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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자녀 부모가 인식한 돌봄역량, 돌봄경험의 평가(돌봄부담, 돌봄만족), 자조집단지지의 수준이 
자녀의 장애유형(정신장애, 신체장애)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장애자녀 부모 
301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고,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라 정신장애 유형 180명과 신체장애 유형 121명으로 구분하였
다. 두 집단의 잠재평균분석을 위해 형태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 절편동일성 검증,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을 실
시하였다. 연구결과 정신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 집단은 신체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 집단에 비해 자조집단지지와 
돌봄부담이 더 높게 분석되었고, 반대로 신체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 집단은 정신장애 자녀를 돌보는 집단에 비해 
돌봄만족과 돌봄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서비스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장애유형, 잠재평균분석, 자조집단지지, 돌봄부담, 돌봄만족, 돌봄역량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the disabilities type of caring competency, caring 
appraisal(caring burden, caring satisfaction), self-help group support for parent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301 parents who have disabled 
children(180 mental disabilities & 121 physical disabilities). Given the three types of invariance satisfied, latent 
means analysis(LMA) is performed to test mean differences on the four factors across the two groups.  
According to LMA where the parents who have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are used as the reference 
group, the parents who have children with mental disabilities showed higher latent mean values on the self-help 
group support and caring burden. However, the parents who have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showed 
higher latent mean values on the caring satisfaction and caring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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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애인과 그 가족을 돌보는 일차  책임은 국가에 있

어, 재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이들에 한 지원

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당사자 지원 주로 구성되며, 장애인 가족지원에 한 

내용도 장애 추가비용 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다. 「장

애아동복지지원법」은 가족 지원 규정이 임의 조항이며,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된 가족 지원도 가족지원센터 

지원까지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장애인 지원 부담

과 주체를 정부가 아닌 가족, 특히 장애자녀 부모에게 

가하고 있다.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 으로도 건강한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 장애자녀 부모이지만, 즉 웰니

스(wellness) 상태가 무 지게 되면 장애자녀 부모를 포

함한 장애자녀까지도 건강함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웰

니스는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하여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삶의 여러 가지 부분(신체 , 

정서 , 사회 , 지 , 직업 )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면

서 궁극 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근 하는 과정이다. 

장애자녀 돌 이란 일차  과제를 수행하기 해서는 

부모의 돌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한 기존의 

연구 은 부담감, 돌 과정의 부정  평가 등을 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1, 2, 3].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돌

역량, 돌 경험에 한 부담감  만족감 그리고 자조

집단지지 등 융복합  변인에 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자녀 돌 과정을 책임지는 부모의 웰니스를 증진시키고  

장애자녀 부모 상 연구의 을 강  심 으로 

환하며 돌 과정에서 극 인 처 략 활용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 지 까지 국내외 으로 

돌 과정 련 연구들은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왔는데, 지 까지의 선행연

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돌 과정 련 주요 변인의 차이 을 분석하여 장

애유형별로 차별화된 실천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변인에 한 선행연구 검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자녀 부모의 돌 역량은 그들의 문성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지역사회 자원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내재된 강 을 강화하여 돌 효능감을 증가시

키는 것을 말한다[4, 5]. 돌 역량이 강화된 장애자녀 부

모는 장애자녀의 치료  교육을 포함한  개입 과정에 

참여하면서 극 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6]. 반 로 

돌 역량이 강화되지 못한 장애자녀 부모는 좌 , 우울, 

무력감을 경험하며 장애 자녀의 돌 과정에 있어서 실질

인 도움을 제공하고 극 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

를 갖게 된다[7]. 즉, 부모의 돌 역량 강화 수 에 따라 

장애자녀 돌  역할수행의 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이유리(2008)의 연구에서 정

신장애 자녀 부모를 상으로 돌 역량 수 을 조사한 

결과 간 수 3 에 근 한 2.98 으로 보고되었고, 지

체장애자녀 부모를 상으로 한 주혜원(2011)의 연구에

서는 돌 역량이 3.30으로 간 수 3 을 상회하는 결

과를 보 다[5, 8]. 이를 통해 볼 때,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라 부모의 돌 역량 수 이 달라질 수 있음을 측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돌 경험 평가란 돌 경험에 한 주 인 

인지  평가로서 보호제공자가 보호제공의 요구들에 

해 갖게 되는 인지 이고 정서 인 반응들을 의미한다

[9]. 돌 경험에 한 만족감과 부담감의 평가는 서로 다

른 차원을 구성하는 요소이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므로[10] 돌 경험 연구에서 이 두 측

면을 모두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녀의 장애유형간 비교를 살펴보면, 돌 부담은 정신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 집단이 신체장애유형의 자녀를 

둔 경우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11], 자폐성장애 는 지 장애 어머니의 돌 부담이 신

체장애유형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2, 13].

반면, 돌 만족 비교에서 신체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

모의 돌 만족이 정신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돌 만

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선행연구가 보고되었고[14], 정

신장애 유형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돌 만족이 더 높

게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5, 15]. 즉, 자녀의 장애유형

에 따른 돌 부담과 돌 만족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자녀 부모에게 외 인 지원체계인 자

조집단지지는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 을 하여 자발 인 집단 활동을 함으로써 

집단 개개인이 도움을 얻는 조직을 의미한다. 장애자녀 

부모에게 자조집단지지는 스트 스가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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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진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켜주며 심리  

응을 도와주는 완충 기능  측면에서 요한 변인으로 

강조되어야 하나[5, 16, 17], 장애유형간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정신장애(자폐성장애, 지

장애)와 신체장애(지체장애)의 자조집단지지의 차이를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는 정신장애 자녀를 둔 부모 집단에

서 심리, 교육, 치료  부문의 요인들 수가 더 높게 조

사되었다[18, 26]. 그러므로 장애유형간 자조집단지지 차

이가 발생하는지에 한 후속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장애자녀 부모의 돌

역량, 돌 경험에 한 인지  평가, 자조집단지지를 

연구하는 것은 장애자녀 부모의 실천  개입의 시각을 

기존 연구 비 강  심  시각으로 환하는 측면에

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의 돌 역량, 돌 부담, 돌 만족, 

자조집단지지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살

피지 않았던 보호 상자의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차

별화된 근을 시도했다는 에서 학문  의미가 있으며,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라 부모의 지원체계를 구분하고 우

선순 를 달리 하여 상이하게 근할 수 있는 정책  도

구로 활용하는데 연구목 이 있다. 한 장애자녀 보호

제공자의 웰니스 증진을 한 융복합 돌  연구를 통해 

실질 인 요인을 찾아 개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연구목 을 수행하기 해 

장애자녀의 장애유형(정신장애와 신체장애)에 따른 부모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다집단분석  잠재평균분

석을 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집단간 차이를 평가하

는 t검증이나 다변량분산분석(MANOVA)과 같은 통

 방법들은 측정오차에 의한 향을 받는 측정변수에 

의존하게 되므로 잘못된 결론이 유도될 수 있다[19]. 그

러나 측정오차가 통제된 잠재변수를 이용하여 평균비교

를 하는 잠재평균분석은 집단간 차이를 더 정확히 검증

하는 강력한 통계  방법이라 할 수 있다[27, 28, 29].

2. 연구방법

2.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남부 학교 생명윤리 원회에 IRB 심의

차를 거친 후 IRB 승인(1041478-201311-HR-001)을 받

아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의 상은 장애자녀를 돌

보는 부모이며, 조사방법은 편의  표집방법을 활용하

으며 총 301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이  장애유형으로

는 신체장애 121명, 정신장애 18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유형 분류 기 에 따라 신체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 의 장애가 

있는 상태인 신체  장애를 의미하며 정신장애는 발달장

애 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  장애를 의미한다. 

2.2 측정도구 

2.2.1 자조집단지지

Whittaker & Tracy[20]에 의해 고안된 자조집단지지 

척도를 토 로 하경희[21]가 표 화, 수정하여 사용한 척

도를 본 연구에서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자조집단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으

며, Cronbach's α = .885로 나타났다.

2.2.2 돌봄부담

본 연구의 돌 부담 척도는 Orbell et al[22]이 개발한 

‘돌 과정 평가척도’의 하 척도를 김연수[15]가 수정하

여 사용한 척도로, 5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돌 부

담 정도가 높으며, Cronbach's α = .899이다. 

2.2.3 돌봄만족

본 연구의 돌 만족 척도는 Orbell et al[22]이 개발한 

‘돌 과정 평가척도’의 하 척도를 김연수[15]가 수정하

여 사용한 척도이다.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돌 만

족 정도가 높으며, Cronbach's α = .942이다. 

2.2.4 돌봄역량

돌 역량을 측정하기 해서 Koren, DeChillo & 

Friesen[23]에 의해 고안된 가족 돌 역량 척도를 활용하

여 이유리[5]가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재

구성하여 사용하 다.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돌

역량 정도가 높으며, Cronbach's α = .784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20.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해 

Cronbach's α를 산출하 으며, 평균, 표 편차, 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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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 계분석,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   , CFI, TLI, RMSEA 합도 

지수를 이용하 다[24]. 다음으로,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형태동일성, 측정동일

성, 편동일성이 확보되었는지 검증한 후, 잠재변인의 

평균에 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 다.

3. 분석결과

3.1 측정변수간 기술통계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

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수집된 자료에 한 다

변량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해 평균과 표 편차, 왜도 

 첨도를 검토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왜도<2, 첨도<7)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모형에 선

정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용하

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Categories  M (SD) Skewness Krutosis

Self-help group
1 3.37 (1.030) -.492 -.072

2 3.39 (1.016) -.357 -.228

Caring 

burden

1 3.36 (1.162) -.326 -.791

2 3.08 (1.237) -.146 -.990

3 3.00 (1.215) -.074 -1.029

4 3.09 (1.158) -.202 -.873

Caring

satisfaction

1 3.26 (1.070) -.253 -.617

2 3.28 (1.030) -.241 -.367

3 3.31 (1.077) -.278 -.438

4 3.34 (1.080) -.315 -.516

5 3.29 (1.068) -.225 -.434

Caring 

competency

1 3.45 (.841) -.519 .253

2 3.75 (.771) -.418 .440

3 3.18 (.899) -.334 .122

4 2.97 (.890) -.192 -023

5 2.87 (.975) -.005 -.329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3.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자조집단지지는 돌 만족과 돌 역량간 정 계를, 

돌 부담은 돌 만족과 돌 역량간 부 계를, 돌 만

족과 돌 역량은 정 계를 보 다. 

Categories

Self-help

group 

Support

Caring 

burden

Caring

satisfaction

Caring

competency

Self-help

group Support
1

Caring 

burden
.029 1

Caring

satisfaction
.190** -.505*** 1

Caring

competency
.297*** -.238*** .389*** 1

M (SD) 3.38(.968) 3.13(1.045) 3.29(.960) 3.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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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elated 
variables

3.3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한 집단간 차이검증

잠재평균분석을 해서는 모형의 형태동일성, 측정동

일성, 편동일성이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15].

3.3.1 형태동일성 검증

집단마다 측정변수가 동일한 요인에 부하되는지를 확

인하여 집단간 모형 구조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단계이

다. 이를 해 모든 잠재변인 간의 상 계를 허용하고 

모수추정을 자유롭게 한 기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

는데 동 모형의 합도 지수는 =354.850, df=196, 

p=.000, TLI=.937, CFI=.949, RMSEA=.052로 모두 만족

할만한 수 으로 형태동일성이 충족되었다.

3.3.2 측정동일성 검증

다음으로, 같은 방법에 의해 문항에 반응하 음을 보

여주는 측정동일성 검증을 하게 된다. 값의 차이가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는 CFI값의 차이가 -.01보

다 작을 경우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TLI, CFI,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합

지수이므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지수가 비교모형

의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화 제약은 기각되

지 않음을 의미한다[19]. 측정동일성모형과 기 모형 간 

=11.497, =12( =21.03)로 유의도 수  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동일성 가정이 지

지되었다. 한 측정동일성모형과 기 모형 간 CFI값의 

차이가 -.01보다 작고, 합도 차이가 TLI는 .004,  CFI는 

동일, RMSEA는 -.002에 불과하므로 측정동일성은 성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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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절편동일성 검증

편동일성은 각 측정 변수의 편까지 동일화 제약

을 가한 모형이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

동일성 모형과 편동일성 간 =7.469, =12( 

=21.03)로 유의도 수  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

기 때문에 편동일성 가정이 지지되었다. 한 합도 

차이가 TLI는 .005, CFI는 .001, RMSEA는 -.002에 불과

하므로 편동일성은 성립되었다. 

3.3.4 요인분산동일성 검증

요인분산동일성은 각 집단의 잠재변수 분산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편동일성모형과 요인분산동일성모형 간 =2.852, 

=4( =9.49)로 유의도 수  5%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기 때문에 요인분산동일성 가정이 지지되었다. 

한 합도 차이가 TLI는 .001, CFI는 .001, RMSEA는 

동일하여 체로 합지수가 크게 나빠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y χ2
p df CFI TLI RMSEA

configural 

invariance
354.850 196 .000 .937 .949 .052

metric 

invariance
366.347 208 .000 .941 .949 .050

scalar 

invariance
373.816 220 .000 .946 .950 .048

factor variance

invariance
376.668 224 .000 .947 .951 .048

<Table 3> Goodness-of-fit Index

이상의 동일성 검증이 모두 성립하 으므로 잠재변수

의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4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른 잠재평균 비교

잠재평균은 한 집단(정신장애)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

정한 상태에서 다른 집단(신체장애)의 잠재평균을 추정

한 것이다. 이러한 잠재평균은 효과크기를 통해서만 일

반  측정기 에 부합하는 값을 제시할 수 있다[25]. 효

과크기는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인의 공통분산을 공

통의 표 편차로 나 어 계산한다. 코헨이 제시한 기

에 따르면 d값이 .2이하이면 작은 것으로, .5이면 간수

, 그리고 .8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한다. 

신체장애 자녀의 부모집단과 정신장애 자녀의 부모집

단간 추정된 잠재평균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정신

장애 자녀를 둔 부모집단은 신체장애 자녀를 둔 부모집

단에 비해 자조집단지지와 돌 부담이 높으며, 반 로 

신체장애 자녀를 둔 부모집단은 정신장애 자녀를 둔 부

모집단에 비해 돌 만족과 돌 역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의 효과크기는 돌

역량은 큰 수 , 자조집단지지, 돌 부담, 돌 만족은 

간수 으로 나타났다. 

Category

Latent means

C.R.

(p)

Standard

error

Cohen's 

d

Physical 

disability 

group(121)

Mental 

disability

group(180)

Self-help 

group support
0 .315 **

2.664

(.008)
.809 0.389

Caring 

burden
0 .319 **

2.932

(.003)
.759 0.420

Caring

satisfaction
0 -.327 ***

-3.249

(.001)
.693 0.472

Caring

competency
0 -.143 **

-2.821

(.005)
.137 1.044

<Table 4> Latent Means Analysis

4. 결론 및 논의

4.1 결론 

본 연구는 장애자녀 부모를 상으로 자조집단지지, 

돌 경험 평가(돌 부담감, 돌 만족감), 돌 역량이 자

녀의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잠재평균모형분석

을 통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조집단지지는 정신장애 자녀를 둔 부모집단이 

신체장애 자녀를 둔 부모집단에 비해 잠재평균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

구[18, 26] 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이는 연구 상자 표집 

과정에서 신체장애 자녀를 둔 부모집단의 경우 일부 지

역에서 특수학교 심으로 이루어져 상 으로 가족교

육이나 가족 상 집단 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는 정

신과병원을 심으로 표집이 이루어진 정신장애 자녀를 

둔 부모집단보다 자조집단 지지의 정도가 낮게 도출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표집과정 보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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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수 확 를 통해 후속연구에서 심층 인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돌 부담은 정신장애 자녀를 둔 부모집단이 신

체장애 자녀를 둔 부모집단에 비해 잠재평균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2, 13]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정신장애 자녀의 부모집단에서 

돌 부담이 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

신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 해 돌 부담 감소를 

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셋째, 돌 만족은 신체장애 자녀를 둔 부모집단이 정

신장애 자녀를 둔 부모집단에 비해 잠재평균이 높았고,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5, 

15]와 조 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추후 심층 으로 연

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돌 역량은 신체장애 자녀를 둔 부모집단이 정

신장애 자녀를 둔 부모집단에 비해 잠재평균이 높았고, 

특히 효과크기 검증을 통해 두 집단 간 돌 역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비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도출된 결과로서, 돌 역량 강화를 한 개입을 

실천할 때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라 부모의 돌 역량 수

의 차이가 큰 원인에 해 체계 인 분석이 필요하며, 

정신장애를 둔 부모집단의 돌 역량 강화를 하여 더욱 

집 인 재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4.2 논의 

의 결과를 토 로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라 부모의 

돌 역량 지원체계가 차별화될 수 있는 실천  근 방

안과 장애인 복지의 정상화 개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 으로 보완되어야 할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체장애 자녀의 부모 집단이 상호 교류를 진

하여 사회 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자조집단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신체장애 자녀의 부모들

이 교육  정서  지지를 제공받는데 충분한 원조가 이

루어지도록 서비스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 신

체장애 자녀의 부모들이 상 으로 많은 교류를 하는 

장애인복지 , 특수학교 등을 심으로 자조집단이 편차 

없이 활성화되도록 정책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신장애 자녀의 부모 집단에서 돌 부담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토 로 정신장애의 어려움을 이해하

고 수용하도록 원조하고 증상에 한 부정 이고 감정

인 경향을 일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정신장

애의 경우 만성화되는 과정에서 잦은 재발과 입퇴원이 

지속되면서 부모의 경제  부담과 정서  부담이 가 되

는 것으로 보고되는 바, 부담감 감소를 한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장기 인 차원의 평생계획 수립을 한 정책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돌 만족 수 이 상 으로 더 낮게 나타난 정

신장애 자녀의 부모 집단에 하여 돌  경험에 하여 

정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정신과병원이나 정신보건 련기 에서 정

기 으로 가족모임에 참여하도록 하여 돌 과정을 통해 

보호제공자로서 개인  성장을 느끼며 삶이 더욱 의미 

있도록 인식하는 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돌 역량의 경우 신체장애 자녀의 부모 집단과 

정신장애 자녀의 부모 집단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

로 분석된 만큼 정신장애 자녀의 부모를 상으로 한 돌

역량 강화 로그램에 한 다각 인 실천  개입이 

요구된다. 이를 해 가족교육을 통해 자녀의 정신  장

애에 한 증상이해도를 높이고, 지지  가족치료를 실

시하여 돌 과정에서 경험하는 좌 과 무력감 신 보호

제공자로서의 강 을 강화하며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가족 회의 활성화를 통해 자녀의 사회 응이나 삶의 질 

향상을 한 제도 마련에 향력을 행사하는 옹호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인 지원도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자녀를 돌보는 보호제공자인 경우 신체

, 정신  그리고 사회 으로 불건강 상태에 직면하기 

쉽다. 이들의 웰니스 증진을 해 우선 으로 돌  역량 

강화를 토 로 행복한 삶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

가 정책의 지원서비스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연구 상자를 모집할 때 무작  표집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장애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구 목 에 

동의하고 조하는 사람을 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

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 이 있다. 

한 장애유형을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하 지만 

각각 장애유형의 범주에 속하는 장애를 다루지 못해 향

후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factors of convergent caring competency for promotion of caregivers' wellness of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85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Nambu University in 

2015. 

REFERENCES

[1] Shearn, J., Todd, S, "Maternal employment and 

family responsibilities: The perspective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 13, 

No. 3, pp. 109-131, 2000.

[2] Chien, W. T., Thompson, D. R., Norman, I, 

"Evaluation of a peer-led mutual support group for 

Chinese families of people with schizophrenia",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42, No. 1-2, pp.122-134, 2008.

[3] Ji-Sun Choi, Seon-joo Lee & Joo-young Son, "The 

Verification of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Permanency Plan, and Child-rearing Burden 

Recognized by Mothers Who have a child with 

development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0, No. 4, pp.41-71, 2009.

[4] Koegel, R. L., Brookman, L., & Koegel, L. K, 

Autism: "Pivotal response intervention and parental 

empowerment, Trends in Evidence-Based 

Neuropsychiatry", Vol. 5, pp.61-69, 2003.

[5] Yu-ri Lee, "A study on the Factors Impacting Main 

Caregiver Empowerment",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 21, pp.134-165, 2008.

[6] Minnes, P, Nachshen, J., & Woodford, L, "The role 

of Families, In I. Brown and M, Percy (Eds.)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Ontario(2nd Ed.). 

Toronto: Ontario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pp.663-676, 2003.

[7] Nachshen, J. S., and Jamieson, J., "Advocacy, 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velopmental Disabilities 

Bulletin", Vol. 28, pp.39-55, 2000. 

[8] Hyee-won Joo, "The Effect of Decrease Parenting 

Stress Training Program for Disorder Children of 

Mother", The Graduate School of Kyong-Buk 

University, 2011. 

[9] Lawton, M. P., Moss, M,, Kleban, M. H., Glicksman, 

A., & Rovine, M, "Two-factor model of caregiving 

apprais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Vol. 46, No. 4, pp.181-189, 1991.

[10] Heller, T., Miller, A. B. & Factor, A,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as supports to their parents: 

Effetcts on parental caregiving appraisal, Mental 

Retardation", 35, pp.338-346, 1997.

[11] Hanson, M., Hanline, M, "Parenting a child with a 

disability: 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al stress 

and adaptation", Journal of Early Inervention, Vol. 

14, No. 3, pp.234-248, 1990.

[12] Roberto, K. A, "Family caregivers of aging adults 

with disabilities: A review of the caregiving literature. 

In K. A. Roberto (Ed.), The elderly caregiver: 

Caring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p.3-20, Newbury Park, CA: Sage, 1995.

[13] Hui-jeong Yu, Yeon-ug Kang, Hun-jin Lee, 

"Effects of Maternal Attachment Styles and Types 

of Children's Disorders on 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3, No. 1, pp.77-89, 2004.

[14] Nam-jung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manency Planning of Disabled youth'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caregiving appraisal". 

Ph.D. Nambu University, 2015.

[15] Yeon-soo Kim, "A study on caregiving apprais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family caregivers 

of a person with mental disorder". Ph.D. Ewha 

Womans University, 2005.

[16] Toseland, R. W. & McCallion, P, "Empowering 

families of adolescent and adults with developmetal 

disabilities, Families in Society", Vol. 74, pp.579-588, 1993. 

[17] Mi-Ok Kim, "A study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and adaptation of famil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1.

[18] In-ok Kim, Won-ryeong Lee, "A study on 



장애자녀 돌봄제공자의 웰니스 증진을 위한 융복합 돌봄역량 요인 연구

48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Feb; 14(2): 479-487

bringing-up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pp. 101-120, 2011.

[19] Se-hee Hong, Mae-Hyang Hwang, Eun-sul Lee, 

"Latent Means analysis of the Career-Barrier Scale 

for Korean female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9, No. 4, pp.1159-1177, 

2005.

[20] Whittaker, J., Tracy, E, "Social network intervention in 

intensive family-based preventive services. In 

Unger, D., Powell, D(ed), Families as nurturing 

systems: support across the life span", New York: 

The Haworth Press, Inc, pp.175-192, 1990.

[21] Kyung-Hee Ha,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Adjustment of the Mentally Disabled",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22] Orbell, S., Hopkins, N., & Gillies, B, "Measuring 

the impact of informal caring",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3, 

pp.149-163, 1993.

[23] Koren, P. E., DeChillo N., & Friensen, B. J., "Measuring 

empowerment in families whose children have 

emotional disabilites: A brief questionnaire,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37, pp.305-321, 1992.

[24] Se-hee Ho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9, No. 1, pp.161-177, 2000.

[25]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88.        

[26] Seo-eun Kim, Joo-kyeong Eo, "The effect of 

Life-Satisfaction in Mothers Rear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renting Stress, Disability-Acceptance,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Life-span Studies, 

Vol. 5, No. 1, pp.19-35, 2015.

[27] Keum-ho Lee, Hyewon Chung, "Testing Construct 

Equivalence of TCI using Multi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34, No. 2, pp.57-77, 2013.

[28] Young-ju Joo, Young-lan Chung, Yoo-Kyung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nd Latent Means 

Analysis of Gender among Academic Self-Efficacy, 

Interest, External Motivation and Science Achievement 

for High School Students", J Korea Association Sci. 

Edu, Vol. 31, No. 6, pp.876-886, 2011.

[29] Min-kyu Cho, Choon-kyung Kim, Huyn-jung 

So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nd Latent 

Mean Analysis of Gender among Abuse, Peer 

Attachment, Self-Respect, Depression and 

Aggress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6, No. 2, pp.29-54, 2014.

[30] Chun-Ok Jang, “A study of family function and 

convergent adaptation hearing protection fact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119-125, 2015.

[31] Yoon seon-o, kim woo ho, “Convergent research 

on how golf affects the subjective happiness of 

mother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47-54, 2015.

이 유 리(Lee, Yu Ri)
․1998년 2월 : 이화여자 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사)

․2001년 2월 : 이화여자 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석사)

․2008년 2월 : 이화여자 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박사)

․2010년 3월 ∼ 재 : 남부 학교 사

회복지학과 교수

․ 심분야 : 정신장애인 가족, 아동청소년정신건강

․E-Mail : yrlee@nambu.ac.kr



A study on the factors of convergent caring competency for promotion of caregivers' wellness of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87

김 남 중(Kim, Nam Jung)
․2004년 8월 : 숭실 학교 사회복지

학과(문학석사)

․2012년 2월 : 국제문화 학원 학

교 국제문화복지사회교육학과(교

육학석사)

․2015년 2월 : 남부 학교 사회복지

학과(사회복지학박사)

․2013년 1월 ∼ 2015년 10월 : 미래

세 연구소 소장

․2015년 11월 ∼ 재 : 남부 학교 특성화사업단 산학 력

교수

․ 심분야 : 사회복지학, 청소년복지, 진로교육 등

․E-Mail : knj731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