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43

https://doi.org/10.14400/JDC.2017.15.3.343

장애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정, 학교 및 장애 특성을 중심으로

이은순*,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Focused on Household, School and Disability Related 

Characteristics

Eun-Soon Lee*, Sang-yong Yoon**

ph. D. Candidate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현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삶
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 자료를 분석 자료로 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97명을 대상으
로 가족관계 만족도, 가정폭력 여부, 경제상태, 가구 유형, 차별정도,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친구들의 수 만족
도, 학교생활적응도 등 가정, 학교 및 장애 특성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집단 간 평
균비교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정폭력 여부, 가족관계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친구의 수 
만족도 등이 장애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 구조와 기
능강화, 아동 및 청소년들과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대,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실시, 건강 증진 방안 등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삶의 만족도, 가정폭력, 가족관계만족도, 가구유형, 경제상태, 장애정도, 차별정도, 주
관적 건강상태, 친구 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도

Abstract  This study intend to provide basic evidence needed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children and youth by analyzing factors to influence on their life satisfaction. To accomplish this study's goal, 
raw data of Survey of Disabled People in 2014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utilized 
f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determining factors among family relation satisfaction, domestic 
violence, type of household, economical conditions,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severity of disabilit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satisfaction on number of friends and school adjustment on 
197 disabled children's life satisfactio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Domestic violence,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atisfaction on number of friends are influenc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children's and youth students.  This results shows that strengthening family structure 
and function, expanding all family members participating program, implementing sociability improvement 
program and promoting health condition are needed to heighten the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Disabled children's and youth, Life satisfaction, domestic violence, Type of househol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Economical conditions, Severity of disabilit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Satisfaction on number of friends,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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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동  청소년기는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해가는 생

애주기에서 가장 큰 신체 ㆍ정서  변화를 경험하는 시

기이다.  특히 이시기에는 속한 신체 ㆍ정서  변화

와 더불어 과 한 학업 수행, 생활반경  사회 계의 확

에 따른 정서  불안과 스트 스에 직면하게 되어 행

복지수나 삶의 만족도는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최근 연세  사회발 연구소 염유식 교수 이 

제주도를 제외한 국 · ·고생 7,908명( 등학생 4학

년 이상 2,359명, 학생 2,538명, 고등학생 3,011명)을 

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개인 행복감 등 행복지수를 조

사 발표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

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ㆍ청소년의 주

 행복지수는 82 으로 조사 상인 OECD 회원국 22개

국  가장 낮았다[1].  한 2014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

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

모와의 화정도는 어드는 반면, 스트 스와 가출 충

동은 증가하고,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2], 

2015년 교육부와 한림  자살과 학생 정신건강연구소 주

최로 열린 ‘2015 학생 자살 방 정책 세미나’에 따르면, 

자살 학생의 평소 고민 내용은 1  26.0%로 성 , 부모의 

성  압박, 2 는 공동 19.4%로 우울감과 가정 내 갈등, 

가정폭력으로 밝 졌다[1].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한 실태를 여실히 드러

낸 것으로 성 과 우울, 가정 내 갈등, 가정폭력 등이 이

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자살로까지 내모는 주요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  청소년기에 있어 삶의 만족도는 학업성취나 

건강, 비행 등 아동  청소년의 삶과 하게 연 되어 

있다[3, 4]. 삶의 만족도는 환경과 행동 간의 재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 졌는데[5], 특히 바람직하지 못

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들의 외 화된 문제행동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졌다[6,7]. 이와 같이 삶

의 만족도가 아동  청소년들에게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일반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애유형과 특성들로 인해 학업

 수행과 사회  계를 맺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8,9] 삶의 만족도 한 낮을 것으로 사료되어 장

애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한 방안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란 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에 한 주 인 평가로, 삶의 질이란 용어와 연 해서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에서야 서구사회로부터 심의 

상이 되었고[10],  많은 학자들이 안녕 혹은 심리  복지, 

생활만족, 행복, 감정 등과 같은 동의어로 주로 사용해 왔

다[11]. 선행연구들에서 ‘삶의 만족도’가 ‘생활만족도’와 

동의어로 연구되어온 바 본고에서는 혼란을 이고자 

‘삶의 만족도’란 용어로만 언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특성 측면에서는 자아효능

감, 자아 존 감[12,13,14]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특성 측면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구조, 가구 소득, 가구 유형, 부모의 학력, 부모

지지가 양호할수록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5,16,17,18,19,20,21,22]. 

가정은 아동  청소년 성격 발달의 토 가 되고 가족들

의 지원은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가장 요한 요인이다[21]. 이처럼 요한 가정에서 

가족 계만족도가 낮거나 폭력을 당할 경우 아동  청

소년은 우울과 같은 심리 인 문제, 비행과 폭력 등의 문

제행동, 성 문제, 알콜  약물 독, 학교부 응 등 다양

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데[23,24], 장애 아동  청소년

을 상으로 한 가정특성을 고려한 삶의 만족도에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특성 측면에서는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인 계

가 원만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4,16,17,25], 학교생활 응을 잘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5,26,27,28, 29], 부모 양육태도

가 정 일수록, 자아탄력성과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31].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아동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동안 

생활하는 곳으로 성인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

하는 제2의 사회화의 장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지 한 향을 미치는 

만큼 인 계의 토 가 되는 래 친구들의 수 만족도

와 학교생활 응에 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라 하겠다. 

장애특성 측면에서는 차별요인이 삶의 만족도와 부

상 이 있는 것으로 밝 져 차별에 한 인식이 정

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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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주 건강상태에 해 정

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34], 이는 

장애 성인이나 노인을 상으로 한 연구이어서 장애 아

동  청소년들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선

행연구를 종합하면 개인특성 측면에서 자기효능감, 자아

존 감과 같은 심리ㆍ정서  요인이, 가정특성 측면에서

는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구조, 가구 소득, 부모의 학력

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이, 학교특성 측면에서는 학업

성취와 래ㆍ교사와의 인 계, 학교생활 응도 요인

이, 장애특성 측면에서는 차별인식, 장애정도, 건강과 같

은 요인이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도가 개인, 가정, 학교, 장애 특성과 같은 개인의 반

인 요소들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반 아동  청소년을 상으

로 한 연구이거나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이어서 장애 

아동  청소년을 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에 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고, 개인 인 측면, 는 가정환경 인 

측면을 분리한 연구가 부분이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

년 장애인실태조사 원 자료를 분석 자료로 하여 등학

교, 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 197명을 상으

로 장애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해 향을 미

칠 것으로 사료되는 가정특성, 학교특성, 장애특성 측면

을 포 하는 연구를 통해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ㆍ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 자료를 생산하기 해 보건복지부

에서 실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자료[32]를 바탕으

로 하 다. 본 자료는 2014년 8월 29일∼2014년 10월 31

일까지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  

조사를 실시하 으며, 조사 모집단은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 조사구로 부터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 지역 조사구를 제외하고, 보통 조사구(일반, 아 트)

를 층화 확률 비례 추출에 의해 표본 추출하 다. 국 

총 실제 표본 수는 6,824명이며, 본 연구는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 197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62.4% 고, ‘여자’는 37.6% 다. 학교 별은 ‘ 등학교’

에 재학 인 학생이 31.5%, ‘ 학교’에 재학 인 학생이 

34.0%, ‘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이 34.5%로, 고등학

교에 재학 인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유형에서는 

‘일반학교’ 27.9%, ‘특수학 ’ 39.6%, ‘특수학교’ 32.5%로 

특수학 에 재학 인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결과는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123 62.4%

Female 74 37.6%

Total 197 100

School Class

Elementary 

School
62 31.5%

Middle School 67 34.0%

High School 68 34.5%

Total 197 100

School Type

Regular school 55 27.9%

Special Class 78 39.6%

Special School 64 32.5%

Total 197 100

<Table 1> Characteristics for the subject

2.2 측정변수

2.2.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가정특성요인으로서 가족 계

만족도, 가정폭력, 경제 상태, 가구 유형을, 장애특성요인

으로서 장애 정도, 차별 정도, 주 건강상태를, 학교특

성요인으로서 친구들의 수 만족도, 학교생활 응도를 변

수로 선정하 다.

가정특성요인  가족 계만족도는 4  척도로 되어

있고, 역코딩 처리하여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으로 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폭력은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이 있는지에 해 ‘있다’와 ‘없다’로 구분

하 으며, 경제 상태는 주  소속 계층인 ‘상층’, ‘ 층’, 

‘하층’으로 구분하 으며, 가구유형은 ‘양부모 가정’, ‘한

부모 가정’, ‘기타’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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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특성요인  친구들의 수 만족도는 4  척도로 되

어있고, 역코딩 처리하여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

간만족’, ‘매우 만족’으로 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을 의미하고, 학교생활 응은 ‘ 재 학교생활에서 어느 

정도 응하고 계십니까?’로 ‘  응하지 못하고 있

다’, ‘잘 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잘 응하고 있는 편이

다’, ‘매우 잘 응하고 있다’ 순으로 4  척도로 되어있

고, 수가 높을수록 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특성요인  장애정도는 1∼3 은 증, 4∼6 은 

경증으로 구분하 고, 주  건강상태는 5  척도이며, 

역코딩 처리하여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으로 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느끼는 것

이다. 차별 정도는 차별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해 ‘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가끔 느낀다’, ‘항

상 느낀다’의 4  척도로 되어 있고, 수가 높을수록 차

별을 더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2.2.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로 ‘ 재 삶에 해 

만족하고 계십니까?’에 해 4  척도로 되어있고, 역코

딩 처리하여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만족’, ‘매

우 만족’으로 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2.3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 으며, 분석방법으로

는 연구 상자의 가정폭력 여부, 경제 상태, 가구유형, 장

애 정도는 빈도분석을 하 고, 생활만족도, 가족 계만족

도, 차별정도, 주 건강상태, 친구 수 만족도, 학교생활

응도는 기술통계를 하 으며, 독립변수들이 장애학생

의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수  재의 삶 만족도와 가족 계만족도, 

친구들의 수 만족도는 역코딩 처리 하 고, 유의수

(significance level)은 α<0.05로 하 다. 

3. 연구결과

3.1 빈도분석 결과

본 연구는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

생 197명을 상으로 하 다.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가정

폭력 여부에서 가정폭력을 받은 학생이 14.7%로 나타났

고, 경제 상태에서는 ‘하층’이 57.4%로 가장 많았으며, ‘

층’이 40.1%, ‘상층’이 2,5%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은 ‘양 

부모 가정’이 65.5%로 가장 많았고, ‘한 부모 가정’이 21.3%, 

‘기타’ 13.2%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정도는 ‘경증’이 

12.7%, 증이 87.3% 다. 결과는 <Table 2>와 같다.

Characteristics Category N %

domestic violence

Yes 29 14.7

No 168 85.3

197 100.0

economical 

conditions

Low 113 57.4

Middle 79 40.1

High 5 2.5

197 100.0

type of household

two-parent family 129 65.5

one-parent family 42 21.3

others 26 13.2

197 100.0

severity of 

disability

mild 25 12.7

Severe 172 87.3

197 100.0

<Table 2> The frequency analysis

3.2 기술통계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4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은 2.68 으로 나타났다. ‘가족 계만족도’ 평균은 

3.29, ‘차별정도’ 평균은 2.72, ‘친구의 수 만족도’ 평균은 

2.56, ‘학교생활 응도 평균은 2.84’로 나타났고 4  척도

이다. ‘주 건강상태’는 5  척도로 평균이 3.32로 나타

났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Characteristics
Category

M SD Min Max

Life Satisfaction 2.68 0.73 1.00 4.00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3.29 0.75 1.00 4.00

subjective health 

status
3.32 0.94 1.00 5.00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2.72 0.85 1.00 4.00

satisfaction on 

number of friends
2.56 0.98 1.00 4.00

school adjustment 2.84 0.63 1.00 4.00

<Table 3> Statistical analysi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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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검정 결과

분석변수들이 장애 아동  청소년의 재의 삶 만족

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분석결과 재의 삶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단되는 변수는 가정폭력 여부, 가족 계 만족도, 

주  건강상태, 친구의 수 만족도로 나타났다. 가정폭

력 여부에서는 ‘있다’의 추정 값이 음의 값(-)으로 가정폭

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경험한 학생의 재의 삶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계 만족도

와 주 건강상태, 친구의 수 만족도에서는 추정 값이 

양의 값(+)으로 가족 계와 본인의 건강상태, 친구의 수

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의 삶 만족도 한 높아

짐을 알 수 있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Variables β S.E p

domestic

violence

Yes - - -

No -0.441 0.120 <.001
***

type of household

two-parent 

family 
- - -

one-parent 

family
-0.085 0.107 0.429

others 0.221 0.127 0.084

economical 

conditions

Low - - -

Middle -0.014 0.091 0.877

High 0.273 0.277 0.325

severity of 

disability

mild - - -

Severe 0.087 0.128 0.498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0.257 0.059 <.001

***

subjective health

status
0.164 0.046 <.001 ***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0.079 0.054 0.145

satisfaction on number of 

friends
0.175 0.047 <.001

***

school adjustment 0..012 0.023 0.619
* p<0.05, ** p<0.01, *** p<0.001

<Table 4> Regression results of the multiple 
affect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3.4 가정폭력의 유형 및 대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F-test 결과

가정폭력 유형  폭력 상에 한 재의 삶 만족도 

평균비교 결과 가정폭력의 유형에서는 F=4.989, P-value=0.001

로 유의수  0.05에서 각 유형 별 재의 삶 만족도의 평

균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폭력 상에서도 

F=5.029, P-value=0.001로 유의수  0.05에서 각 상 별 

재의 삶 만족도의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폭력 유형에 따라 만족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경

험이 있는 학생  정신  폭력을 당한 집단이 2.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언어  폭력 2.11, 신체  폭력 

2.20 방임·유기 2.66순으로 나타났다.

각 폭력 상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폭력유형과 마찬가지로 폭력경험이 없는 집단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경험이 있는 학생  조부모를 

상으로 경험한 집단이 2.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형제·자매 2.07, 부모 2.25, 배우자 3.00순으로 나타났으

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Variables M SD F p

violence 

type

No experience 2.77 0.71

4.989 0.001**

verbal 

violence
2.11 0.58

emotional 

violence
2.00 1.00

physical 

assault
2.20 0.44

neglect 2.66 0.57

object of 

violence 

No experience 2.77 0.71

5.029 0.001
**

partner 3.00 0.00

parents 2.25 0.45

brothers, 

sisters 
2.07 0.64

grandparents 2.00 1.00
* 
p<0.05, 

** 
p<0.01, 

*** 
p<0.001

<Table 5> F-test results on type of violence and 
target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년 장애인실태

조사를 토 로 장애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

공하는데 목 을 두었다. 장애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한 향요인을 알아보기 해 가정요인으로

는 가족 계만족도, 가정폭력 여부, 경제상태, 가구유형

을, 장애특성요인으로는 장애정도, 차별정도, 주  건

강상태를, 학교요인으로는 친구 수 만족도, 학교생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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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 가정요인에서는 가정폭력 여부, 가족 계 만

족도가, 학교요인에서는 친구의 수 만족도가, 장애요인에

서는 주  건강상태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거

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학교, 장애 모든 

요인이 장애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요인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 ‘있다’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

생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재의 삶의 만족도가 낮

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 와  같은 부정 인 양육환

경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27,37,38]. 이러한 결과를 토 로 가정폭력과 같은 부정

인 가정환경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외 화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행동의 완

충제 역할을 하는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

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장애 

아동  청소년들에 한 가족들의 폭력이 지양되어야 

하겠고, 부모의 양육이 허용 이고, 민주 이며, 가정환

경이 좋을수록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34], 

가정환경 개선을 한 사회  심과 더불어 바람직한 

양육 방식에 한 교육 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정요인  가족 계만족도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

족 내 스트 스가 삶의 만족도에 부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40,41]. 이는 사회  토

임과 동시에 사회  지지기반인 가족들과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아동  청소년은 인 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아동  청소년들과 가족 계 내에서

의 스트 스 요인을 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족 계 개선 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 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요인  친구 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우 계가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나[14,41,42], 친한 친

구를 얼마나 많이 지목하는지는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결과이어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43],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원만한 인

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성 강화 로그램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장애요인  주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도에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삶의 만족도에 정 인 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5,41]. 이를 토 로 장

애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해 정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가정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균

형된 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필

요한 변수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자료의 제한 인 특성

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를 들면 본 자료는 국데

이터이지만 표본 수가 어 연령별로 구분하여 삶의 만

족도 차이를 보는데 통계  한계가 있었고, 가구유형 

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한 사례

수의 편 에 따른 결과일 수 있어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한 개인특성 측면인 자아존 감이나 자

아탄력성이 자료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개인특성 측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살 펴 볼 수 없었다는 한

계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연구되지 않았던 가정폭력 여부와 가족 계만족도, 경제

상태, 가구유형을 가정특성 변인으로,  친구 수 만족도, 

학교생활 응도를 학교특성 변인으로, 차별정도, 주

건강상태를 장애특성 측면을 포 하여 다각 인 측면에

서 장애 아동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 로 가족탄력성이 정  태

도에 향을 미치는 만큼[44] 가족의 구조와 기능을 강화

하고, 가정환경을 개선하기 한 사회  심과 더불어 

아동  청소년들과 가족이 함께하는 로그램이 확 되

어야 하겠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원만한 인 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성 강화 로그램이 필요하며, 장애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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