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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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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순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Influence of Perceived Family Strengths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Chul-Soon Ko
Dept. of Social Welfare, Daej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
이다. 연구설계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와 C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어머니 178명이다. 수
집된 자료는 SPSS 21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 t-test, 분산분석,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중회귀분석결
과, 종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의 치료기간이 길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총 28.5%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
니들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이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아동 가족의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가족 건강성, 양육스트레스, 장애아동, 부모, 장애아동 어머니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erceived family strengths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 with disabled children.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employed. Participants were 
mothers with disabled children who recruited from D & C city.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1 
version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 multiple regression. 
Family strength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parenting stress. In regression analysis, religion, treatment 
period, and family strength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arenting stress (F=5.158, p<.001) and these factors 
explained 28.5% of the parenting stress.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for 
increasing family strength in parent with disabl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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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18세 이하 장애아동의 수는 2015년 기  약 

9만 3천명이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 장애 46.2%, 뇌 

병변장애 16.8%, 자폐성장애 13.8% 등 주로 선천 이거

나 출산 시 원인에 기인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

다[1]. 게다가 장애아동의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장애아동  가족에 한 극  심과 리가 요구되

고 있다[2].

장애의 원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근육, 감각기 , 

추신경계의 손상을 동반한 경우 아동은 운동, 정서, 언어, 

인지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한 상동장

애, 자해행동, 공격행동과 같은 심각한 행동문제를 동반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은 가장 기본 인 섭식의 

문제와 더불어 장애의 유형에 따른 한 재활치료  

특수교육 제공 등 추가 인 양육과정이 요구된다[3,4].

특히 선천 이거나 생애 기에 발생한 장애는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장애에 한 부담을 평생 동

안 갖게 된다. 장애아동의 가족은 심리․정서․경제  

측면에서의 어려움뿐 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의 부족, 경제  부담, 가사노동 시간

의 부족, 친지들로부터의 고립, 아동의 미래에 한 불안

감 등으로 인해 일반 부모에 비해 높은 수 의 우울, 돌

 부담감과 양육스트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6,7,8].

양육스트 스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 ·심리  긴장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양육스트 스

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에 반 되어 아동의 성격

형성과 성장발달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9]. 장애

아동의 경우 주로 가정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에 의해 더 많은 향을 받게 된다. 특히, 주 양육자

인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아동에 한 무 심이나 공

격 인 태도 등 아동학 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11]. 가족 내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요하며, 어

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가족 체의 복지에 향을 미치

므로 장애아동의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스트 스

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가족건강성은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

하고 정서  안정을 도모하며 가족성원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의 특성을 일컫는다[12]. 가족건

강성이 높은 경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구성원들 간

에 친 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한 처방법을 모색하여 기상황을 정

으로 잘 극복하게 된다[13,14]. 반면 가족건강성이 낮은 

가족은 가정폭력, 만성불안, 가정 와해 등 가족 내에서의 

역기능 인 상호작용으로 인한 심리  부 응  행동문

제로 이어지게 된다[15,16]. 장애아동의 가족은 가족구성

원의 응집력의 약화, 가족 해체의 험에 노출되기 쉬우

며 이러한 가족건강성의 은 부모의 양육스트 스 증

가의 주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3,17]. 따라서,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이는 데 있어 가족건강성은 

결정 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13].

최근 2000년 를 심으로 장애아동 부모를 상으로 

한 양육스트 스 련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18]에 따

르면, 스트 스 처방식, 부모 효능감, 우울감, 스트 스 

유형과 특성에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을 뿐  가족건

강성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한편, 가족건강성 련 선행연구는 부분 

일반 상자나 가족을 상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었다

[19,20]. 하지만 장애아동가족의 경우 가족 기에 노출되

기 쉽고 가족건강성 유지를 통한 가족의 심리  안정과 

기 극복이 실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의 가족을 

상으로 한 가족건강성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 다[21,22]. 

그러나 장애아동의 부모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정도와 양

육스트 스간의 계  향력을 확인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

를 상으로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 스 정도  상호 

련성을 알아보고,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을 악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상자는 D와 C지역 소재 장애아동을 한 

교육  재활센터 11곳을 이용하는 만 18세 이하 장애아

동의 어머니를 편의 표출하 다. 구체 인 연구 상자 

선정기 은 재 혼인 계를 유지하고 있고 배우자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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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other Age

(year)

30<

30-4

35-39

40-44

45≤

7

12

30

61

68

3.9

6.7

16.9

34.3

38.2

Religion Christian

Buddhist

Catholic

Etc.

None

63

21

24

3

66

35.6

11.9

13.6

1.7

37.3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Bachelor

Master≤

6

71

95

5

3.4

40.1

53.7

2.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8)

거 인 21세에서 64세 성인여성으로 본 연구 참여에 서

면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에서 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상자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5, 신뢰도 

0.05, 검정력 0.95, 측변수 5개로 하 을 때 138명이 산

출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포하여 

180부를 회수하 고, 이 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당하지 않다고 단되는 자료 2부를 제외한 178부를 최

종 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7-8월이었다. 본 연구자와 연

구보조원은 사 에 연구 조를 한 구두동의를 받아 각 

기 을 방문하여 연구목 과 차에 해 설명한 후 설

문지를 배포하고 직  회수하 다. 

2.2 연구도구

2.2.1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Yoo etc.[23]이 개발한 한국형가족건강

성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총 22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5  Likert 척도로 ‘매우 그 다’ 5 에

서 ‘  그 지 않다’ 1 으로 수가 높을수록 가족건

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aha=0.96이었다.

2.2.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 스는 Crnic과 Greenberg가 개발한[24] 

‘Parenting Daily Hassles’를 An[25]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  Likert 척도로 ‘매우 그 다’ 5 에서 ‘

 그 지 않다’ 1 으로 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 스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aha=0.94이었다. 

 

2.3.3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일반특성은 장애아동 어머니의 연령, 종

교, 교육수 , 직업, 월수입, 부모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횟수와 장애아동의 성별, 연령, 출생순 , 진단명, 치료기

간을 포함하 다. 

2.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

편차로 분석하 고,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가

족건강성과 양육스트 스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

으며, Scheffe test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하 다. 가족

건강성과 양육스트 스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 하 다. 상자의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서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연령은 45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학교졸업이 

53.7%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업주부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월수입은 200-300만원 미만이 29.8%를 차지하

다. 부모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횟수는 3회가 52.6%

로 가장 많았으며, 없음도 15.6%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성별은 남성이 55.6%이고, 여성이 44.4%

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12.6세이었다. 출생순 는 

첫째가 51.4%로 가장 많았다. 주요 진단명은 발달장애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신지체가 24.4%, 뇌

병변장애가 12.5%의 순이었다. 교육·치료기간은 5년 이

상이 6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 이상-3년 미

만이 18.2%, 3년 이상-5년 미만이 14.2%의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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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Housewife

Salaryman

Goverment

employee

Self-employed

Professional

Etc.

84

29

6

15

31

13

47.2

16.3

3.4

8.4

17.4

7.3

Monthly

income

(10,000won)

100>

100-200

200-300

300-400

400≤

5

31

53

49

40

2.8

17.4

29.8

27.5

22.5

Experience 

of parent

program

(times)

None

1 

2 

3

27

23

32

91

15.6

13.3

18.5

52.6

Children
Gender Male

Female

99

79

55.6

44.4

Age

(year)

1-5

6-10

11-15

16-18

26

34

49

69

14.6

19.1

27.5

38.8

Birth order 1st

2nd

3rd

4≤

91

62

23

1

51.4

35.0

13.0

0.6

Diagnosis Physical handicap

Brain injury

Mental retardation

Developmental

disability

Etc.

14

22

43

87

10

 8.0

12.5

24.4

49.4

5.7

Treatment

period

(year)

None

1>

1-3

3-5

5≤

1

10

32

25

108

0.6

5.7

18.2

14.2

61.4

3.2 대상자의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

상자의 가족건강성의 평균 수는 3.52(0.61) , 양육

스트 스의 평균 수는 2.69(0.74) 이었다<Table 2>.

Variables Mean(SD) Range

Family strengths 3.52(0.61) 1.45-4.95

Parenting stress 2.69(0.74) 1.00-4.22

<Table 2> Mean of Family Strengths and Parenting 
Stress of Participants         (N=178)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 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양육스트 스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Scheffe) 

결과, 35세 이하는 41세 이상보다 양육스트 스가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양육스트 스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졸

이상에서 고졸이하에 비해 양육스트 스를 더 겪는 것으

로 나타났다. 

Variables Categories M(SD)
t/F

(Sheffe)

Mother

Age

(year)

35a

36-40b

41-45c

46≤d

3.23

2.66

2.61

2.62

4.20**

a>c,d

Spouse
Have 

Have not

2.66

2.95
-1.45

Religion
Have 

Have not

2.73

2.61
1.03

Education
High school
Bachelor≤

2.53

2.81
-2.54**

Job
Have 

Have not

2.63

2.74
-1.03

Monthly income

(10,000won)

200>

200-300

300-400

400≤

2.82

2.70

2.63

2.61

.63

Experience of

parent program

(times)

None

1 

2 

3

2.95

2.57

2.67

2.61

1.74

Children

Gender
Male

Female

2.63

2.76
-1.23

Age

(year)

1-5a

6-10b

11-15c

16-18d

3.00

2.86

2.85

2.37

8.26***

a,b,c>d

Birth order

1st
a

2nd
b

3rd≤
c

2.83

2.55

2.50

3.56
**

a,b>c

Diagnosis

Physical handicap

Brain injury

Mental retardation

Developmental

disability

Etc.

2.67

2.72

2.76

2.60

2.84

.52

Treatment

period (year)

3>a

3-5b

5≤c

3.04

2.71

2.52

8.28***

a>c

**
p<.01,  

***
p<.001

<Table 3> Difference of Parenting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N=178)

장애아동의 일반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 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양육스트 스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Scheffe)에 따르면, 16세 이상은 15세 이하 보다 양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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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스가 더 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 에 따라 양

육스트 스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에 따르면, 첫째는 둘째보다 양육스

트 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기간에 따라 양육

스트 스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후 검정에 따르면, 5년 이상은 3년 미만보다 양

육스트 스가 더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레스 간의관계

상자의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 스 간의 상 계

를 분석한 결과, 가족건강성은 양육스트 스와 통계 으

로 유의미한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0, p<.001). 즉, 상자의 가족건강성이 증가할수록 

양육스트 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Variables
Family strengths

r(p)

Parenting stress -.30(<.001)

<Table 4> Correlation among Family Strengths 
and Parenting Stress         (N=178)

3.5 가족건강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상자의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하기 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상자의 

특성과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상자와 장애아동의 

일반  특성을 더미변수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투입 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산출된 모형Ⅰ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F=3.18, p<.01). 

상자의 결혼 상태, 종교와 장애아동의 연령이 상

자의 양육스트 스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

났다. 즉, 기혼상태이며 종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스트 스가 낮게 나타났다. 본 모

형에서표 화 계수(베타)를 비교해본 결과, 조사 상자

의 양육스트 스를 가장 측하는 변수는 장애아동의 연

령(β=-.28, p<.05)이었다. 본 모형에서 체 독립변수들

은 상자의 양육스트 스를 18.3%를 설명하 다(R²=0.183).

그런 다음, 모형Ⅰ에 가족건강성을 추가하여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출된 모형Ⅱ은 통계 으로 유의

미하 다(F=5.15, p<.001). 상자의 종교와 장애아동의 

치료기간과 가족건강성은 상자의 양육스트 스와 통

계 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없는 경

우, 장애아동의 치료기간이 길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을수

록 양육스트 스가 낮게 나타났다. 본 모형에서 표 화 

계수(베타)를 비교해본 결과, 상자의 양육스트 스를 

가장 측하는 변수는 가족건강성(β=-.35, p<.001)이었

다. 본 모형에서 체 독립변수들은 상자의 양육스트

스를 28.5% 설명하 다(R²=0.285)<Table 5>.

Variables β t
Adjusted 

R²
F

Model

Ⅰ

Constant

Mother

  Age

  Spouse(1=have)

  Religion(1=have)

  Education

  Job(1=have)

  Monthly income

  Experience of 

  parent program

Children

  Gender(1=male)

  Age

  Birth order

  Treatment period

-

.16

-.17

.17

.12

-.08

-.02

.04

-.03

-.28

-.15

-.17

8.654

1.41

-2.06*

2.35*

1.39

-1.10

-.28

.43

-.39

-2.20*

-1.75

-1.59

.183 3.18**

Model

Ⅱ

Constant

Mother

  Age

  Spouse(1=have)

  Religion(1=have)

  Education

  Job(1=have)

  Monthly income

  Experience of 

  parent program

Children

  Gender(1=male)

  Age

  Birth oder

  Treatment period

  Family strengths

-

.10

-.10

.16

.14

-.04

.03

.13

-.03

-.21

-.15

-.20

-.35

10.31

.93

-1.37

2.35*

1.65

-.55

.40

1.52

-.54

-1.79

-1.88

-2.01*

-4.70***

.285 5.15***

*p<.05,**p<.01,***p<.001

Education (1=high school), Monthly income(1=2 million>), 

Experience of parent program (1=3year>), Birth order (1=1st).

<Table 5> Influence of Family Strengths on Parenting 
Stress                           (N=178)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어머니를 상으로 가족건강

성과 양육스트 스 간의 계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에 따라 논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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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 스는 5  만 에 평균 2.69

으로 간 수 이었다. 이는 장애아동 부모를 상으로 

한 Yoo[3]의 연구결과 3.56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 상자와 장애

아동의 연령, 장애 유형  치료기간의 차이 등에서 기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의 장애 

사실을 인식하고 양육을 결정하기까지 심리 으로 극심

한 스트 스를 받게 된다. 많은 어머니들은 아동의 기 

장애 진단 시 큰 충격을 받으며, 아동의 장애를 수용한 

후에도 이러한 스트 스를 반복 으로 경험한다.  따라

서 장애진단과 치료기간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 스의 

변화에 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한 장애아동 어

머니의 양육스트 스의 정도와 처수 에 따라 스트

스 감소 는 처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재 

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상자의 가족건강성은 5  만 에 평균3.52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아동 부모를 상으로 가족건

강성을 평가한 Kim etc.[13]의 연구결과 3.32 과 발달지

체장애아동의 부모를 상으로 한 Park [26]의 연구결과 

3.50 과 유사한 수 이었다. 가족건강성은 응집력, 응

성, 의사소통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

룰 때 가족건강성이 증가한다[27]. 높은 가족건강성은 가

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합리

으로 해결하며 가족구성원들의 심리  · 정신  · 문화

 안정을 돕게 된다. 한, 가족건강성은 가족의 기 

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우울증 발생을 측하는 주

요 변수이다[13]. 따라서 장애아동가족을 상으로 가족

건강성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증진시키기 한 체계 인 

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

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자의 연령, 학력, 아동의 

교육·치료기간, 아동의 연령, 아동의 출생순 에 따라 양

육스트 스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아동가족을 상으로 양육스트

스를 연구한 결과 연령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

음을 보고한 Yoo [3]의 연구결과와 Ryu,  Han, & Lee 

[28]는 유사하 으나 출생순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보고한 Jeong과 Yoon [29]의 연구결과와  부

모의 학력이 높은 군에서 양육스트 스를 더 높게 보고

한 Park [23]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추

후 이를 규명하기 한 다양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이기 

한 로그램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 특히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어머니와의  애착

계 형성과정이 요한 시기이다. 장애아동 어머니는 일

반 아동의 돌  보다 아동의 행동을 주시하는데 있어 많

은 시간을 할애하므로 더 많은 스트 스를 겪게 된다. 따

라서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역할교육과 양육

스트 스를 함께 재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연령층이 

낮은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연령층이 높은 장애아동 어머

니들 보다 양육에 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하므로 SNS

를 통한 자조 모임형태의 비공식  조직을 통해 어머니

들끼리 아동 양육에 한 지식을 공유하고 심리 인 안

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지역사회의 연

계망을 통한 자조 모임형태의 비공식  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연령층이 낮은 장애아동 어머니들에게 하나의 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Chung [30]는 장애아동 어머

니들이 의료지원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한다고 하 으며, 

특히 의료비의 지원 확 , 의료장비, 보장구지원, 보험 등

을 통해 아동의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활치료서비스, 치료

기간 단축 등 편의의 필요성을 말했다. 따라서 이를 충족

할 수 있는 제도 인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상 계분석 결과, 상자의 가족건강성

은 양육스트 스와 유의미한 부(-)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자의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 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 회귀분

석 결과에서 상자의 가족건강성으로 포함하여 종교, 

아동의 치료기  이용기간이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설명하고 측하는 유의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상자가 종교가 있는 경우, 아동의 치료기간이 짧을수

록, 가족건강성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높

게 나타났다. 이들 체변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해 28.5%의 높은 설명력을 보 으며, 상자의 양육스

트 스를 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가족건강성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장애아동가족의 가족건강성과 부

모의 양육스트 스에 한 연구결과 두 변수 간에 유의

미한 상 계가 있고 주요한 향요인임을 보고한 Kim 

etc. [13]과 Shim etc. [2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 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Lee [31]의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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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에 한 연구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 양육스트

스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Hederson 

& Uecker [32]은 부모들을 상으로 양육스트 스에 

한 종교의 역할을 연구한 결과 문화와 종교의 교리에 따

라 부모의 역할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고, 기도나 배 

등 종교생활이 양육스트 스 정도에 미치는 향에 차이

가 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추후 우리나라 장애 어머

니의 종교에 따른 부모역할에 한 인식과 양육스트 스

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건강성이 높은 가정은 장애자녀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스스로 정 인 인식을 갖게 하고, 가족 간

의 상호존 과 수용으로 아동의 다양한 행동특성 변화에 

처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가족체계를 유지하며 사회참

여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므로[12], 가족건강

성은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스트 스를 완

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어머니의 양

육스트 스를 이기 한 로그램에서는 가족건강성 

증진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많은 심을 가질 필요가 있

다. 이 경우, 가족구성원 간 심과 배려로 가치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가족 간 친 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로그

램 지원이 필요하다. 를 들어, 가족유형과 특성에 맞는 

한 통합  로그램을 활발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로그램 활동과정에서 역동  상호작용이 일어

나 성원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알게 하므로 

가족의 유 감과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 인 가족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모두 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하고, 가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성

을 지닌 가족 상담과 교육 등 외부의 도움을 제공하여 가

족건강성을 회복시켜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장

애아동 어머니를 편의 표출하 기 때문에 체 장애아동 

어머니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장애유형의 아동과 부모를 

상으로 상자의 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양육스트 스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

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

니들을 상으로 가족건강성과 양육스트 스에 한 연

구를 시도한 결과를 통해 가족건강성이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 스를 조 할 수 있는 주요한 향요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 장애아동의 가족에 해 더 깊이 

이해하고 추후 장애아동 부모를 한 효율 인 재개발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추후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장애아동 가족의 가

족건강성을 증진시키기 한 다양한 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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