해 정

인 자기 인식이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완화시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연

구한 이종신․문 [7]은 어머니의 정심리가 높을

수록 양육스트 스가 낮음을 보여주었다. 사람은 자기

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감사, 희망, 낙 , 열정 등의 

정심리를 느낄 때 자신의 표 강 을 발휘하면서 일

상생활에서 행복을 자아내는 것이며[27], 스트 스를 

더 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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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선희․박정윤[6]은 어머니의 성격과 양육스

트 스와의 상 성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성격  친

화성이 낮을수록, 성실성이 높을수록, 외향성이 낮을수

록, 신경증  성격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스트 스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심리 특성은 물론 사회  

자원이 되는 다른 사람과의 계 맺기와 련되는 친화

, 외향  성격 특성도 양육스트 스에 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  측면에서 사회  자원 내지 사회  지지는 어

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체로 사회  자원을 많이 가질수록, 는 사회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면

서 경험하는 스트 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장애아 어머니에게 있어 가족은 가장 요한 사회  

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 가족기능이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한 선행연구들은 일

되게 부 인 상 계를 보고하고 있다. 홍지연[29]

에 의하면 가족 응성과 가족응집성 수 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최근 들어 장애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의 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데, 부의 양육참여도를 다룬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극 이고 높은 참여는 장애아 어머니

의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부  상 계를 가지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30],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가 실질 으로 어머니의 양육시간을 감소시켜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31]. 맞벌이 부부를 상으로 한 김명

원․강민주[8]의 연구에서도 사회  지원에 한 인식

이 높을수록 양육스트 스가 낮게 나타났으며,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 스에 가장 향력이 큰 변인은 부부 

모두 각자가 인식하는 배우자의 력이었다. 

이윤주․진미정[32]은 실질  도움의 향을 보기 

해 근 가능한 사회자본과 동원 가능한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사회자본이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비취업모의 경우 근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양육스트 스 경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어머니에 한 사회  지지의 원천에는 남편

을 비롯하여 장애아동의 친․외조부모, 친구, 이웃, 병

원이나 학교의 문가, 사회  서비스 종사자, 장애아 

부모모임, 종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다양

한 지지 자원이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지지가 많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에 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33-36].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일반  특성과 

어머니의 응유연성이 발달장애 아동 양육시 어머니

가 지니는 스트 스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를 살피

는 것을 목 으로 하며 연구 분석틀을 [그림 1]과 같이 

정립하 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장애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 스

이며 이에 향을 주는 독립변수 군을 크게 발달장애 

아동  장애 모의 일반  특성과 장애모의 응유연성

으로 나 었다. 장애자녀의 일반  특성의 하 변수는 

자녀의 성별, 연령, 응행동으로 선정하 으며 어머니

의 일반  특성으로 연령과 취업여부를 포함하 다. 장

애모의 응유연성은 개인의 강 , 미래에 한 인식, 

사회  성취, 가족응집력, 사회  자원으로 선정하 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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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해 선행연구에 기 한 설문지를 작성하

여 서울시 소재 15개소의 어린이집과 24개소의 복지

을 통해 학령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에 걸쳐 250부를 배부하여 206부를 회수

하 고,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는 총 170부를 사용하 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의 변수들을 측정하고자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1) 적응행동
본 논문에서는 장애아동의 응행동 수 을 측정하

기 해 유재연 등[37]이 개발한 응행동검사(PABS : 

KS) 도구를 사용하 다. 본 연구의 조사 상은 발달장

애를 가진 유아를 둔 어머니인데, 학령  유아의 

경우 장애등 을 정받은 비율이 낮아 자녀의 장애정

도를 악하기 어려운 만큼, 응행동검사 수를 통해 

상 자녀의 장애정도를 악하고자 하 다.

이 검사도구는 유아용과 등학생으로 구분되어 있

으며, 본 논문에서는 상자의 연령에 맞추어 유아용 

검사도구를 사용하 다. 이 검사도구의 수는 ‘항상 그

게 할 수 있음’에 2 , ‘때때로 그 게 할 수 있음’에 

1 , ‘거의 혹은 그 게 할 수 없음’에 0 을 부여한다. 

유아용 검사도구의 경우 개념  기술, 사회  기술, 

실제  기술, 운동기술을 측정하는 44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개념  기술은 인지, 의사소통, 학업기술을 

의미하며, 사회  기술은 사회  능력 기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 계와 처기능으로 구분된다. 실제  기

술은 독립생활 기술을 의미하며, 일상생활 활동이나 도

구  활동, 작업 기술, 안 한 환경 유지 등이 포함된다. 

유아용 검사에만 포함되는 운동 기술은 신체의 근육

과 소근육을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

다. 본 연구에서 응행동 척도의 cronbach's α는 .975

다.

2) 적응유연성 
발달장애 어머니의 응유연성을 살펴보기 해 

Hjemdal등의 응유연성 척도(Resilience Scale)를 활

용하 다[38].  척도는 성인의 응유연성을 측정하

기 한 내용으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상기한 응유연

성척도가 활용된 이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척

도를 번안하여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응유연성을 다차원 으로 측정하 으며 

총 33문항에 해 5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즉 

개인의 강  (6문항), 미래에 한 인식(4문항), 성격 구

조화(4문항), 사회  성취(6문항), 가족 응집력(6문항), 

사회  자원(7문항)이라는 6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발달장애 어머니의 응유연성 척도의 cronbach's α는 

.898이었다.

3)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 스를 측정하기 해 

Abidin[39]의 부모의 양육스트 스척도(PSI/SF: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를 혜인[4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1-12세 장애 

험 아동의 부모를 상으로 하며, 부모의 고통(Parental 

Distress), 부모-아동간 역기능  상호작용 

(Parent-Child Disfunctional Interaction), 아동의 특성

(Difficult Child)의 3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하

요인별 각 12문항씩 총 36문항이다. 본 척도는 5  척

도로서 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 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수화하 다. 양육스트 스의 cronbach's α는 

.950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와 백

분율을 산출하 으며, 어머니의 응유연성과 양육스

트 스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해 평균과 표 편차, 범

 등을 산출하 다. 한 어머니의 응유연성과 양육

스트 스 하  역 간 계를 검증하기 해 Pearson 

률상 계분석을, 양육스트 스에 한 제 변수들

의 상  향력을 악하기 해서는 계  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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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연령
20대   3( 1.8)
30대 120(76.9)
40대  36(21.3)

학력
고졸 이하  31(18.2)
초대졸/대졸 121(71.2)
대학원졸  18(10.6)

취업여부
취업  56(34.1)
비취업 108(65.9)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미만  22(13.2)
200-300만원미만  45(27.1)
300-400만원미만  45(27.1)
400-500만원미만  27(16.3)
500만원이상  27(16.3)

결혼상태
배우자 없음   1(  .6)
배우자 있음 164(99.4)

배우자 연령
30대  84(51.2)
40대  78(47.6)
50대   2( 1.2)

배우자 학력
고졸 이하  18(11.2)
초대졸/대졸 120(74.5)
대학원졸  23(14.3)

장애자녀 성별
남 114(67.1)
여  56(32.9)

장애자녀 연령
1-3세  24(14.1)
4-5세  63(37.1)
6-7세  83(48.8)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0)

석을 실시하 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2]와 같

다.본 조사의 상자인 장애아모의 연령은 30 가 

7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 로 21.3%를 차지하

며, 20 는 1.8%에 그쳐 부분이 30 -40 에 해당하

다. 이들의 학력은 졸/ 졸이 71.2%로 가장 많고, 

고졸 이하와 학원졸이 각각 18.2%, 10.6%로, 학력수

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이들  65.9%가 취

업을 하지 않은 업주부 다.

가구 월평균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27.1%, 

200-300만원 미만이 27.1%로 200-400만원 미만이 반 

이상을 차지하 다. 그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이 

16.3%, 200만원 미만이 13.2%, 400-500만원 미만이 

16.3%의 순이었다. 조사 상자들의 결혼상태는 한사례

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유배우자 다. 

배우자의 경우 30 와 40 가 각각 51.2%, 47.6%로 

부분을 차지하 으며, 이들의 학력은 졸 이상이 

체의 88.8%로 학력수 이 반 으로 높은 편이었

다. 본 연구의 조사 상인 학령  발달장애아 어머니

들의 경우 양육부담과 이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인해 

조사에 한 이해와 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결과 으로 조사에 응한 집단의 경우 부부의 학력이 상

으로 다소 높았으나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장애자녀의 경우 6-7세가 반이 조  못 되었

으며(48.8%), 다음이 4-5세(37.1%), 1-3세(14.1%)의 순

이었다. 장애자녀의 성별은 남아(67.1%)가 여아(32.9%)

보다 많았다.

 

IV. 연구결과

1.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적응유연성과 양육스트레
스의 경향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 스와 련 변

인에 한 분석에 앞서, 응유연성과 양육스트 스의 

각 하 요인별로 반 인 경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자 평균, 표 편차,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응유연성 체 평균은 

3.49 으로, 1-5 의 범 를 감안할 때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 의 응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응유연성을 하 요인별로 

살펴보면, 사회  자원이 3.8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이 성격 구조화로 3.40 이었다. 다음으로는 

사회  성취가 3.36 , 개인의 강 (자기인식)이 3.28 , 

미래에 한 인식이 3.17 이었으며, 가족응집력이 3.14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6가지 하  차원이 모두 3  이상으로 체로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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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상이기는 하나, 하 요인별로 비교해 볼 때 사

회  자원이 가장 높은 반면 가족응집력은 가장 낮게 

나타나 다소 특징 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발달장

애아가 있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 등 스트 스와 경험을 

공유하는 주변 사람들은 발달장애아 어머니에게 효과

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  자원으로서 기능하지만, 

장애아동의 존재가 어머니에게 지나친 에 지와 심

을 요구함으로써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

부 계의 소원이나 다른 자녀의 일탈 등 가족 계가 약

화되고 분리되는 갈등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사 

상자들의 미래에 한 인식도 다른 하  차원에 비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는데, 장애아의 연령이 증가

할수록 다루기 힘들어지며 정상아에 비해 능력 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부모의 스트 스가 증가한

다고 한 Bristol[41]의 연구결과가 말해 주듯이 발달장

애아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미래에 

해 정 인 기 를 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유연성과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변수명

 최소
값

최
값

평균
표
편차하  역

적응
유연성 2.42 4.64 3.49 .51

개인의 강점 1.50 4.83 3.28 .60

미래에 대한 
인식 1.00 4.25 3.17 .49

성격 구조화 2.00 5.00 3.40 .56

사회적 성취 1.67 5.00 3.36 .73

가족 응집력 1.50 4.33 3.14 .47

사회적 자원 1.86 5.00 3.81 .76

양육
스트레스 1.25 4.47 2.71 .64

부모의 고통 1.33 5.00 3.02 .75

부모-아동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1.08 4.25 2.40 .65

아동의 특성 1.08 4.58 2.68 .76

다음으로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체 

평균은 5  만 에 2.71 으로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

났다. 하 차원별로 비교해 보면, 그  부모의 고통이 

3.02 으로 가장 높고, 아동의 특성이 2.68 으로 그 다

음이며, 부모-아동 간 역기능  상호작용이 2.40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애아동 부모를 상으로 한 하

수민․윤종희[2]의 선행 연구에서도 양육스트 스 세 

역  부모 역의 스트 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상자들의 양육스트 스는 하 차원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세 차원 모두 보통(3 ) 이하의 스트 스 수 을 

나타냈다.

일반 으로 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높을 것으로 상되며 많은 선행연구들도 체로 그러

한 결과들을 보여주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다소 다

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 상자들

의 장애자녀가 아직 취학 의 어린 자녀이라는 과, 

본 연구에서 장애의 개념을 발달상의 장애 반을 포함

하는 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근한 것이 부분  원

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장애아가 있

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부모의 양육스트 스 수 이 

높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후의 분석을 통해 그러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서의 응유연성이 양육스트 스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2.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적응유연성과 양육스트레
스의 상관관계

발달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응유연성 하 요인과 

양육스트 스  그 하 요인 간의 상 계를 살펴보

기 해 Pearson 률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표 

4]. 응유연성과 양육스트 스의 상 성을 보면, 체

으로 응유연성의 각 하 차원과 양육스트 스는 

부  상 계를 보 다. 즉, 양육스트 스 6개 하 차

원 모두 그 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 스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양육스트 스의 하  변인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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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유연성과 양육스트레스 간 상관
관계

1 2 3 4 5 6 7 8 9
1 1
2 .481** 1
3 .333** .349** 1
4 .510** .341** .139 1
5 .272** .415** .339** .219** 1
6 .500** .392** .476** .536** .376** 1
7 -.412** -.372** -.315** -.361** -.204* -.479** 1
8 -.503** -.339** -.338** -.311** -.190* -.441* .656** 1
9 -.438** -.327** -.275** -.301** -.182* -.406** .591** .772** 1
10 -.521** -.419** -.332** -.376** -.235** -.522** .860** .902** .902**

적응유연성(1-6)
1.개인의 강점  2.미래에 대한 인식  3.성격구조화  4.사회적 성취
5.가족 응집력  6.사회적 자원
양육스트레스(7-9)
7.부모의 고통  8.부모-아동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9.아동의 특성
10.Total 양육스트레스
 * p<.05  ** p<.01 

3.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관련 변수들이 양육스트
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조사 상자인 발달장애아 어머니  장애아 련 일

반  특성과 어머니의 응유연성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상  향을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모형의 합도를 검증하는 

Durbin-Watson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가 모두 

.10 이상이었으며 VIF값이 1.047∼2.425로 다 공선성

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명되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련 

변수들의 향력을 검증하기 한 모델로, 1단계에서는 

장애아와 어머니의 일반  특성 변수들을 투입하 고, 

2단계에서는 일반  특성과 어머니의 응유연성 하

차원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하 다.

첫째, 장애아와 어머니의 일반  특성-어머니 연령과 

취업여부, 장애아 연령, 성별, 응행동-만을 투입한 모

델 1의 경우,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한 설명력은 11.2%이었다, 반면 모델 2를 통해 장애아

와 어머니의 일반  특성 변수  응유연성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 을 때의 설명력은 46.9%로 모델 1에 비

해 35.7% 설명력이 증가하여,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

육스트 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어머니 자신의 응유

연성이 양육스트 스 지각에 미치는 향이 상 으

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5.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영향

변 수

양육스트 스

Model 1 Model 2

B β B β

장애자녀 
및 모의 

일반적 특성

모 연령  .004 .025  .013  .071
모 취업여부  .049 .036 -.008 -.006
장애자녀 연령  .035 .080 -.010 -.024
장애자녀 성별  .044 .031 -.041 -.030

장애자녀 
적응행동 -.426 -.354** -.256 -.213*

적응
유연성

개인의 강점 -.285 -.274*
미래인식 -.429 -.308**
성격구조화  .147  .121
사회적 성취  .018  .020
가족응집력 -.121 -.072
사회적자원 -.228 -.268*

Constant 2.758 4.789
F  2.418*   7.225***
R2  .112  .469

R2 Change  .112  .357

 주. 1) 모 취업여부: 0=비취업, 1=취업
     2) 장애자녀 성별: 0=여, 1=남
 * p<.05  ** p<.01   *** p<.001

장애아  어머니의 일반  특성만을 투입했을 때(모

델 1)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

치는 변수는 장애자녀의 응행동만으로, 장애자녀의 

응행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부  향을 보

다. 즉 장애자녀의 응행동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의 양육스트 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5세 유아 어머니를 상으로 한 정계숙․노진형[42]

의 연구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수 이 낮은 집단의 

경우 높은 집단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낮게 나

타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장애아  어머니의 일반  특성과 어머니의 응유

연성 하  차원을 함께 투입했을 때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애자녀 응행동과 응유연성 

하  차원  개인의 강 , 미래에 한 인식, 사회  자

원이었으며, 모두 양육스트 스에 부 인 향을 나타

냈다. 이 요인들의 상  향력은 미래에 한 인식, 

개인의 강 , 사회  자원, 장애자녀 응행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로 볼 때 응유연성의 세 가지 하  

차원이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설명하는 



학령 전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적응유연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289

가장 요한 측변수라 할 수 있다. 장애아를 둔 어머

니들의 경우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 응과 자립에 

한 우려와 걱정이 증가하는 만큼 미래에 한 인식이 

어떠하냐가 양육스트 스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신의 능력과 문제해결력 등 

자신의 강 에 해 얼마나 정 으로 자기인식을 하

고 있느냐가 객 인 조건이나 상황보다 양육스트

스에 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자원 내지 지

지는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경감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1은 물론 최종 모델(모델 2)에서도 발달장애아

나 어머니의 일반  특성 에서는 자녀의 응행동만

이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녀의 응행동 수는 개인이 속한 연령  문화 집단

에서 기 하는 개인  독립성과 사회  책임성 기 에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36], 반 인 아이

의 사회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자녀가 개념  

기술, 사회  기술, 실제  기술, 운동기술 등 각 역별 

행동 수가 높다는 것은,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에게 

있어 신체  돌 의 부담을 직 으로 경감시킬 수 있

음은 물론 나아가 자녀의 독립과 사회 응이라는 목표

와 련하여 어머니의 심리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양육스트 스를 낮춰 주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발달

장애자녀  어머니의 일반  특성과 어머니의 응유

연성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분

석을 통해 악된 연구결과들을 심으로 결론을 도출

하고 이를 토 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응유연성을 하 요인

별로 살펴보면, 사회  자원, 성격 구조화, 사회  성취, 

개인의 강 (자기인식), 미래에 한 인식, 가족응집력

의 순으로, 가족응집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응집

력의 수는 5  만 에 3.14 으로 보통 이상이기는 

하지만, 상 으로 다른 하  차원에 비해 낮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양육스트 스를 완화하

는 데 있어 다양한 사회  자원과 지지가 요구되나, 그 

 가족은 가장 직 이고 일차 인 자원으로 기능한

다. 특히 최근 장애아 가족에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참

여의 요성이 다양한 실증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강  의 연구들은 장애아 가족이 장애를 수용하

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결속력과 응집력이 강

해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많은 장애아 가

족에서 가족 내 장애아동의 출 은 다른 가족구성원 간

의 갈등과 스트 스를 유발하게 하며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가족구성원들은 좌 감과 긴장감을 느낄 뿐 

아니라 가정의 균형과 가족들의 생활양식이 깨어져 가

족해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43]. 즉 장애아 가족

에 있어 가족은 서로에게 자원이 되는 동시에 갈등 내

지 스트 스원이기도 하다.

가족이 스트 스원으로서의 부정  기능보다 자원으

로서 정 으로 기능할 수 있기 해서는 가족응집력

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장애아와 장

애 특성, 장애아 가족으로 살아가기 해 필요한 실질

인 응 방안에 한 장애아 가족 교육  상담 로

그램이 확 되어야 할 것이다. Patterson[44]은 응

인 장애가족의 특성으로 가족경계의 유지, 의사소통 능

력 개발, 상황에 한 정  의미부여, 가족 유연성 유

지, 가족 구성원에의 헌신 유지, 활동 인 처노력에의 

참여, 사회통합의 유지, 문가와 상호 력 계 개발 등

을 제시하 다. 이러한 개념을 심으로 장애가족 로

그램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아나 어머니의 일반  특성보다는 어

머니의 응유연성 련 요인들의 양육스트 스에 

한 설명력이 높았다. 특히 그  미래에 한 인식, 개

인의 강 , 사회  자원의 세 가지 하  차원이 양육스

트 스에 유의미한 향을 나타내었다. 

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요인은 응유연성 

 미래에 한 인식 하  차원이었다. 그런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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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들의 응유연성의 일반  경향을 살펴본 결과에

서 이 요인은 응유연성의 6개 하  차원  상 으

로 매우 낮은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두 결과를 비교

해 볼 때 장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

키기 해 가장 우선 으로 근해야 할 부분은 미래에 

해 정 인 기 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아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

한 돌보기를 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 정신력을 소모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 ․심리  부담이 일시 인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

감이 어머니들의 스트 스를 배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장애아 어머니의 정신 , 신체 , 경제  부담을 경감시

키기 해서는 장애아들이 실질 으로 사회에 응하

고 자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

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장애아에 한 사회  인

식 개선과 변화를 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 부모의 양육에 따

른 어려움을 가족의 책임으로 여기는 경향이다. 장애아

와 그 가족을 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

족 기능 강화 서비스에 을 두고 특히 장애아동 양

육에 따른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애아동 가족지

원서비스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  자

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유의미한 향을 다

는 결과 한 장애아 가족의 문제는 해당 가족만의 힘

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부부나 친구, 그 외 주변의 도움은 직 인 양육부

담의 감소로 이어져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여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자녀 양육의 어려움

을 이해받고 구체 인 도움과 양육에 필요한 조언과 정

보, 도움을 언제든지 활용가능하다고 인식하면 양육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믿음

이 생겨 자기 내면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효능감을 높

일 수 있게[45] 한다. 

에서 개인의 강 (자기 인식) 한 발달장애아 어

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설명하는 요한 측 변수  

하나 는데, 개인의 강 은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여 자

기 자신이나 자신의 능력에 해 정 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사회  자원과 개인의 강 은 

별개의 차원이라기보다 응유연성의 하  차원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상호 향을 주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의 논의와 련하여 본 연구의 제한 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를 폭넓은 개념으로 정

의하 으며,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다양한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연구 상으로 포함되었다.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과 복지 을 통해 취학  발달장애 자녀를 가

진 어머니들을 임의 표집함으로써 시설을 다닐 수 있는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만 포함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모든 발달장애아 어머니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합어린이집의 경우 증 장애

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낮으며, 조사 상자 자녀의 

상당수는 장애정도가 크게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

다. 증 발달장애아 부모만을 상으로 이들의 양육스

트 스에 한 응유연성의 향을 살펴보는 것이 추

가 으로 필요할 것이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이에 

한 검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 상 자녀는 취학  발달장애

아로, 1세부터 7세까지 등학교 입학  유아가 모

두 포함되었다. 자녀의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어머니의 

신체  양육부담과 정신  양육부담이 변화함으로써 

부모가 느끼는 양육스트 스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학  장애아를 둔 어머니에 한 자

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자료수가 제한되어 자녀의 연령

를 구분하여 분석하기 어려웠다. 후속 연구를 통해 

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응

유연성과 양육스트 스의 계에 한 별도의 분석이 

이루어지를 기 한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응유연성이 양

육스트 스에 매우 큰 향력을 가짐을 보여 으로써, 

장애자녀를 둔 가족에게 강  심의 을 용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요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

다는 것이다. 즉 장애자녀의 출 은 어느 가족에게나 

역경과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객  상황과 문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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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부모 개인과 기능  단 로서의 가족이 가진 내  역량

을 키우고 다양한 사회  자원을 찾고 활용하는 노력이 

더욱 요함을 실증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제시

하 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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