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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성인기에 장애라는 외상을 경험한 도장애인들의장애정체성이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질리언스가 조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이후에

장애를 갖게 된 도장애인 203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고,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이어 각각 표 다 회귀분석과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정체성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의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정체성이 높아질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아지는데, 이 때 질리언스 수 이 높아지면 외상 후

성장의 수 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에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 인 장애정체성을 형성하고 질리언스를 강화하기

한 앞으로의 과제에 하여 논의하 다.

주 어 : 도장애, 장애정체성, 외상 후 성장, 질리언스, 조 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disability identity on posttraumatic growth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individuals with acquired 

disabilities who have experienced the trauma of disability in their adulthood. For the purpose, the study surveyed 

203 persons who have acquired a disability after the age of 18 years, and then performed a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pectively using data gather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higher disability identity resulted in a higher level of posttraumatic growth. Second, 

when disability identity and posttraumatic growth were positively related, increasing the level of resilience increased 

the effect of disability identity on posttraumatic growth. Thu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e study discussed the 

tasks ahead to form a positive disability identity and increase the level of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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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인구의 고령화, 사고, 약물 남용, 난치성 질환 등 다양

한 장애 발생 험 요인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애

인 수는증가하고 있다. 2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12월 기 우리나라의 추정장애인 인

구는 266만 명이며, 이 장애발생이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 원인에 의한 비율이 88.1%로 나타났다[1].

후천 장애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에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2], 후

천 장애인은 앞으로도 그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측

되고 있다. 그러나 후천 장애인과 련한 연구들은

개 성인기 도장애인을 심으로 장애 발생 이후의 변

화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에 을 맞추어 부정

측면에서주로 진행되었다. 즉, 후천 장애를갖게된 사

람들의 상실과 감퇴를 강조하 고, 신체 제약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에 한 고정 념 역시 부정 이었다[3].

이는 선천 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혹은 매우

어린 시 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 반에 걸

쳐 장애를 인식하며 살지만, 도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를 새롭게 이해하는 문제와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문제 등이 다른 도 이 된

다[4]. 이러한 연구에서 장애인들은 사회활동이나 생산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인식되고 있고,

이에 많은 연구들이 심리사회 응[5-7]이나 재활

[8-15]등의 측면에서 진행되다보니 장애인들 역시 비장

애인들에게 맞춰진 사회에 응하고 재활하는것을 당연

하게 여기곤 한다.

물론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장애를 개인

내 으로 받아들이고 장애를 갖게 된다는것을 정 으

로 생각하는 것이 실제 으로 쉽지 않은 과정임은 구

라도 측할 수있다. 그러나 후천 으로장애를 갖게 되

었다고 해서 부정 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장

애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 이 의 생활에서는 느끼고 경

험하지 못하 던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되고, 이것이 오히

려 그이 의삶보다좀 더 정 인 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16]. 이러한 정 인 에서의 근은 임

워먼트, 강 등을 가진 연구들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도 단순하게 장애 발생 이 의 기능 수

으로의 회복에 한 일 뿐 이 의 수 을 넘어서

는 인간으로서의 정 변화를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새로이 등장한 개념이 외상(trauma) 후 성장이며,

이는 기존의 응이나 회복 등 비장애인이 생활하는 체

계에 맞추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과는 다른 차원이

라 할 수 있다.

도장애인들이 장애 이후 보다 나은 삶을 살기 해

서는, 자신의 기능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

회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17]. 이 때 형성된 정 장애정체성

(disability identity)은 이후의 삶에 정 인 향을 주

며, 장애로 손상된 독립성을 보완하기 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장애의 한계를 딛고 스스로 능동 이고 독립

으로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할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 내 자원으로

서의 질리언스(resilience)의 수 은 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고[18-21], 특별히 질리언스

가 여러 상황에서 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22, 23]. 그 다면 장애인의 경우에도 그들이 가진

질리언스가 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특별히 질리언스의 조 효과에 따라 외상

후 성장의 수 이 달라지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질 연구[24] 기존논문의검토 연구[25] 외에는,

질리언스와 련하여 장애인을 상으로 한 연구가 거

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기 이후 삶의 어느 순간에 장애를

갖게 된 도장애인들이 장애라는 외상 인 사건이 발생

한 후에 정 으로 변화되어 인간 으로 더욱 성장을

경험하는데 있어 장애정체성이 향을 미치는가를 확인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이러한 과정에서 질리

언스가 조 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도장애인들이 장애 발생 이

보다 더욱 정 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있

어 기 자료를 제공할 수있을 것이다. 의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장애인의 장애정체성이 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치는가?

둘째, 도장애인의 장애정체성이 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질리언스가 조 효과

를 갖는가?



도 애  애 체  상 후 에 미치는 향  레질리언스  과에 한 연 627

2. 행연  검토

2.1 애 체

장애를 가지게 되면,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단

계에 따라 공통 인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비장애인과는

다른 고유한 측면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러한 장애정체

성은 장애 이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획득된 자아

개념으로, 장애인의 장애인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6].

장애정체성은 국내에서는 비교 최근에 연구되기 시

작한 분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27].

첫째,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믿음이다. 한 사람이

장애정체감을 자신의 것으로 통합하려면, 먼 자신에

한 수용이 필요하다. 가치에 한 믿음은 사람의 가치

가 신체 능력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장애 경험이란 특정 개인만이 느끼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상태에 있는 부분 는 모든 사람

들이 공통 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셋째, 장

애로 인한 사회 ․제도 차별 편견으로 인한 사회

장벽에 한 자신의 극 처반응과 태도이다. 넷

째, 장애는 사회 ․문화 ․물리 환경 속에 존재한다

는 것과 이러한 장애물은 제거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2.2 레질리언스

질리언스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에 있어서도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

나 종합해보면 질리언스는 자신을 잘조 하고 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할 수 있다. 질리언스는 한 상호작

용 개념이다. 이는 환경 으로 험한 경험들에 한

상 인 항 는 스트 스나 역경의극복으로 간주되

고 있으며, 그러므로 정 인정신건강과는 차별화된다.

그러나 질리언스의 발달에 향을 주는요인들은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요인들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각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문화

환경에 향을 받게 된다. 질리언스는 개인 ․유

․환경 요인 등의 보호요인들의 수 이 높아지면

외상 후 성장을높여주고, 부정 양육 경험이나 나쁜 상

호 계, 부정 인 삶의 사건 등의 험요인에 노출되면

기억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가능성을 높여주는것으로 연

구되었다[28].

2.3 상 후 

외상은 사 인 의미로는 신체 외부의 상처를 의미

하지만, 일반 으로 외상이라 하면 심리 고통을 유발

하는 개인 경험을 뜻하며, 개인이 어떤 충격 인 경험

을 겪게 되었을 때에 갖는 심리 고통을 의미한다[29].

DSM-Ⅴ(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정신질환 진단 통계 편람

제5 )에서의 외상 사건은 교통사고, 사체 목격, 요한

타인의 사망 는 질병 등 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의 사건들을 의미한다[30]. 일반 으로 리 알려

진 ‘외상 후 스트 스 장애’가 외상 경험의 결과로 인해

얻어지는 부정 인변화라면, ‘외상후 성장’은 외상 경험

의 결과로 인한 정 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외

상 후에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도 외상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나 스트 스를 여 히 겪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증상이나 스트 스가 성

장에 이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31].

2.4 애 체 , 레질리언스, 상 후  간  

계

장애정체성과 질리언스가 외상 후 성장과 계있는

변수임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정체성과 외상

후 성장과의 계를 연구한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직업

정체성이 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

로 나타난[32]연구가 있다.

한 정체성이 질리언스에 향을 다는 직 인

연구도 찾을 수 없다. 다만, 자아존 감이 질리언스에

향을 다는 연구가 있다[33].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 감이 질리언스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질리언스와 외상 후 성장이 유의미한

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34]. 질리언

스는 외상 후 성장을 증진시키는데 직․간 으로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질리언스 수 이 높으

면 외상 후 성장의 수 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리언스가 조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는데, 질리언스가 여러 상황에서

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결

혼이주여성의 문화 응 스트 스와 부부 응에 한 연

구[21]에서 질리언스가 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 우울에 한 연구[22]에서는 질리언스가 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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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정체성이 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치는 가운데 질리언스가 조 효과를

가질 것으로 단하고, 이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3. 연

3.1 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참여자는 만 18세 이후에 장애를 갖게

된 도장애인들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비조사를 실

시하여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 으며, 본조사는 2013

년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하 다. 표집방법으로

는 편의상유의표집을 사용하 고, 장애인복지 , 장애인

련 회, 장애인 련 단체, 재활 문병원, 국립재활원,

산재 문병원 등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3.2 사도

3.2.1 애 체

Hahn(1997)[35], Shur(1998)[36], Gill(1997)[37]이 개

념화한 장애정체성의 하 차원을 근거로 이익섭 등

(2007)[38]이 개발한 문항을 문가의 도움을 얻어 수

정․보완하여 재구성하 다. 각 문항은 5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 .89로 나타났다.

3.2.2 레질리언스

본 연구에서 질리언스를 측정하기 해 Block과

Kremen(1996)[39]이 개발하고 유성경과 심혜원(2002)[40]

이 번안한 것을 문가의 도움을 얻어 그 문항들을 수

정․보완하 고, 각 문항은 5 리커트 척도(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이며 수가 높을수록

질리언스 수 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Cronbach's α 

= .90으로 나타났다.

3.2.3 상 후 

외상 후 성장을 측정하기 해 Tedeschi와

Calhoun(1996)[31]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척도’(Post

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송승훈(2007)[30]

이 표 화한 척도(K-PTGI)를 활용, 문가의 수정․보

완으로 15문항으로 재구성하 다. 각 문항에 해 6 리

커트 척도(0 : 경험하지 못하 다, 5 : 매우 많이 경험

하 다)이며, 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정 인 변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 .92로 나타났다.

3.2.4 통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로 인구사회학 요인은

성별, 최종 학력, 재 직업 유무, 장애 련 요인은 장애

의 원인(사고와 질환),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장애등 은 (1 ∼ 6 ), 장애가 발생한 최

의 시기와 장애발생 이후 경과한 기간으로 구성되었다.

3.3 료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안정 으로 일

되게 조사되었는지를 단하기 하여 신뢰도를 분석

하 고, 이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이어 연구 참

여자들의 인구사회학 요인, 장애 련 요인의 각각에

따른 외상 후 성장 정도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이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한 장애정체성이 외상 후 성

장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기 해서는 표 다

회귀분석을, 질리언스의 조 효과를 알아보기 해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연 결과

4.1 변수에 한 기술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division n %

gender

Male
Female

126
77

62.1
37.9

sum 203 100.0

Schooi
level

uneducated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12
15
24
77
24
41
10

5.9
7.4
11.8
37.9
11.8
20.2
4.9

sum 203 100.0

Current
occu
pation
status

No occupation
Have a job

72
113

38.9
61.1

sum 185 100.0

Table 1. The demographic factor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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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참여자의 62.1%가 남성이고, 최종 학력은 고

등학교 졸업이 3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61.1%로 나타났다. 연

구참여자들의장애 련특성을살펴보면Table 2와같다.

varriable division n %

Cause of
Disability

accident
disease

86
117

42.4
57.6

sum 203 100.0

Disability
type

External disorder
Sensory disorder
Mental disorder

128
39
36

63.1
19.2
17.7

sum 203 100.0

Disability
Rating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th grade
5th grade
6th grade

73
30
56
18
16
10

36.0
14.8
27.6
8.9
7.9
4.9

sum 203 100.0

Disability
Occured

Under 20
21～30
31～40
41～50
51～60
61 years old or older

21
88
47
26
12
6

10.5
44.0
23.5
13.0
6.0
3.0

sum 200 100.0

Elapsed
time after
Disability

Less than 5 years
More than 5 years~10 years
More than 10 years~15 years
More than 15 years~20 years
More than 20 years~25 years
More than 25 years~30 years
More than 30 years

25
32
37
26
35
16
27

12.6
16.2
18.7
13.1
17.7
8.1
13.6

sum 198 100.0

Table 2. Frequency Analysis of Disability Relate

장애가 발생한 원인은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57.6%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가 63.1%이었으며,

장애등 은 1 이 36.0%이었다. 장애가 발생한 시기 평

균은 32.38세(SD=12.18)이고, 장애 발생 후 경과 기간 평

균은 16.94년(SD=11.47)이었다. 장애정체성, 질리언스,

외상 후 성장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division min max M SD

Disability identity
Resilience
Post-traumatic growth

30.00
13.00
9.00

80.00
50.00
75.00

59.04
32.68
46.39

10.23
7.42
13.28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장애정체성의 평균은 59.04, 질리언스의 평균은

32.68, 외상 후 성장의 평균은 46.39로 나타났다.

4.2 통 변수  상 후  간  계

인구사회학 요인에 따른 외상 후 성장에서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varriable division M SD t, F

gender
Male
Female

47.67
44.29

13.56
12.62

t=1.18

School
level

Less than
middle school
graduation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43.00

14.04

53.01

6.52

13.08

14.30

F=17.69***

Current
occupation
status

No occupation
Have a job

42.56
48.78

10.37
14.34

t=3.57***

*** p < .001

Table 4. Differences in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최종 학력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은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test를 사용한

사후비교에서는 문 졸 이상이 각각 학교 졸업 이하

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보다 외상 후 성

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 직업이 있는경우

의 외상후 성장정도가직업이없는경우보다높은것으

로 나타났다. 장애 련 요인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의 차

이를 분석하 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varriable division M SD t, F

Cause of
Disability

accident
disease

49.14
44.37

12.11
13.79

t=2.56*

Disability
type

External disorder
Sensory disorder
Mental disorder

47.80
45.97
41.83

13.73
10.71
13.47

F=2.91

Disability
Rating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th grade
5th grade
6th grade

45.46
50.63
43.70
47.67
53.94
40.30

10.34
14.51
14.80
12.89
14.56
12.07

F=2.87*

Disability
Occured

Under 20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 years old or older

42.05
47.00
47.89
46.85
43.58
44.33

12.71
14.17
15.44
6.46
13.51
7.23

F=0.73

Table 5. Difference of PTG according to disability- 

elat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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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원인은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의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 에 따라서

도 역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사후비교에서는 등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4.3 애 체  상 후 에 미치는 향

장애정체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기 해 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VIF 계수는 2

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것으로 나타

났고, Durbin-Watson d 값은 1.78로 자기상 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장애정체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p <.001의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와 장애정체성을 포함하여 설명변수

의설명력은 38.3%로나타났고 그결과는 Table 6과 같다.

varriable division Ｂ β
R2, R*2,
F

Control
variable

gender
Schooi level
Current occupation status
Cause of Disability
Disability type
Disability
Rating
Disability
Rating
Elapsed time after Disability

-0.87
5.28
-0.43
4.43
-3.45
-0.11
0.07
-0.01

-.032
.193**
-.016
.166*
-.128
-.012
.062
-.008

R2=.383
R*2=
.353
F=1

2.69***

Independe
nt variable

Disability identity 0.72 533***

* p < .05, ** p < .01, *** p < .001
* gender: female 0, male 1; school level: less than high school 0,
over the college 1; Current occupation status: No occupation 0,
have a job 1; Cause of Disability: disease 0, accident 1; Disability
type: External disorder outside0, External disorder 1

Table 6. Analysis of the effect of disability 

identity on PTG(model 1)

4.4 레질리언스  과

본 연구에서는 조 변수의 효과를 확인하기 한 상

호작용 항의 분석에 앞서 다 공선성의문제를 해결하고

자 자료에 한 ‘평균 심화’(mean centering)를 하 다.

이어 질리언스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는데, Durbin-Watson d 값이 2.064

로 자기상 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mo
del

variation division B β
R2, R*2,
ΔR2, F

2

Control
variable

gender
Schooi level
Current occupation status
Cause of Disability
Disability type
Disability
Rating
Disability
Rating
Elapsed time after
Disability

-0.03
2.32
-0.78
3.57
-3.55
-0.18
0.05
-0.04

-.001
.085
-.028
.132*
-.132
-.019
.045
-.031

R2=.477
R*2=.449
ΔR2=.094
F=17.24***

Independe
nt variable

Disability identity 0.51 .380***

moderation
variable

Resilience 0.66 .367***

3

Control
variable

gender
Schooi level
Current occupation status
Cause of Disability
Disability type
Disability
Rating
Disability
Rating
Elapsed time after
Disability

0.10
2.57
-0.47
3.70
-3.75
-0.34
0.08
-0.04

.003

.093
-.017
.137*
-.139*
-.038
.070
-.033

R2=.494
R*2=.465
ΔR2=.017
F=16.71***

Independe
nt variable

Disability identity 0.49 .362***

moderation
variable

Resilience 0.57 .318***

Interaction
term

Disability
identity×Resilience

0.02 .145*

* p < .05, ** p < .01, *** p < .001
* gender: female 0, male 1; school level: less than high school 0, over
the college 1; Current occupation status: No occupation 0, have a
job 1; Cause of Disability: disease 0, accident 1; Disability type:
External disorder outside0, External disorder 1

Table 7. Analysis of moderation effect of resilience

장애정체성과 질리언스를투입한 모형 2는 p < .001

의 수 에서 47.7%를 설명변수의 변동으로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나서 모형 1(표 6)보다 R2이 증가하 다. 장애

정체성과 질리언스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모형 3은

p < .001의 수 에서 R2이 49.4%로모형 2보다 설명력이

증가하 다. 즉, 장애정체성이 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

치는데 있어서 질리언스에 의해 그 향력이 조 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를 그림을통해 설명하면 Fig. 1과 같

다.

Elapsed
time after
Disability

Less than 5 years
More than 5 years~10 years
More than 10 years~15 years
More than 15 years~20 years
More than 20 years~25 years
More than 25 years~30 years
More than 30 years

45.40
48.97
46.43
50.19
48.23
42.13
41.81

14.68
11.26
10.91
12.23
14.64
12.06
15.43

F=1.54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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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ration effect graph of resilience

그래 를 살펴보면, 질리언스가높은 집단과 질리

언스가 낮은 집단에서 종속변수인 외상 후 성장의 정도

가 서로 다른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질리언스 수 에

따라 장애정체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의 정도가 다르다

는 것을 의미한다.

5. 논   함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변수인 성별, 최종 학력, 재 직업 유무, 장

애원인, 장애유형, 장애등 , 장애 발생 시기, 장애 발생

후 경과 기간에 따라외상후 성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본 결과, 최종 학력, 재 직업 유무, 장애원인, 장애등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원인

은 계 다 회귀분석의 모형 3에서도 종속변수인 외

상 후 성장을 측하는 데 있어서 유의한 변수로 정되

었다. 즉, 나머지 변수를 통제할때 장애원인에 있어서 사

고가 질환보다 외상 후 성장 수 이 더 높았다. 외상 후

성장에 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된 집단보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사고를 통해

장애를 갖게 된집단이 삶의 만족도, 그 에서도 정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41]가 있다. 한, 선천 장

애인보다 후천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수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2], 장애수용이 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42] 등을 종합해보면,

질환보다는 사고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삶의 만족

도, 장애의 수용도, 외상 후 성장의 수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장애정체성은 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정체성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의 수 이 높았다. 장애정체성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계

에 한 선행연구는 아니지만, 장애정체성이 높을수록

사회 참여가 높게 나타난 연구[43]와 장애 학생의 장애

정체감이 높을수록 응 수 이 높아지며, 장애수용 정

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의 수 이 높게 나타난 연구

[44] 등을 통해 이러한 결과와 연 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장애인으로서 장애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비

장애인들의 자아정체성처럼, 자기 자신의 독특성과 장애

인이라는 것에 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장애인인 자신에 한 명확한 인식과 수용을

하는 것은 인간 으로 성장하는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라 단할 수 있다.

셋째, 장애정체성과 외상 후 성장의 계에서 질리

언스의 조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장애정체성이 높아질수

록 외상 후 성장의 수 이높아지는데, 이 때 질리언스

수 이 높아지면 외상 후 성장의 수 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정체성이 장애인으

로서의 자신을 수용하고 자기통합을 이루기 한 주된

동인으로서 장애인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요한 향력을 미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기와 역경

을 견디어내는 힘, 즉 질리언스도 장애로 인한 한계를

딛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층 북돋아주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질리언스는 앞서 논의한 조

효과 련연구[22,23]를 포함, 선행연구들에서도여러

상층(아동, 청소년, 학생, 장년 여성, 노인. 가족 등)

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스트 스 상황(학업, 인

계, 양육, 직무, 등)이나 환경 요인을 조 하거나 매개

하는 유의미한변인으로도 나타난다. 따라서, 질리언스

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인의 잠재력 개인특성 등을

통합 으로 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고[45]. 이러

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한 고려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정체성은 내 인 요인으로 볼 수 있기는 하

지만, 사회 인 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를 수용하고 자신의 장애에 해 정 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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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장애인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해서는 무엇

보다도 사회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을 보고 장애인이라서 차별을받는 환경에

서는 자신에 해 정 개념을 갖게 되기 어려울 것이

므로, 사회 으로 장애인에 한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

어야 하는 것이다. 한 정 인 정체감은어느 한 순간

에 형성되는 것이아니므로, 인생 주기에 맞춘 지지체

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구나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령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의 생애주기에 따른 과업들을 성취하는것은 장애정체감

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개인들의 인식을 환시켜 수 있는 교육 뿐 아니라 각

생애주기별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

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질리언스 수 이 높으면장애정체성이높아짐

에 따라 외상 후에 성장하는 정도가 질리언스 수 이

낮을 때보다 그 정도가 더욱 높아진다면, 질리언스의

수 을 높여 수 있는 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질리언스 수 을 높여 수 있도록 개인 ․환경

특성을 강화해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를 들면, 자신이 가진 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인정․강

화하는 것을 도울수 있는 방법, 타인과의 정 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 사회 인 지지와 자원을

획득․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하여 종합 인 로

그램을 구성하여 질리언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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