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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지체 애  지역사회참여  결정할 수   사회적 지지  스트 스 처  

정하고, 사회적 지지가 스트 스 처  매개하여 지역사회참여에 향  미 지  실 적  하여, 지

체 애  지역사회통합  한 료  마 하고  하 다.  해 산 역시  시각, 뇌병변, 달 애  

복지  제 한 애 복지  11개  전수조사하여,  292  문지  회수․ 하 다. 결과 첫째, 지체 애

 사회적 지지  지역사회참여에 정적  향  미  변  혀졌다. 째, 사회적지지  스트 스 처 

에 정적  향  미쳤다. 째, 스트 스 처  지역사회참여에 정적  향  미쳤다. 째, 사회적지지  

스트 스 처 에 매개효과  가지  것  나타났 , 지역사회참여에 정적  향  미  것  혀

졌다. 러한 연 결과   지체 애  지역사회참여  해 제언  시도하 다.

주제어 : 지체 애 , 지역사회참여, 스트 스 처행동,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ocial support of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PDP) and stress coping 
behaviors as the factor determining their Community Participation. It also analyzed the possibility of such social 
support influencing their community participation using their stress handling ability as a moderator. The analysis 
first revealed that the social support for PDP is a positive variable influencing their community participation. 
Second, the social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stress coping behaviors. Third, their stress coping 
behavio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community participation. Fourth, the social support, partially serving as 
a moderator for boosting their stress coping behavio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community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of this study, a proposal for PDP's community participation wa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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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과거 장애인의 인권

과 자기결정권 등을 제약할 수 있었던 수용보호에서

재는 과거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극 인 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통합을 강

조하는 방식으로 환되었다.

이러한 정 인 변화를 통해 재에도 장애인들을

한 극 인 사회통합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여

히 장애인들은 사회 배제에서 벗어나기힘든 상황이

다[3]. 장애인들이 사회 배제에서 벗어나 ‘시민’으로서

극 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장애인

자신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여 결과 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13].

장애인 특히 지체장애인은 2015년 기 51.5%로

등록 장애인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29], 운동기능

발달의 지체로 운동성이 떨어지고, 이동성이 낮은 등 물

리 환경에서 제약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신체기능의

손상을 경험하는 지체장애는 장애를 인지하거나 사고이

후 극심한 심리 , 사회 어려움 즉 비장애인에 비해 낮

은 소득수 과 교육수 등으로 인해 고용 경제활동,

여가활동, 자조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30].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 독립 으

로 참여하는 데어려움을 겪게 되고, 반복되는 역할 상실

은 만성 인 스트 스나 우울, 무망감 등의 심리,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27].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체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한 특화된 제도 뒷받침이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에 착안하여 지체장애인의 지역

사회참여수 의 향상을 한 정책개발의 기 자료 마련

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지체장애인의 지역사회참

여의 수 을 결정할 것으로 기 되는 변인으로 사회

지지에 주목하 다. 지체장애인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자

존감, 그들이인식하는 삶의 질, 정신건강상태등이 상

으로 낮은편이다[5]. 따라서 이들을 해서는 가족, 동

료, 특히 장애동료집단(peer group)등이 이들에 보내는

극 지지는 이들의 극 인 지역사회참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지체장애인은 상 으로 스트 스에 취약함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스트 스 처 능력에 의해

그 수 을낮출 수 있다[19]. 즉 높은 스트 스 처능력

을 보유한다면, 이는 지체장애인의 자존감, 자기효능감

등을 높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극 으로 참여시

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26].

본 연구는 주지한 바와 같이 지체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의 수 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 지지와 스트 스

처 능력을 선행변인으로 선정하고, 특히 사회 지지

가 스트 스 처 능력을 매개하여 지역사회참여에 향

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는 지체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 결정요인과 련한 물리 해결방안에 집

된 기존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이론 간극을 메울 수

있다. 더나아가물리 근과 더불어심리 , 사회

근방안의 융복합 근으로 보다 개선된 지역사회참여

략 개발을 한 기 자료로서 실질 인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 을 실 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1. 지체장애인의 사회 지지는 지역사회참여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지체장애인의 사회 지지는 스트 스 처능

력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지체장애인의 스트 스 처능력은 지역사회

참여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지체장애인의 사회 지지는 스트 스 처능

력을 매개하여지역사회참여에 향을미칠 것

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Fig. 1]과 같

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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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 경

2.1 애  지역사회참여에 한 보편주 적 

접근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를 결정하는 향요인은 세계

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일반 인 임무와 요구, 의사

소통, 이동, 자기 리, 가정생활, 인 계 상호작용,

주요 생활 역, 공동체․사회 시민생활을 모두 포

하는 보편주의 개념이 해당된다. 즉 장애인의 사회참

여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이며, 최

근에는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의직선 인과 계가

아닌 상호작용이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를 결정하는 주

요한 변인이라 보고 있다[35].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한 보편주의 근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를 개인 인 수 에서의 부족함

으로 보는 장애인에 한 사회 시각을 장애인이 놓여

있는 환경 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게 하여, 장애인 사

회참여에 한 보다 폭넓게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36].

본 연구는 이러한 보편주의 근에서 개인 요인

과 환경 요인을 통합하고, 이러한 계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 할 수 있는매개효과모형으로 검증

하고자 하 다. 특히 개인 요인은 장애인의 스트 스

처역량으로 측정하고, 환경 요인은 사회 지지의

수 으로 측정하여 그 계를 이론 으로검증하고자 하

다.

2.2 지체 애  지역사회참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장애인이사회의 일부분으로 장

애인이 속한 사회 , 문화 활동 등 생활 반의 역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통합

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1]. 여기에서 사회통합은 ‘지

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생산 인 활동, 여가활동 등에

참여의 제약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사회참여는 ‘사람

들이 자신이 생활하는 사회생활의 모든 역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실제 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결과 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기 변인으로 용가능하다[2].

이러한 의미에서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는 그 자신이

사회로 부터 배제당하고 있지 않고 있고, 사회의 다양한

활동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극 인 사회의 구성원으

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 즉 환경 요인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장애인 각 개인이 갖는 특성

한 이를 설명할 수 있다[3, 4].

특히 장애인의 높은 사회참여의 동력은 장애인의 삶

의 질 수 을 향상시키고[5, 6], 더 나아가 장애인의 지역

사회참여는 장애인의 궁극 인 목표인 자립생활을 가능

하게 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용되고 있다[7].

2.2 사회적 지지

사회 지지는 ‘타인으로부터받는 다양한 도움’, ‘의미

있는 타인이나가족, 가까운 친구로부터 지지, 애정, 도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되며 ‘자신이보살핌

과 사람을 받고 있고, 자신이귀하고가치가 있으며, 의사

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에 속해 있다고 믿도록 하는

것’이다[8]. 사회 지지의 하 요인으로는 사랑과 존

의 느낌을 받는 정서 지지, ‘가사지원, 지원 등의

구체 인 유형의 지원을 제공하는 도구 지지’, ‘문제해

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는’ 정보

지지로 구분된다[9].

사회 지지는 특히 취약한 집단에 용했을 때 스트

스를 완화하며[10], 건강상태, 심리 안녕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11], 사회참여에 한 의지를 고양시키는

변인으로보고된다[12, 13]. 이러한 결과를종합하여사회

지지는스트 스에 한 처방식에도 향을 미치고,

결과 으로는 스트 스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 한

존재한다[14, 15]. 이처럼 사회 지지는장애인의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변인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높이는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2.3 스트 스 처 

먼 처란 ‘어떤 상황의요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응능력을 과하여 자신을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를 해결하기 한 개인의 노력’을 의미한다[16]. 따라서

스트 스 처는 ‘개인의 능력에 부담을 주거나 처능

력을 넘어서는 환경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처방식이란 ‘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습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스트 스의 처는 개인의

심리 특성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보는 근법

[17]과 ‘개인 속성보다 상황 인 속성에 따라 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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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보는 근법으로 구분된다[18]. 즉 동일한 스

트 스 상황의 경험이라도 개인의 탄력성(resilience)이

나 건강상태 등과 같은 개인차와 개인상태에 향을 미

치는 처자원(외부환경), 즉 사회 기술, 사회 지지,

물질 자원 등이 스트 스 처방식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다[19]. 결국 스트 스에 한 처방식

의 소극/ 극이냐에따라 지역사회참여의 수 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2.4 주 변  계  다룬 행연

먼 사회 지지와 지역사회참여를 다룬 연구를 살

펴보면, 도척수장애인을 주요 상으로 다룬 오혜경․

이희숙(2011)은 신체기능과 사회 지지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향을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 신체기능은 사회

참여에 직․간 인 향을 미쳤으나, 사회 지지는

장애수용을 매개로 사회참여에 간 인 향을 미쳤다.

척수손상 장애인의 사회참여 결정요인을 다룬신은경 외

(2008)에서는 가족기능과 사회참여의 계에서 사회

지지는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사회참여에 정 인 향

을 미쳤다[31]. 다음으로 사회 지지와 스트 스 처

능력간의 계를 다룬 연구에서, 발달장애아동을 다룬

이어진 외(2010)는 양육자의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사회 지지와 처방식을 선정하여 실증하

다. 분석결과 사회 지지는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변인임이 밝 졌다[32]. 발달장애아동 가족을 다

룬 배경희 외(2008)에서도 사회 지지는 부모의 양육스

트 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 졌다[34]. 스트 스

처 능력과 지역사회참여의 계를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 장애인의 사회참여 을 보편주의

으로 다룬 신은경(2007)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결정하는 주요원인으로 장애정체감과 신체기능 등과 같

은 심리 요인이 사회참여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35].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선행연구는 발달장애, 도척수장

애인, 척수손상 장애인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 사회

지지, 스트 스 처 능력을 다룬 연구결과이다. 이러

한 각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Fig. 1]과 같이

설정한 연구모형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연

3.1 조사 상  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 역시 내의 장애인복지 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을 상으로 설문조사하 다. 자료수집은 장

애인복지 을 이용자를 상으로 편의표집하 다. 표집

의 과정은 부산 지역 내 14개 자치구의 장애인복지

시각장애인, 뇌병변, 발달장애인복지 을 제외한 장애인

복지 11개 기 을 수조사하여, 편의표집의 한계를

이고자 하 다. 조사기간은 2015년 1월부터 3월말 까

지 이루어졌다. 총 4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2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율:67.7%). 이 응답이 불성

실한 33부를 제외한 29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3.2 료  정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지역사회참여, 스트 스 처

능력, 사회 지지의 측정방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2.1 지역사회참여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참여는 Brakel et al(2006)의 참

여척도(Participation Scale)를 활용하 다[20]. 본 척도는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사회참여 하 변인의

신뢰도는 이동 .806, 가정생활 .635, 인 계 .731, 주요

생활 .738, 시민사회생활 .802로 보통 수 을 보 다.1)

3.2.2 사회적 지지

독립변수인 사회 지지는 김인숙(1994)의 척도를 재

구성하 다[21]. 본래 척도는 정서 지지, 정보 지지, 평

가 지지, 도구 지지의 4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의 인구학 특성에 맞추어 가

족, 장애동료(지인/친구), 비장애동료(지인/친구)로 3개

역으로 구분하여, 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꾸러미척

도화 하 다. 본 연구에서 사회 지지의 신뢰도는 가족

.967, 장애동료 .934, 비장애동료 .934로 높은 편이었다.

3.2.3 스트 스 처 

스트 스 척도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척도

1) Cronbach’s α 계수  0에  1사  값  가지 , 흔히 

0.8~0.9 상  람직하고 0.6~0.7  수용할 만한 것

 여겨진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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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를 극 처, 소극 처 두 개의 하 요인으로

재구성한 고미숙(2013)의 척도를 활용하 다[23]. 이 척

도는 5 리커트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처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하 요인

별로 극 처 .865, 소극 처는 .811로 비교 높

았다.

3.3 료

자료분석에는 SPSS 22.0을 활용하여 첫째, 인구사회

학 특성 등을 정리하기 해 빈도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척도의신뢰도와 타당도를 신뢰도분석

과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셋째, AMOS 22.0

을 활용하여 구조모형의 분석을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확

인하 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s scale case Reliability

demographic

variable

sex, age, religion education,

dwelling type, possession type,

Disability rating, etc.

14 -

social support

family 9 .967

colleague with disabled 9 .934

colleague with Non- disabled 9 .934

community

participation

movement 3 .806

home life 2 .635

personal relations 2 .731

major life 3 .738

citizen ship 4 .802

stress coping

behavior

aggressive coping 6 .865

passive coping 7 .811

<Table 1> variables

4. 결과

4.1 사회학적 특

본 연구의 주요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아래

<Table 2>와 같다. 먼 성별은 남성이 64.0%로 많았고,

종교는 ‘있음’이 54.9%, 학력은 고졸이 42.7%, 유형태

로는 구임 아 트 32.6%, 주거지 소유형태는 자가

39.4%, 장애등 은 1 31.5%, 기 생활수 여부는 ‘해

당’이 50.3%, 연령 는 60 이상이 37.1%로 가장 많았

다.

　n=292 n % n=292 n %

sex
men 187 64.0

possession

type

own 113 39.4

women 105 36.0 lease 42 14.6

religion

yes 135 54.9
monthly

rent
31 10.8

no 111 45.1
premane

nce rent
84 29.3

education

Uneducated 28 9.8 free rent 7 2.4

elementary 42 14.7 etc 10 3.5

middle 57 19.9

Disability

rating

1 91 31.5

high 122 42.7 2 75 26.0

college 12 4.2 3 66 22.8

university 21 7.3 4 24 8.3

graduated 2 .7 5 20 6.9

etc 2 .7 6 13 4.5

dwelling

type

House 66 23.4 National

Basic

Livelihood

yes 145 49.7

no 147 50.3Multifamily

housing
45 16.0

age

20~29 19 6.8Permanent

rental

apartments

92 32.6 30-39 24 8.6

40-49 40 14.4

apartment 65 23.0 50-59 92 33.1

etc 14 5.0 60+ 103 37.1

<Table 2> Demographic analysis

4.2 정변  술통계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해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등의 값을 산출했다.결과는

아래 <Table 3>과 같다. 일반 으로 표 왜도지수의

값이 3.0보다 크면 분포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는 기

에 따르면[24],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성에

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292 m sd Skewness Kurtosis

social support

(SS)

sfm 3.74 1.19 -.876 -.206

shm 2.90 0.95 -.246 -.511

snm 2.64 1.03 .102 -.660

community

participation

(CP)

cpp1 2.72 0.66 -.718 1.053

cpp2 2.80 0.57 -.378 .533

cpp3 2.59 0.62 -.580 .674

cpp4 2.35 0.68 -.426 -.246

cpp5 2.53 0.64 -.437 .592

stress coping

behavior

(STRE)

strm1 3.34 0.68 -.637 .953

strm2 3.28 0.62 -.845 2.419

<Table 3> Statistical analysis

4.3 조 형 검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의 구조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아래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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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of Research Model

구조모형의모형 합도는 <Table 4>와같다. 각 합

도를 살펴보면 X2은 55.93(df=59), p<.01의 수 으로 유

의미한 수 으로 나타났다.2) TLI .975, CFI .982,

RMSEA는 신뢰구간 90%의 신뢰구간의 상항치가 평가

기 .10이하(.072)이고, 하한치가 평가기 .80이하(.027)

로 모든 값이 권장수용기 에 부합하 다.

X2

TLI CFI
RMSEA

LO90 HI90
55.93

df p

32 .006 .975 .982 .027 .072

<Table 4> Model Validity

4.4 가 검

<Table 5>는 [Fig. 2]에서 분석한 결과인 경로계수의

통계량을 제시한 것이다. 각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 계

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잠재변인별로

살펴보면, 먼 사회 지지(SS)는 지역사회 참여에

.129(.233)만큼의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1).

사회 지지(SS)는 스트 스 처(STRE)에 .259(.397)3)

만큼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2). 스트 스

처능력(STRE)은 지역사회참여(CP)에 .402(.477)만큼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3). 이러한 결과는 본

[Fig. 1]에서 제시한 가설인 H1, H2, H3 모두 채택됨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지지가 스트 스 처 지역사

회참여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스트 스 처는 지

2) X2값  본  수가 커질수  값  커지  문에 형 체

에 한 평가가 제  루어지  어 다. 조 정식  

형적합도 지수  형  간 과 합도  동시에 고 해

야 하 ,  충족시킬 수  적합도 지수  RMSEA, 

CFI, TLI 등  고 다[25]

3) 호안  수  화 계수

역사회참여에 역시 정 인 향을 미치는 계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regression

weight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E. C.R.

STRE←SS 0.259*** 0.397 0.047 5.501

CP←SS 0.129*** 0.233 0.037 3.502

CP←STRE 0.402*** 0.477 0.059 6.79

***p<.001

<Table 5> Statistics of Latent Variables Estimation

4.5 매개효과  검

사회 지지가 스트 스 처 지역사회참여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밝 졌다. 그 다면 사

회 지지가 스트 스 처를 매개하여 지역사회참여에

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Aroian Test와 Sobel Test를 활용하 다. 매개효과의 검

증은 아래<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 지지(SS)

는 스트 스 처(STRE)를 매개하여 지역사회참여(CP)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악되었고, 따라서 H4도 채

택되었다.

path Aroian Test
Soble

Test

SS → STRE → CP 2.03(.02)* 2.00(.02)*

*p<.05

<Table 6> Statistics of Moderator Estimation

5. 결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 역량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진 사회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선정하고,

한 이 두 변인간의 계를 보충 으로 설명할 수 있는

스트 스 처 능력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지체장애

인의 개인 , 환경 요인의복합 상태즉, 각 변인간의

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 으로 확인하 다.

본 연구는 기존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최

종 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개인 환경 요인의 융합 방안을 마련함

에 있어 이론 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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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스스로가 인식한 사회 지지는 지역사

회참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는

지체장애인과 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지지 수

의 계를 연구한유 외(2008)의 연구결과와 그맥

을 같이하는결과이다[8]. 즉 장애인이 가족, 장애인동료,

일반인 동료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 지지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극 으로 참여하는 동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사회 지지는 스트 스 처 능력의

향상을 추동하는 주요한 변인임이 밝 졌다. 특히 사회

으로 배제된다고 장애인 스스로가 인지하고있는 상황

에서 장애인들은 스트 스 상황에 더 취약하고, 이러한

스트 스를 극복하는 힘은 약할 수 밖에 없다[3]. 따라서

이러한 스트 스 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애인

의 사회 지지의 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장애인의 스트 스 처 능력은 장애인의 지역

사회참여를 향상시키는 변인으로 밝 졌다. 이는

Lazarus와 Folkman(1997)이 언 한 스트 스 처 능력

의 요성이 장애인에게도 주요하게 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스트 스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만큼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극 인 참

여를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 본 결과는 스트 스 처라는 개인 차원

의 변수가 장애인의 사회참여라는 계 인측면을 고양

시킬 수 있음을 이론 으로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회 지지가 스트 스

처 능력을 매개하여 지역사회참여에 부분매개효과를 가

짐을 실증 으로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은 장애인이 지

역사회에 극참여하고, 궁극 으로 사회 배제를 벗어

날 수 있는 효과 인 략을 마련함에 있어 장애인의 사

회 지지와 스트 스 처 능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

이 더욱 효과 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볼 때, 지체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한 근본 인 근 략은 한사회 지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개인 환경 요인의 조성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사회 지지가 형성된환경속에서 스트

스 처능력은 향상되고, 이는 곧 지역사회참여, 궁극

으로 삶의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의 지체장애인에 한 정책과 실천 략들은 지체장애인

본인 스스로의 심리 능력 는 사회 능력 제고에 집

되어 있다. 이는 다른 심리 축과 사회 배제를

가져온다. 따라서 지체장애인의 내부 스트 스 처 능

력 향상과 함께 사회 차원의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요

인을 고려한 정책 , 실천 근 략이 복합 으로 개

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 , 실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 상의 측면이다. 본 연구

에서 조사한 상은 지체장애인으로, 지체장애인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 장애인에 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둘째, 표본의 표성이다. 본연구는 부산

지역의 장애인을 심으로 수행되어, 표본의 표성에서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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