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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가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
김미경, 권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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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Self Esteem, Family Function and Social Support on Wellnes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Mi Kyeong Kim, In Soo Kwon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Purpos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wellness, and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to improve wellnes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Methods: Participants were 147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from an ele-
mentary school and kindergarte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located in J and C cities in G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24 to 
April 24, 2015 using questionnaires. Results: Mean scores were 3.24±0.38 of 5 for wellness, 2.40±0.41 of 4 for self-esteem, and 2.87±0.36 of 4 
for family func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wellness according to religion, education, and type of education program for the chil-
dren.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steem, family function, social support, and wellness. Factors influencing wellness were self-
esteem (β =.450), family function (β =.313), type of education program for the children (β =.140), and religion (β =.127). These factors 
explained 42.7% of the variance in wellness. Conclusion: Findings show that levels of wellness in these mothers are not sufficient to allow them 
to care for their children and to maintain their own overall health. Therefore to increase wellnes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ter-
vention strategies that focus on improving self-esteem and family functioning need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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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총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 

출현율 및 장애 추정 인구수는 2001년 3.1%에서 2005년 4.6%, 2011년 

5.6%로 10년 동안 약 2배 정도 증가되었다[1]. 이 중 만 18세 미만 아동

의 경우 전체 장애인구의 3.8%인 약 10만 명으로 조사되었다[1]. 이러한 

장애아동의 출현은 가족 체계 내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새롭게 주어지

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과 같은 가족기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적

응을 요구한다[2]. 특히 장애아동의 어머니는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나 일상생활 훈련, 장애아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다

루기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서 오는 육체적 부담과 친지들과의 

왕래나 여가 시간의 부족 등으로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위협

받고 있다[3,4]. 또한 장애아동 어머니가 장애아동을 돌보며 소요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40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자신을 위

해 사용되는 시간은 매우 부족하여, 개인 활동과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지적, 정서적 건강영역에 영향을 미친다[5]. 이와 같이 

장애아동 어머니는 장애아동 양육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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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취약할 위험성이 크며, 또한 그로 인해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

는 양육자로서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 크다고 볼수 있다.

건강에 대한 개념은 최적의 건강(optimal wellbeing), 혹은 완전한 건

강(holistic health)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6], 건강증진의 방향 또

한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안녕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생

활방식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7]. 웰니스(well-

ness)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통합하여 조화롭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과정(pro-

cess)이며[8], 개인에 의해 통합된 신체, 영과 정신의 최적의 건강을 향

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다[9]. 이러한 정의를 볼 때 웰니스는 개인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총체적인 건강과 최적의 건강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

다. 웰니스 연구를 통해 장애아동 어머니의 건강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아동 어머니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장애

아동의 건강과 성장발달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건강과 가족의 발달

에도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의 웰니스를 증진시킬 필요

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 적응을 도우며, 건전한 인성발달을 이루고, 나아가 긍정적인 자

기실현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10], 개인의 안녕과 행복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11].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심

리적 웰빙과 관련이 있으며[12],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13],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건강 상태[14]와 건강증진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15]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과 행위의 결과가 가족 구성원의 

욕구충족에 영향을 주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족기능이 적절한 가

족은 가족원들 사이의 갈등 상황에 잘 대처하여 신속하게 균형 상태

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적, 정

서적 건강의 중요한 근원이 된다[16]. 장애아동의 가족들은 장애아동 

양육의 부담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17] 반면 가족기능이 높

아지면 가족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4,18].

사회적 지지는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이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19]으로서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0]. 장애아동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

는 경우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최소화 되며[21],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

록 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고[18],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생활환경적 삶의 질이 증가된다[3].

이상과 같이 자아존중감,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이 

매우 중요하고 아울러 이들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삶의 질이나 심리적 안녕, 행복과 같은 웰니스와 

유사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있었으나

[4,9,12,18]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

증적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웰니스와 유사한 변수들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확인되었으나 단편적인 연구들이 주

를 이루었고, 이들 요인들의 영향력의 정도를 통합적으로 파악한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가족기

능, 사회적 지지가 이들의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가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를 확인함으로써 추후 장애아동 어

머니의 웰니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

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가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와 웰니스 

정도를 파악한다.

2) 장애아동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와 웰니스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와 웰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

웰니스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통합하여 조화롭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는 과정[8]으

로, 본 연구에서는 Kim[6]이 한국 성인에게 적합하게 개발한 웰니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지적 건강영역으로 구성된 5가지 

토대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웰니스 생활양식(wellness lifestyle) 측정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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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자신을 특별히 소중한 존재로 이해하며,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과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가

에 대한 정도[11]로,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1]가 개발한 자아존중

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Jon[22]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활용하

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가족기능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위로서의 가족 행동을 의미하며[16], 본 연

구에서는 Lee 등[23]이 개발한 한국형 가족기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사회적 지지

자신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보살핌

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사회 조직망 안에 속해 있다고 믿도록 

해주는 것[24]으로, 본 연구에서는 Park[2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

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에 자아존중감, 가족기능과 사

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G도 J시와 C시에 거주하고, 특수학교 2개교와 장애전

담 어린이집 2개원에 다니고 있는 만 3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전 장애

유형의 장애아동을 양육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가 없는 상태라

고 지각하고, 질문지의 내용을 읽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에 동의한 어머니이다.

본 연구를 위한 예상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α는 .05, 효과크기는 회귀분석의 

중간크기인 .20, 검정력은 .80, 예측변수는 일반적 특성 12개, 자아존중

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등 총 15개로 설정하였을 때 139명으로 산출

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

이 불성실한 질문지 3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47부를 분석하였다.

연구도구

웰니스 

웰니스는 Kim[6] 개발한 한국인의 웰니스 생활양식 측정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신체적 건강 4가지(체력관리, 영양관리, 

흡연 및 음주관리, 약물관리) 17문항, 사회적 건강 3가지(사회봉사, 타인

존중, 대인관계) 10문항, 정신적 건강 3가지(자아 성취력, 신념과 가치, 보

람과 사랑) 10문항, 지적 건강 3가지(의료 지식의 관심도, 자아개발과 지

식습득, 교육의 가치) 9문항, 정서적 건강 3가지(상황대처 능력, 스트레스 

관리, 관용) 10문항으로 총 5개 영역의 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

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배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웰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도구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Kim[6]의 

연구에서는 모두 .75 이상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는 .90이었고, 하위 

영역별로는 신체적 건강영역이 .82, 사회적 건강영역이 .81, 정신적 건강

영역이 .80, 정서적 건강영역이 .77, 지적 건강영역이 .84였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1]가 개발하고, Jon[9]이 번안한 자아존중

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

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4점 척도로 5개 문항은 긍정형으로 

되어 있고, 다른 5개 문항은 부정형으로서 긍정형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4점, 부정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도록 되

어 있다. 자아존중감 정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

bach’s α는 Jon[22]의 연구에서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Lee 등[23]이 개발한 한국형 가족기능 측정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정의적 결속, 외적 자원관계, 가족 규범, 역할

과 책임, 의사소통, 재정자원 등 총 6개 영역의 24문항으로 구성된 Lik-

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배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자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고,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 점검을 

받았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Lee 등[23]의 연구에서는 전체 

.87이었고, 하위 영역별로는 정의적 결속력 .83, 외적자원관리 .82, 가족

규범 .74, 역할과 책임 .55, 의사소통 .73, 재정자원 .68이었다. 본 연구에

서는 전체 .93이었고, 하위 영역별로는 정의적 결속력 .91, 외적자원관리 

.86, 가족규범 .84, 역할과 책임 .83, 의사소통 .86, 재정자원 .93이었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Park[2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4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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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자

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 

검정을 받았다. Park[25]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 도구의 신뢰도 Cron-

bach’s α는 0.94, 하위 영역은 .92-.9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98이었다. 하위 영역별로는 정서적 지지 .94, 정보적 지

지 .95, 평가적 지지 .93, 물질적 지지 .98이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2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 전에 해당 학교 교장과 어린이집 원장 및 각 기관의 부모

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학부모 전체 회의가 있는 날에 연구자가 회의

장을 방문하여 직접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설문지

를 배부하여 직접 기록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20

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지 작성에 대한 보답으로 대상자들에게 답

례품을 제공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의 소속 기관

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GIRB-A15-

Y-0005)을 받은 후 자료 수집을 하였다. 피험자가 자신을 보호할 권리

를 존중하며 피험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설명하였고, 

자료 수집 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

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구체적인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웰니스,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웰니스,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

회적 지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혹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4) 웰니스,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웰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

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

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장애아동 어머니의 나이는 40-49세가 102명(69.4%)으로 가장 많았

고, 50세 이상이 11명(7.5%)으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있음이 81명

(55.1%)이었고,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이 94명(63.9%)으로 고졸 이하 53

명(36.1%)보다 많았다. 직업은 없음이 79명(53.7%)이었고, 가정의 월수

입은 200-300만 원 미만이 47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 수는 2

명이 88명(59.9%)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거가족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 핵가족이 139명(94.6%)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나이는 평균 

10.70세였고, 7세 이상이 103명(77.4%)으로 6세 이하 30명(22.6%)보다 

많았다. 자녀의 취학기관은 학교가 108명(73.5%)으로 유치원 39명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 ± SD

Age of mother (year) 20-39
40-49
≥50

34 (23.1)
102 (69.4)

11 (7.5)

  

Religion of mother Yes
No

81 (55.1)
66 (44.9)

  

Highest academic 
 achievement 

≤High school
≥College

53 (36.1)
94 (63.9)

  

Mother's occupation Yes
No

68 (46.3)
79 (53.7)

  

Family income per month 
 (10,000 won)

< 200
< 300
< 400
≥400
Non-response

34 (23.4)
47 (32.4)
32 (22.1)
32 (22.1)

2 (0.0)

  

Number of children 1
2
≥3

23 (15.6)
88 (59.9)
36 (24.5)

  

Type of family structure  Nuclear family
Extended family

130 (88.4)
17 (11.6)

  

Age of child* ≤6
≥7
Non-response

30 (22.6)
103 (77.4)

14 (0.0)

10.70 ± 4.34

Type of education Preschool
School

39 (26.5)
108 (73.5)

  

Type of disability Cerebral palsy
Developmental disorder
Autism
Intellectual disability
Other

42 (28.6)
29 (19.7)
28 (19.0)
33 (22.4)
15 (10.2)

  

Other diseases Yes
No

14 (9.5)
133 (90.5)

  

*N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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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보다 많았다. 자녀의 장애유형은 뇌병변이 42명(28.6%)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지적장애 33명(22.4%), 발달장애 29명(19.7%), 자

폐 28명(19.0%) 순이었다. 자녀의 장애 외 다른 질병 여부는 없음이 133

명(90.5%)이었다(Table 1).

웰니스,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의 정도

웰니스 정도는 5점 중 평균평점 3.24점(± 0.38)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는 지적 건강영역이 3.57점(± 0.5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정서적 

건강영역 3.42점(± 0.42), 정신적 건강영역 3.30점(± 0.58), 사회적 건강영

역 3.17점(± 0.53) 순이었으며, 신체적 건강영역이 3.03점(± 0.50)으로 가

장 낮았다. 자아존중감은 4점 중 평균평점 2.40점(± 0.41)이었다. 가족기

능은 4점 중 2.87점(± 0.36)이었고, 하위 영역별로는 정의적 결속력이 

3.06점(± 0.44)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의사소통영역 2.97점(±

0.53), 외적 자원관리영역 2.96점(± 0.48) 순이었고, 재정자원영역이 2.20

점(± 0.78)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 지지는 5점 중 평균평점 3.53점(±

0.62)이었고, 하위 영역별로는 정보적 지지가 3.62점(± 0.68)으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이 정서적 지지 3.55점(± 0.67), 평가적 지지 3.51점(± 0.65) 

순이었으며, 물질적 지지가 3.45점(± 0.68)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웰니스,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의 차이

웰니스는 종교, 최종학력, 가정의 월수입, 자녀의 취학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Table 3). 종교에 따라서는 ‘있음’(3.30 ± 0.41)이 ‘없

음’(3.16 ± 0.34)보다 높았으며(t =2.149, p =.033),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3.28 ± 0.38)이 ‘고졸 이하’(3.15 ± 0.38)보다 높았고(t= -1.988, 

p=.049),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서는 ‘400만 원 이상’(3.32 ± 0.41)이 ‘200-

300만 원 미만’(3.10 ± 0.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

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F =3.303, p =.022), 자녀의 취

학기관에 따라서는 ‘학교’(3.28 ± 0.38)가 ‘유치원’(3.13 ± 0.38)보다 높았

다(t= -2.151, p=.033).

자아존중감은 최종학력, 직업 유무, 자녀의 취학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2.46 ± 0.40)이 ‘고졸 이하’(2.30 ± 0.41)

보다 높았고(t= -2.262, p=.025), 직업이 ‘있다’(2.49 ± 0.39)가 ‘없다’(2.32 ±

0.41)보다 높았으며(t= -2.578, p =.011), 자녀의 취학기관이 ‘학교’(2.44 ±

0.44)가 ‘유치원’(2.31± 0.27)보다 높았다(t= -2.095, p=.039).

가족기능은 가정의 월수입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

정의 월수입은 ‘400만 원 이상’(2.98± 0.30)이 ‘200-300만 원 미만’(2.75 ±

0.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F =2.813, p=.042). 자녀의 나이는 6세 이하(2.98± 0.32)

가 7세 이상(2.84 ± 0.36)보다 높은 것(t=1.978, p=.05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웰니스,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

웰니스,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웰니스는 자아존중감(r=.566, p< .001), 가족기능(r=.449, p< .001), 

사회적 지지(r=.210, p< .05)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중감은 

가족기능(r=.428, p< .001), 사회적지지(r=.191, p< .05)와 정적 상관관계

가 있었으며, 가족기능은 사회적 지지(r=.300, p< .001 )와 정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2. Wellness, Self-Esteem, Family Function, and Social Support       (N=1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Range Min Max M ± SD

Wellness Physical health
Social health
Psychological health
Emotional health
Intellectual health
Total

[1,5]
[1,5]
[1,5]
[1,5] 
[1,5]
[1,5]

1.47
2.10
2.00
2.20
2.00
2.35

4.29
5.00
5.00
4.60
5.00
4.33

3.03 ± 0.50
3.17 ± 0.53
3.30 ± 0.58
3.42 ± 0.42
3.57 ± 0.50
3.24 ± 0.38

Self-esteem [1,4] 1.50 3.80 2.40 ± 0.41
Family function Affective bonding

External relationships
Family norms
Roles & responsibilities
Communication
Financial resources
Total

[1,4]
[1,4]
[1,4]
[1,4]
[1,4]
[1,4]
[1,4]

2.00
1.25
1.00
1.25
1.33
1.00
1.75

4.00
4.00
4.00
4.00
4.00
4.00
4.00

3.06 ± 0.44
2.96 ± 0.48
2.76 ± 0.44
2.82 ± 0.44
2.97 ± 0.53
2.20 ± 0.78
2.87 ± 0.36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Informative support
Appraisal support
Material support
Total

[1,5]
[1,5]
[1,5]
[1,5]
[1,5]

1.00
1.00
1.00
1.67
1.16

5.00
5.00
5.00
5.00
5.00

3.55 ± 0.67
3.62 ± 0.68
3.51 ± 0.65
3.45 ± 0.68
3.53 ±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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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종교, 최종학력, 월수입, 

자녀의 취학기관 등 4개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자아존중감, 가

족기능, 사회적 지지 등 총 7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중 일반적 

Table 3. Wellness, Self-Esteem, Family Function, Social Support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Wellness Self-esteem Family function Social support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Age of mother (year) 20-39
40-49
≥50

34
102

11

3.18 ± 0.33
3.25 ± 0.40
3.29 ± 0.37

0.491
(.611)

2.31 ± 0.31
2.43 ± 0.44
2.46 ± 0.28

1.270
(.284)

2.94 ± 0.32
2.84 ± 0.36
2.99 ± 0.49

1.547
(.216)

3.56 ± 0.60
3.53 ± 0.64
3.52 ± 0.53

0.042
(.959)

Religion of mother Yes
No

81
66

3.30 ± 0.41
3.16 ± 0.34

2.149
(.033)

2.43 ± 0.45
2.37 ± 0.35

0.812
(.418)

2.88 ± 0.37
2.86 ± 0.36

0.389
(.698)

3.52 ± 0.70
3.55 ± 0.52

-0.338
(.736)

Highest academic 
 achievement

≤High school
≥College

53
94

3.15 ± 0.38
3.28 ± 0.38

-1.988
(.049)

2.30 ± 0.41
2.46 ± 0.40

-2.262
(.025)

2.83 ± 0.40
2.90 ± 0.34

-1.109
(.269)

3.46 ± 0.63
3.57 ± 0.62

-1.000
(.319)

Mother's occupation Yes
No

68
79

3.26 ± 0.36
3.22 ± 0.40

-0.685
(.494)

2.49 ± 0.39
2.32 ± 0.41

-2.578
(.011)

2.91 ± 0.36
2.84 ± 0.36

-1.071
(.286)

3.61 ± 0.54
3.47 ± 0.68

-1.415
(.159)

Family income per month 
 (10,000 won)*

< 200
< 300
< 400
≥400

34
47
32
32

3.29a ± 0.35
3.10a ± 0.37
3.31a ± 0.38
3.32a ± 0.41

3.303
(.022)

2.43 ± 0.46
2.29 ± 0.42
2.43 ± 0.36
2.51 ± 0.35

2.258
(.084)

2.89a ± 0.40
2.75a ± 0.32
2.92a ± 0.41
2.98a ± 0.30

2.813
(.042)

3.56 ± 0.50
3.38 ± 0.56
3.72 ± 0.65
3.54 ± 0.77

1.939
(.126)

Number of children 1
2
≥3

23
88
36

3.11 ± 0.28
3.26 ± 0.41
3.25 ± 0.37

1.581
(.209)

2.29 ± 0.38
2.43 ± 0.41
2.39 ± 0.41

1.119
(.329)

2.82 ± 0.36
2.89 ± 0.39
2.87 ± 0.29

0.335
(.716)

3.33 ± 0.63
3.56 ± 0.66
3.61 ± 0.49

1.488
(.229)

Age of child† ≤6
≥7

30
103

3.16 ± 0.38
3.26 ± 0.38

-1.249
(.214)

2.35 ± 0.30
2.40 ± 0.43

-0.688
(.492)

2.98 ± 0.32
2.84 ± 0.36

1.978
(.050)

3.59 ± 0.57
3.57 ± 0.65

0.144
(.886)

Type of education Preschool
School

39
108

3.13 ± 0.38
3.28 ± 0.38

-2.151
(.033)

2.31 ± 0.27
2.44 ± 0.44

-2.095
(.039)

2.92 ± 0.30
2.85 ± 0.38

1.003
(.318)

3.56 ± 0.54
3.53 ± 0.65

0.257
(.798)

Type of disability Cerebral palsy
Developmental disorder
Autism
Intellectual disability
Other.

39
108

42
29
28

3.26 ± 0.46
3.21 ± 0.37
3.25 ± 0.32
3.30 ± 0.33
3.07 ± 0.38

1.020
(.399)

2.41 ± 0.46
2.39 ± 0.38
2.49 ± 0.46
2.37 ± 0.36
2.31 ± 0.31

.631
(.641)

2.93 ± 0.41
2.86 ± 0.31
2.90 ± 0.34
2.81 ± 0.39
2.81 ± 0.29

0.650
(.628)

3.36 ± 0.55
3.61 ± 0.52
3.76 ± 0.63
3.48 ± 0.78
3.58 ± 0.53

2.003
(.097)

Other diseases Yes
No

14
133

3.12 ± 0.32
3.25 ± 0.39

1.183
(.239)

2.30 ± 0.32
2.41 ± 0.41

0.982
(.328)

2.76 ± 0.26
2.88 ± 0.37

1.220
(.224)

3.54 ± 0.38
3.53 ± 0.64

-0.028
(.978)

*N = 145; †N = 133; a > b Scheffé test.          

Table 4.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Family Function, Social Support          

Self-
esteem

Family 
function

Social 
support

Wellness

Physical 
health

Social 
health

Psychological 
health

Emotional 
health

Intellectual 
health

Total

Self-esteem 1                 
Family function 0.428

( < .001)
1               

Social support 0.191
(.021)

0.300
(. < 001)

1             

Wellness Physical health
  

Social health
  

Psychological health
  

Psychological health
  

Intellectual health
  

Total
  

0.362
(. < 001)

0.504
(. < 001)

0.503
(. < 001)

0.456
(. < 001)

0.358
(. < 001)

0.566
(. < 001)

0.337
( < .001)

0.364
(. < 001)

0.473
(. < 001)

0.378
(. < 001)

0.316
(. < 001)

0.479
(. < 001)

0.081
(.333)
0.194
(.019)
0.274

(. < 001)
0.328

(. < 001)
-0.056
(.571)
0.210
(.011)

1
  

0.429
(. < 001)

0.367
(. < 001)

0.350
(. < 001)

0.435
(. < 001)

0.800
(. < 001)

  
  
1
  

0.591
(. < 001)

0.480
(. < 001)

0.513
(. < 001)

0.779
(. < 001)

  
  
  
  
1
  

0.464
(. < 001)

0.460
(. < 001)

0.707
(. < 001)

  
  
  
  
  
  
1
  

0.465
(. < 001)

0.681
(. < 001)

  
  
  
  
  
  
  
  
1
  

0.747
(. <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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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인 ‘종교’, ‘최종학력’, ‘월수입’, ‘자녀의 취학기관’은 더미변수 처리

를 했으며, 종교는 ‘없음’을 기준으로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를 기준으

로, 월수입은 ‘100-2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자녀의 취학기관은 ‘유

치원’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웰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은 일반적 특성인 종교, 최종학력, 취학기관을 투입하였다. 모

형2는 모형1에 ‘자아존중감’을 추가하였고, 모형3은 모형2에 ‘가족기능’

을 추가하였다. 모형4는 모형3에 사회적 지지를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에서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교(β = -.161), 

최종학력(β =.230), 취학기관(β =.237)이었고, 모형1에 의한 설명력은 

10.8%였다(F =5.692, p =.001, R2 =.108). 모형2에서 추가된 자아존중감

은 웰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521), 자가

존중감이 추가로 투입됨으로 인해 25.1%가 추가로 설명되었다. 모형2

에 의한 총 설명력은 35.9%였다(F =54.771, p=.001, R2 =.359). 모형3에서 

추가된 가족기능은 웰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β =.319), 가족기능이 추가로 투입됨으로 인해 8.1%가 추가로 설명되

었다. 모형3에 의한 총 설명력은 44.0%이었다(F =21.811, p =.001, 

R2 =.440). 모형4에서 추가된 사회적 지지는 웰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에 의한 총 설명력은 44.2%였다

(F =18.194, p=.001, R2 =.442) (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

중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웰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

계와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가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

재를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 정도는 5점 중 3.24점으로 나

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장애아동 부모를 대

상으로 웰니스 정도를 측정한 Kim과 Han[5]의 3.20점과 유사하다. 이

러한 결과를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일반인의 웰니스 정도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Kim, Ga, Han과 Shin[26]의 3.32

점, 태권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Yun과 Kim[27]의 3.34점과 비교하면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 점수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에 비해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가 낮은 것은 장애아동 어

머니는 경제적, 시간적으로 과중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장

애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기[3]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장애아

동 어머니는 비장애아동의 어머니보다 더 긴 시간 양육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건강과 성장 발달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6]. 이러한 장애아동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아

동 어머니가 스스로 웰니스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웰

니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웰니스 하위 영역별 점수를 보면 지적 건강영역이 

3.5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한 

Kim과 Han[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지적 건강영역의 웰

니스가 가장 높은 것은 이 영역의 문항들 중 ‘나는 병원에 방문할 때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을 챙기는 편이다’, ‘나는 의료 검진 전에 그 

검진의 위험과 이점에 대해 충분히 질문한다’, ‘나는 가족의 병력에 대

해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 등에서와 같이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관심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습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신체적 건강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그 이유는 장애아동의 양육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지

고, 또한 신체적 건강영역의 문항이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정도 

Table 5. Factors Affecting Wellnes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B β B β B β

(Constant) 2.760   1.866   1.124   1.072   
Characteristics Religion of mother

Highest academic achievement
Type of education

-.124
.184
.205

-.161*
.230†

.237†

-.100
.085
.113

-.129
.106
.130

-.097
.096
.156

-.125
.120
.180*

-.098
.094
.156

-.127*
.117
.180†

Self-esteem     .493 .521† .355 .375† .352 .372†

Family function         .339 .319† .325 .306†

Social support             .029 .047
R2 .108 .359 .440 .442
R2  change .108 .251 .081 .002
F (p) 5.692† (.001) 54.771† (.001) 21.811† (.001) 18.194† (.001)
F change (p) 5.692† (.001) 19.589† (.001) 20.040† (.001) .501 (.480)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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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분 이상 운동을 한다’, ‘나는 운동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편이

다’, ‘일주일에 근육단련 중심 운동을 최소 2회 이상 한다’와 같이 시간

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장애아동 어

머니가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웰니스는 가정의 월수입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Kim과 Han[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월수입

이 낮을 경우 생계수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

어, 결국 건강생활을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im[28]의 견

해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월수입이 낮을 경우 여가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자신을 위한 건강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 어머니 자신의 

웰니스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입이 높은 대상자보다 낮은 대상자에 대한 더 체

계적인 고려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자녀의 취학기관이 학교인 경우

가 유치원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교는 초 ·

중학교를 의미하는데 이는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보다 연령이 높아 잔병치레를 덜하고 어머니의 장애에 대한 적

응기간이 늘어나 어머니가 심리적,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구결과 웰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안녕과 행복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자원이며[11], 선행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장애

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웰빙과 관련이 있고[12],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13] 중년 여성의 주관적 건강 상태[14]와 건강증

진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15]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장애아동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신체적, 경

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되며, 특히 죄책감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갖게 된다[29]. 사회 심리적 안정을 갖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

하는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될 때 자신의 웰니스를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 장애아동을 더욱더 잘 보살펴 가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내적인 요인인 자아존중

감이 개인외적인 요인들보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를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

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능력이 

성공적이며 가치 있음을 믿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큰 요인은 가족기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능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위를 뜻하며 그 

결과가 사회를 유지하며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가족 구성원의 

욕구충족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가족의 기

능이 잘 이루어진 가족은 가족 내 일어나는 변화와 갈등 상황에 적절

하게 대처하여 빠른 안정과 균형 상태를 유지하며, 이러한 가족의 순

기능이 가족 구성원에게 정신적, 정서적 건강의 근간이 된다[16]는 점

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장애아동 어머니의 가족 

기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 수준도 높아진다[4,18]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족의 지지와 가족 구

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지지 프로

그램이나, 가족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리라 본다. 

사회적 지지는 웰니스와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배제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스스로가 사랑과 돌봄을 충분히 

받고 있으며, 가치 있다고 느끼거나, 사회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한 일

원이라고 믿어지도록 하여[19]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개

인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0]는 점과, 사회적 지

지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18],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생

활환경적 삶의 질[3]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힌 선행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랜 기간 동안 장애아동을 돌보아야하

는 상황에서 외부의 지지자원보다는 자아존중감과 가족기능과 같이 

자신의 내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장

애아동 어머니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인들과는 다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자의 요구

에 적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지지자원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

문에 지지측정의 정확도에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사

회적 지지가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측정도구로 반복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 정도를 파악하고 웰니스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 웰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와 자아존중감, 가족

기능, 사회적 지지가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의 증진을 위한 중재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는 보통 수준이나 장애아동을 

돌보아야 하는 장애어머니의 역할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중재를 개발할 때에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가족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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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이러한 중재는 종교가 없고 월수입이 낮거나 자녀가 어린 장

애아동 어머니에게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

아동의 학교 급별, 장애아동 중증도에 따른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

스를 조사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인지

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셋

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웰니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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