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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력정도가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배우자의 력정도와 양육스트 스 사이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장애아 담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 어머니 145

명의 설문응답 자료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력정도는 양육효

능감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력정도는 

양육스트 스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력정도와 양육스트 스 사이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장애아동 양육과정에서 어머니는 

배우자의 력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 스 감

소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중심어 :∣장애아동 어머니∣양육효능감∣양육스트레스∣배우자협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gree of cooperation of the spouse perceived by 

the mother of a handicapped child on parenting stress and find out if there is a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the degree of cooperation of the spouse and parenting stress. For 

such a purpose, this study surveyed 145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who are using the day 

care center exclusive for handicapped children and analyzed their responses. The results show 

that, firstly, the degree of cooperation of the spouse perceived by the mother of a handicapped 

child has direct influence on the parenting efficacy. Secondly, the degree of cooperation of the 

spouse perceived by the mother of a handicapped child has direct influence on parenting stress. 

Thirdly, there is a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the degree of cooperation of 

the spouse and parenting stress, which means that parenting efficacy increases as the mother 

perceives that she is receiving more cooperation of the spouse in the process of raising the child 

and the increased parenting efficacy has an influence on the reduction of parent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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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가족 내 장애아동이 있을 때 이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족 모두의 생활에 향을 주게 되며 장

애가 단기간에 치료되는 것이 아닌 일상을 지속하는 문

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족의 시간 , 경제 , 정신

 부담은 매우 커지게 된다[1].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에 따르면, 국 장애인은 2,668,4천명으로 추정되며, 일

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으로는 가족구성원이 81.9%

로 여 히 가족의 부담이 높았다[2].

특히 우리사회에서 자녀 양육의 책임과 역할은 어머

니가 맡고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

트 스는 다른 가족구성원들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만, 어려움도 경험하고 특히,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

는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과 된다.

장애아가 태어나면서 그 가족들은 하나의 커다란 

기를 맞고 더 많은 응과정을 포함한다. 를 들어, 식

사 제공과 양육 과제의 책임, 일정의 변경, 의료 인 사

항과 유아들의 요구 충족 활동, 측하지 못했던 경제

인 의무와 결혼 계의 재 응 등이다[3]. 이는 자녀

의 장애 그 자체보다도 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자

녀를 양육해야 하는 일, 장애에 한 인식 부족으로 인

하여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등이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장애아동의 양육은 장기간의 치료, 재활  교육활동

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  부담과 심리  압박

감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부모는 자아기능의 

하나 우울 등 심리  증상이 나타나며, 때로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기 해 부모 자신의 생활양식을 바꾸고, 

사회활동을 스스로 제약한다. 더욱이 장애아동에 한 

사회  차별과 소외로 인하여 부모들의 인 계는 단

되고 사회 으로 고립되어 행복감은  낮아지게 

된다[4].

특히, 가족이 아이에 한 이해가 부족하고 어머니의 

노력에 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힘든 일이다. 

단지 지지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뭐가 그 게 힘드냐고 하고 양육 상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못하며 아이를 치료실과 교육기

에 데리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빨리 진 을 보

이지 않는 것에 해, 는 그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겉

으로 보기에는 외모가 매우 정상 이어서 문제가 없는

데 왜 아이를 끌고 다니며 힘들게 하냐고 엄마의 노력

을 오히려 평가 하 하는 경우도 있었다[5].

장애아동 어머니와 비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비교한 결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가 높다고 보고하 다[6][7]. 이러한 양육스트 스는 장

애아동 학 의 험성을 높이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강

화시키기도 한다. 장애아동 학 의 경우 방임보다는 정

서  학 의 험성이 높았는데[8],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자녀에 한 부정  감정을 표출하게 되고, 이

는 다시 자녀의 공격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9].

자녀 양육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완화시

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배우자의 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10][11], 자녀 양육을 어머니에게 으로 책임을 두

기 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자녀의 생활에 해 고민하고 

력하면서 어머니는 정서 인 안정감을 느끼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 스를 감소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면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한 역할 기 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배

우자의 력이 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자녀가 장애

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머니의 신체 이고 심리 인 

어려움은 과 되므로 자녀 양육 상황에서 배우자의 

력이 매우 요하게 작용한다. 한 자녀 양육에 있어

서 배우자의 력정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뿐 아

니라 양육효능감에도 향을 미친다. 어머니가 배우자

의 양육 력에 해 정 으로 지각하게 되면 양육에 

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높은 수 의 양육효능감은 

곧 양육스트 스의 완화에 도움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들을 상으로 배우자의 력정도가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배우자의 력정도와 양육스

트 스 사이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

인하는데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력정

도는 양육효능감에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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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력정

도는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가?

셋째, 양육효능감은 배우자의 력과 양육스트 스

와의 계에서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양육스트 스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

가 경험하는 스트 스이며 일시  혹은 순간 으로 발

생하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지속 으로 된 일상  

스트 스 상태라고 할 수 있다[12].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한 연구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3][13-16][34], 부분 어머니의 여가  활동시간 제

약, 신체 인 어려움, 배우자 력, 우울 등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데 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단순한 요

인에 의해 향을 받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향을 

미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매개역할을 하면서 양육스

트 스에 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양육스트

스에 끼치는 향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완화시키는 요인

으로 배우자의 력이 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는 감소하고[14][17-19], 만성질환아동 가족의 연구에

서도 과 한 양육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에

게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심리 으로 안정과 응을 가

지고 온다[20].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

지의 참여와 력이 어머니의 심리 ・신체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지지체계  가족

의 지지체계가 요하며, 가족의 지지체계 에서 아버

지는 어머니가 자녀양육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의지하

며 처해 나가 수 있는 력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의 수행능력에 한 기 와 

단으로 자녀양육과 련된 문제를 잘 리해 나가도

록 하고, 정 인 양육행동이 나타나며, 부모역할에 잘 

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2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데[22], 장애

아동의 신체활동이나 놀이터에서 하는 신체놀이들을 

이용하는데 아버지의 도움이 많이 요구된다. 한 배우

자가 직 으로 아이의 양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

사에 한 도움을 주는 것도 모에게 재충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어머님들이 인식하고 있었다[5].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배우자의 참여와 력은 어머니의 어려움을 이

해해주고 신체 이고 심리 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므

로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어머니 

혼자서 자녀양육의 부담을 지고 있던 상황에서 아버지

가 참여하고 어머니의 어려움을 인정해주면 심리 인 

로  안정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한 확신과 변화

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양육효능감은 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 스를 완화시

키는데[13], 자녀의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부모의 양육

스트 스는 높지만 양육스트 스에 향을 주는 변인

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내  신면체계와 자기조 능력

을 의미하는 양육효능감의 역할이다[1]. 자녀양육과 

련해서 어머니가 자신감을 잃고 부모역할에 한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부모효능감은 낮아지고, 이는 

곧 어머니로 하여  양육스트 스를 유발할 수 있다[23].

한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아동  어머니의 인구

사회학  특성들을 보고하고 있다. 장애아동 련 요인

으로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등 , 한 달 평균 장애

자녀의 교육과 치료비용 정도와 어머니의 특성으로는 

나이, 동거가족 수, 월평균 수입, 장애자녀 돌  시간, 

학력, 직업유무[13][19][24][25] 등이 언 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장애아동  어머니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 변수들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장애아 담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10세 미만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조사 상자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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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취학아동은 의무교육기 인 등학교에 입학

하지 않은 아동으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고,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

비스와 인 인 발달지원이 요구된다. 연구자는 구

지역 장애아 담어린이집을 직  방문하여 연구의 목

을 설명한 후 기 에 조사 조를 구하 으며, 설문

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어린이집 담당교사를 상으로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 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는 장애아동 등원 시 어린이집 담당교사들이 직  어머

니에게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조사에 참여하기로 동

의한 어머니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 다. 설문

지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형식이며, 설문조사는 2015

년 11월동안 진행되었으며, 2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187부가 회수되었으며, 무응답이 있거나 장애아동의 나

이가 만 10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총 145부의 설문

지를 최종 으로 분석하 다.

2. 측정도구

2.1 배우자의 협력정도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배우자의 력정도이다. 이 측

정도구는 임은자(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이며[26], 

Abidin이 개발한 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의 

하 척도인 Teamwork를 신숙재(1997)가 번안・수정

하 다[27]. 탐색  요인분석 결과, 총 12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범주는 ‘매우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의 력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s α=.956으로 나타났다.

2.2 양육효능감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양육효능감이다. 이 측정도구는 

신숙재(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으로, 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번안한 것이다[27]. 원척도에서

는 부모효능감과 부모로서의 불안감 두 요인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을 사용하 다. 이 측

정도구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연구에서 지속 으로 사

용되어 왔으며[7][28], 총 9문항이나 탐색  요인분석 

결과 2문항이 제외되어 7문항을 최종 으로 활용하

다. 측정도구의 응답범주는 ‘매우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s α=.851로 나타났다.

2.3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양육스트 스이다. 이 측정도

구는 이한우(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15], 1990

년도에 Abidin이 개발한 양육스트 스 검사(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배인숙(1993)과 신숙재

(1997)가 번안하 다[27][29]. PSI는 크게 3가지 역 

즉, 아동 역과 부모 역,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

스 역으로 구성된 총 120문항이나, 이한우(2002)는 

가족학 련 교수 2명, 특수교육 교사 2명과 함께 2차에 

걸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 으며, 아동 역(12문

항)과 부모 역(12문항)으로 나 어 총 24문항으로 설

문지를 재구성하 다[15]. 이 측정도구는 장애아동 어

머니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30], 본 연구에서는 탐

색  요인분석 결과 아동 역 5문항, 부모 역 7문항

을 최종 으로 사용하 으며, 응답범주는 ‘매우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 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뢰도를 확인

한 결과, Cronbach‘s α=.830으로 나타났다. 

2.4 장애아동과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과 어머니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조사하 다. 장애아동의 인구사회학  특성으

로는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등 , 한 달 평균 장애

자녀의 교육과 치료비용 정도를 조사하 고, 어머니의 

인구사회학  특성으로는 나이, 동거가족 수, 월평균 수

입, 장애자녀 돌  시간, 학력, 직업유무를 조사하 다. 

인구사회학  특성 에서 비연속변수는 더미 처리하

는데, 아동의 성별은 남성=1, 여성=0, 장애유형은 신

체  장애=1, 정신  장애=0, 장애등 은 증장애(1-2

)=1, 경증장애(3-6 )=0,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하=1, 

졸이상=0, 직업은 있다=1, 없다=0으로 더미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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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첫째, 장애아동  어머

니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빈도, 평균 

등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독립변수의 향

력과 매개변수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 방법으로 활용하 다

[31].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 고, 2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 으며,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이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 다. 그리고 매개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Sobel test를 실시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

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장애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아동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은 남자가 83명(57.2%), 여자가 62명(42.8%)이고, 나이

는 4세 이하 51명(35.2%), 5-6세 34명(23.4%), 7-8세 34

명(23.4%), 9-10세 26명(17.9%)으로 평균 나이는 5.8세

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6명(4.1%), 뇌병변장애 31

명(21.4%), 청각장애 1명(0.7%), 언어장애 16명(11.0%), 

자폐성장애 35명(24.1%), 지 장애 56명(38.6%)이었다. 

장애등 은 1 인 경우가 51명(35.2%), 2 인 경우가 

36명(24.8%), 3 인 경우가 28명(19.3%), 4 인 경우가 

3명(2.1%)이며, 기타로 응답한 경우가 27명(18.6%)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려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로 보인

다. 한 달 평균 장애자녀의 교육  치료비용은 20만원 

이하 31명(24.4%), 21-40만원 이하 44명(34.6%), 41-60

만원 이하 34명(26.8%), 61만원 이상 18명(14.2%)이며, 

평균 42만원이었다.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83 57.2

여 62 42.8

합계 145 100.0

연령

4세 이하 51 35.2

5세~6세 34 23.4

7세~8세 34 23.4

9세~10세 26 17.9

합계 145 100.0

장애유형

지체장애 6 4.1

뇌병변장애 31 21.4

청각장애 1 0.7

언어장애 16 11.0

자폐성장애 35 24.1

지적장애 56 38.6

합계l 145 100.0

장애등급

1급 35.2 35.2

2급 24.8 24.8

3급 19.3 19.3

4급 2.1 2.1

기타 18.6 18.6

합계 145 100.0

교육 및 
치료비용

20만원 이하 31 24.4

21만원~40만원 44 34.6

41만원~60만원 34 26.8

61만원 이상 18 14.2

합계 127 100.0

표 1. 장애아동의 일반적 특성

2. 장애아동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아동 어머니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표 2]와 같

다. 나이로는 20 가 14명(9.7%), 30 가 83명(57.2%), 

40  이상이 48명(33.1%)로 평균 나이는 37세 다. 동

거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3명이 55명(38.0%), 4명

이 66명(45.5%), 5명 이상이 24명(16.5%)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수입은 150만원 이하가  13명(9.8%), 151-300만

원 이하가 58명(43.6%), 301-450만원 이하가 38명

(28.6%), 451만원 이상이 24명(18.0%)으로 평균 수입은 

350만원 정도 다. 어머니가 장애자녀를 돌보는 하루 

시간을 조사한 결과, 5시간 이하 28명(20.1%), 6-10시간 

이하 63명(45.3%), 11-15시간 이하 22명(15.8%), 16시

간 이상 26명(18.7%)로 평균 10시간으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 학력으로는 졸 이하 3명(2.1%), 졸이하 3명

(2.1%), 고졸이하 41명(28.3%), 졸이하 92명(63.4%), 

학원 이상이 6명(4.1%)로 나타났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9명(33.8%), 없다고 응답한 경

우가 96명(66.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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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백분율(%)

연령

20세-29세 14 9.7

30세-39세 83 57.2

40세 이상 48 33.1

합계 145 100.0

동거가족 수

3명 이하 55 38.0

4명 66 45.5

5명 이상 24 16.5

합계 145 100.0

월 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 13 9.8

151~300만원 58 43.6

301~450만원 38 28.6

451만원 이상 24 18.0

합계 133 100.0

장애아동 
돌봄시간

5시간 이하 28 20.1

6~10 시간 63 45.3

11~15시간 22 15.8

16 시간 이상 26 18.7

합계 139 100.0

학력

초졸 이하 3 2.1

중졸 3 2.1

고졸 41 28.3

대졸 92 63.4

대학원졸 6 4.1

합계 145 100.0

직업유무

직업 있음 49 33.8

직업 없음 96 66.2

합계 145 100.0

표 2.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3]과 같이, 배우자 

력정도의 평균이 3.46 ,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3.06 , 

양육스트 스의 평균은 2.83 으로 나타났다.

구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배우자 협력 1.00 5.00 3.46 0.77

양육 효능감 1.86 4.57 3.06 0.56

양육 스트레스 1.33 4.42 2.83 0.62

표 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4. 회귀분석

4.1 배우자 협력정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단계는 [표 4]과 같이, 배우자 력정도가 양육효능

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다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허용값이 최소 .532에서 최  .922로 나타났고, 분

산팽창계수가 최소 1.084에서 최  1.881로 나타나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1단계는 장애아동  어머

니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배우자 력을 투입하 고, 

모형설명력은 28.6%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력, 아동

나이, 장애유형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즉, 배우자 

력정도가 많을수록, 아동나이가 높을수록, 아동의 장

애가 신체  장애일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

진다. 이는 아동의 나이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한 

경험이 쌓이게 되어 양육효능감이 높아지고, 정신  장

애보다는 신체  장애일 경우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원

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배

우자의 력이 어머니의 효능감을 높이게 되는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구분 B SE β t p

상수 7.787 3.223 2.416 .017

아동성별 1.241 .655 .154 1.895 .061

아동나이 .548 .182 .322 3.010 .003

장애유형 1.453 .689 .179 2.109 .037

장애등급 -.200 .738 -.025 -.271 .787

교육 및 치료비용 .020 .013 .133 1.516 .132

어머니 나이 -.046 .083 -.059 -.560 .577

가족 수 -.146 .331 -.037 -.440 .661

장애 자녀 
돌봄 시간

.105 .067 .139 1.575 .118

월평균 소득 .001 .002 .045 .490 .625

학력 .977 .789 .107 1.239 .218

직업유무 .583 .751 .069 .776 .440

배우자 협력 .212 .042 .436 4.999 .000

R2 = .360    Adjusted R2 = .286    F(p) = 4.911(.001)

표 4. 배우자 협력정도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4.2 배우자 협력정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2단계는 [표 5]와 같이, 배우자 력이 양육스트 스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다 공선성을 확인한 결

과 허용값이 최소 .532에서 최  .922로 나타났고, 분산

팽창계수가 최소 1.084에서 최  1.881로 나타나 다 공

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2단계는 장애아동  어머니

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배우자 력을 투입하 고, 모

형설명력은 20.8%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력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즉, 배우자 력정도가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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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어머니 혼자서 

부담하기 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나 고 력한다면 스

트 스는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 다.

구분 B SE β t p

상수 58.487 6.245 9.365 .000

아동성별 -1.902 1.270 -.128 -1.498 .137

아동나이 -.158 .353 -.051 -.448 .655

장애유형 .084 1.335 .006 .063 .950

장애등급 2.195 1.429 .148 1.535 .128

교육 및 치료비용 .002 .026 .007 .074 .941

어머니 나이 -.223 .161 -.153 -1.387 .168

가족 수 .698 .642 .097 1.086 .280

장애 자녀 
돌봄 시간

.138 .129 .099 1.064 .290

월평균 소득 .004 .004 .083 .849 .398

학력 -2.245 1.528 -.133 -1.469 .145

직업유무 -.256 1.456 -.016 -.176 .861

배우자 협력 -.486 .082 -.544 -5.919 .000

R2 = .289    Adjusted R2 = .208    F(p) = 3.560(.000)

표 5. 배우자 협력정도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4.3 배우자 협력정도와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

3단계는 [표 6]과 같이, 배우자 력과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다 공선

성을 확인한 결과 허용값이 최소 .489에서 최  .892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가 최소 1.121에서 최  2.044로 

나타나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3단계는 장애아

동  어머니의 인구사회학  특성과 배우자 력, 양

육효능감을 투입하 고, 모형설명력은 23.6%로 나타났

으며, 배우자 력, 양육효능감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배우자 력정도가 많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을

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배우자 력과 양육스트 스 사이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으며, 2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20.8%에서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23.6%로 

증가하 고, 배우자 력정도가 양육스트 스에 미치

는 향력이 -.544에서 -.448로 어드는 결과를 보이

고 있었다.

구분 B SE β t p

상수 61.653 6.303 9.781 .000

아동 성별 -1.397 1.268 -.094 -1.101 .273

아동 나이 .065 .361 .021 .180 .858

장애 유형 .675 1.339 .045 .504 .615

장애 등급 2.113 1.405 .143 1.504 .136

교육 및 치료비용 .010 .026 .036 .395 .694

어머니 나이 -.242 .158 -.166 -1.529 .129

가족 수 .638 .632 .088 1.011 .314

 장애 자녀 돌봄 시간 .181 .129 .130 1.403 .164

월평균 수입 .004 .004 .093 .968 .335

학력 -1.848 1.512 -.110 -1.222 .225

직업유무 -.019 1.434 -.001 -.013 .990

배우자 협력 -.400 .090 -.448 -4.456 .000

양육효능감 -.407 .186 -.221 -2.189 .031

R2 = .320    Adjusted R2 = .236   F(p) = 3.773(.000)

표 6. 배우자 협력정도와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력정도가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 인 향뿐만 아니라 양

육효능감이 부분 인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Sobel test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 Z값이 –2.008 

(p=0.04)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 다.

구분

배우자 협력 → 양육효능감 → 양육스트레스

Z p

–2.008 0.04

표 7.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상으로 배우자의 력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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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 배우자의 력과 양육스트 스 사이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장애아 담어린

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 145명의 설문응

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력정

도는 양육효능감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어머니가 장애아동 양육과정에서 배우자의 력

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력은 

양육스트 스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어머니가 장애아동 양육과정에서 배우자의 력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양육스트 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력정

도와 양육스트 스 사이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장애아동 양육과정에서 어머니는 배우자

의 력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

아지고, 높아진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 스 감소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양육스트 스를 감소하기 한 몇 가

지 제언을 제시하 다.

첫째,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참여

와 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아

버지가 가족의 경제 인 역할을 책임지고 어머니가 주  

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경우가 많다. 아버지는 

경제 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 으로나 심리

으로, 그리고 시간 으로 여유가 없으며 자녀 양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

는 과정에서 어머니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 자신도 자

녀의 장애를 이해하고 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되었듯이,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력과 참여가 요함을 알 수 있었고, 장애아동 아버

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경감시키고

[1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도 향을 미쳤다[32]. 양

육과정에서 아버지의 력과 참여는 어머니의 심리

인 안을 가지고 온다. 자녀양육을 어머니의 주된 역

할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가 함께 자녀 

양육에 동참하고, 특히 자녀의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력은 어머니에게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력을 높이기 해서는 인

식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

할이 무엇인지, 장애에 처하는 방법과 자세 등을 이

해해야 극 인 참여와 력이 가능하다. 아버지를 

상으로 체계 인 교육과정과 아버지 자조모임을 통한 

자녀 이해와 양육방법에 한 소통이 필요하다. 재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자조모임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버지들은 사회  역할로 인하여 참여가 거의 

무하다. 아버지들의 모임이 오 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라도 이루어져 자녀 양육방법에 한 정보를 공

유하고 어려움과 기쁨을 같이 나  수 있는 장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김고은(2011)은 장애아동 아버지를 

상으로 가족탄력성 증진 로그램을 진행하 으며, 

신념과 태도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

하고 특수한 행동에 처할 수 있는 기술 인 로그램

이 단계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하 다. 한 직

장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들을 하여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33].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해야 한

다.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에 한 자신감으로, 어머니

의 개인 내 인 자원과 강 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심

리 이고 정서 인 지원이 필요하다. 부분의 어머니

들은 자녀의 장애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출산하고, 장

애자녀의 양육을 시작하게 된다. 그 기 때문에 장애자

녀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어머니들 간의 연계와 공유가 필요하다. 장애아동에 

한 양육경험이 풍부한 어머니와 미취학아동 어머니를 

연계하여 정보제공  심리 인 지원이 가능하다. 한 

장애아동 어머니들을 상으로 역량강화 로그램을 

진행하고, 성공 인 양육경험을 통해 양육스트 스에 

처하는 능력도 강화하고 자신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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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재활이나 치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자녀와 함께 놀이와 치료할 수 있는 활동 로그램을 개

발하여 자녀의 장애에 한 이해도 높이고 아동에게 필

요한 양육방법에 해서도 익 나가면서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감소하기 

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애착 계 형성이 요하다. 장애아동 어머니

는 비장애아동 어머니보다 아동을 돌보는데 시간을 많

이 할애한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자녀 돌  시

간이 평균 10시로 어머니 부분의 시간을 자녀 돌 과 

양육에 할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 자신

만의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고, 아동에게 집 해야 하는 

시간이 많으며, 자녀의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아동의 행

동을 주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

여 어머니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이 과 된다. 

어머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니 힐링 

로그램을 개발하고, 한 여성으로서 자기 계발과 여유

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힐링 로그램을 진

행할 동안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아버지 모임, 아버지 공동육아 로그램을 통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사회  지지가 요한데, 

이나 물건과 같은 물질  지지보다는 존경, 인정, 

격려와 같은 정서  지지와 실제 로그램  서비스 

기회를 알려주는 정보  지지 제공이 필요하며, 이는 

양육스트 스로 인한 아동학 의 가능성을 낮춘다[5]. 

아버지뿐 아니라 확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장애

를 이해하고, 어머니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며, 인정과 지

지를 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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