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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부모지각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연구문제 1】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과 삶의 질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지각은 삶의 질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지각은 양육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다운복지관 1

곳과 서울·경기·인천·강원도 지역의 특수학교 14개교에 재학 중인 다운

증후군 자녀의 부모 16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운증후군 자녀

의 부모용 설문지를 통해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양육 스트레스, 부

모지각, 삶의 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이원

분산분석,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

계 처리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운증후군 자녀의 연

령, 부모의 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소득수준은 다운증후군 자

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 부모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둘째,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삶의 질

및 부모지각과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

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의 삶의 질은 낮아졌으며 다운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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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지각 또한 낮아졌

다.

셋째,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다운증후군 자녀

를 둔 부모의 삶의 질 및 부모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다운증후군 자녀와 부모의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을 통제한 상태

에서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지각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삶의 질과 부모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양육 스트

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를 부모지각이 부분 매개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부모지각에 영향을 주고 부모지각이 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경험을

이해하고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작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 양육 스트레스, 삶의 질, 부모지각

학 번 : 2010-2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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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자녀의 출생은 부모에게 기쁨과 축복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희망과 기

대를 갖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경우, 부모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자녀의 장애는 가족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며 일반

자녀의 가족과 달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수용해야하는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며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장애자녀의 양육은 부모에게 신체적·정신적 소진,

경제적 부담감, 낮은 결혼 생활 만족도 등을 가져오며 이러한 요소들은

부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김은서 · 박승희, 2007; 박재국 · 허

정옥, 2005; 이현지 · 김우호, 2011; Baker, Blacher, Crnic, & Edelbrock,

2002; Blacher & McIntrye, 2006).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장애자녀의 양육 경험에서 받는 스트레스

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살펴보고 부모의 슬픔, 공포, 절망과 같은 부정

적인 감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은 부모가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긍정적인 경험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들은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함을 느꼈다(김수정, 2012;

Hastings, Beck, & Hill, 2005; Kearney & Griffin, 2001; Stainton &

Besser, 1998; Summers, Behr, & Turnbull, 1989). 부모들은 장애자녀를

통한 삶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경향

을 보였으며(Bristol, Gallagher, & Schopler, 1988; Turnbull & Turnbull,

2001),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장애자녀가 가족의 삶

과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King, Zwaigenbaum, Bates,

Baxter, & Rosenbaum, 2012).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연구자들은 부

모들 중에 장애자녀에 대해 긍정적 지각과 긍정적인 양육 경험을 한 부

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김은서 · 박승희, 2007; 박혜준 · Chung,

2010; Hastings & Taunt, 2002; Summers, Behr, & Turnbull, 1989).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들이 장애자녀 양육의 부정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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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어 부모의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만 가능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경험하는 긍

정적인 면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Corman, 2009). 그리고 부

모의 장애자녀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경험은 장애자녀 양육에 대해 부정

적인 상황을 전환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므로(Gupta & Singhal, 2004) 장

애자녀 양육 경험을 긍정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

에서 국내에서도 부모의 장애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다

루기 시작하였다(김삼용, 2007; 김수정, 2012; 김은서 · 박승희, 2007; 박

혜준 · Chung, 2010).

그러나 아직 시작단계이며 장애자녀의 부모의 양육경험과 자녀에 대한

지각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

는 구체적인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장애자녀에 대한 결핍이나 부정적인 측면보

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험과 자녀에 대한

지각과 삶의 질을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부모의 자녀 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장애자녀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운증후군과 같이 선천기형을 가진 자녀

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3)에 의하면 0세의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6)에 의한 진료인원은 2005년 1만

3,786명에서 2011년 3만 2,601명으로 늘어 7년간 약 2배(136.5%)정도 증

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 다운증후

군과 같이 유전적 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졌다.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자폐증과 발달장애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어

유전적 장애를 가진 자녀와 부모에 대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졌다. 발

달장애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출생 후 시간이 지난 뒤에 알

게 된다. 반면에 다운증후군의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나 출생

후에 바로 자녀의 장애를 알게 부모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장애와

다를 것이다.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에게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 환상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일찍 접할 수도 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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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나 자녀에 대한 지각이 다를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는 자신에게 닥친 위험 속에

서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가족 안에서 적응을 다른 장애의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밝혀졌다(King & Patterson, 2000).

다운증후군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생애 초기에 이미 자녀의 장

애진단을 받아 장애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되므로 부모가 자녀와 가족의

미래를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측하기 때문에 양육 과정이 쉽다고 보

기도 한다(Abbeduto, Seltzer, Shattuck, Krauss, Orsmond, & Murphy,

2004; Beavers, Hampson, Hulgus, & Beavers, 1986; Fider, Hodapp, &

Dykens, 2000). 게다가 다운증후군 자녀의 경우 다른 자폐증이나 발달장

애 자녀와 달리 사회성이 높은 다운증후군 강점(Down syndrome

Advantage)을 보이고 있어 다른 장애자녀들 보다 상대적으로 양육하기

쉬워(Fidler, Hodapp, & Dykens, 2000; Hauser-Cram, Warfield,

Shonkoff, Krauss, Sayer, & Upshur, 2001; Hodapp, 2007) 부모의 삶의

질이 높다(Esbensen & Seltzer, 2011)고 밝혀졌다. 이러한 점이 다른 장

애를 가진 부모와 다른 경향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운증후군에 대한 연구는 1860년대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작 다운증후

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국외의 다운증후군 자녀

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일반 자녀나 다른 장애를 가진 자녀와 비교하여

부모의 양육경험이나 자녀의 발달적 특징을 물어보는 연구가 진행되었

다. 다운증후군 자녀의 가족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는 주로 부모와 형제

자매와의 상호작용, 가족 내에서의 경험 등을 다루었다(Hodapp, 2007).

현재까지 국내의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다운증후군 어머니의 적응(김미영, 2008),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

의 경험(박남주, 2013; 정금란, 2009),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

력을 다룬 최은경(2009)을 다룬 연구가 있다.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장애자녀의 양육 경험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근의

연구 동향을 고려해볼 때, 국내에도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모지각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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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경험과 삶의 질을

관계를 알아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지각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목

적이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이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각 정도가 부모의 삶의 질에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부모의 지각이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

고 아울러 부모와 다운증후군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 사회적 제

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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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가족스트레스 모

델과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기로 한다.

1. 가족 스트레스 모델

스트레스는 자신의 능력의 한도를 벗어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긴

장과 요구로 인해 불균형한 상태를 의미한다(McCubbin & McCubbin,

1987).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삶에서 계속 지속되므로 자녀가 성장하

는 동안에 자녀의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보이면 부모에게도 간접적,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Abidin, 1995).

장애자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들은 양육부담과 우울,

사회적 고립, 결혼 만족도 저하, 경제적 문제, 휴식의 부족 등 주로 부정

적인 부분을 다루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

의 심리적 웰빙, 우울감 등과 같이 부모가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심리적인 상태나 반응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Blacher & Baker,

2007, 김삼용, 2007). 그러나 장애자녀 부모의 연구가 자녀양육을 통한

가족의 부적응이나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부모의 정서적인 측면에 치중

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인지적인 접근으로 부모가 장애자녀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는 가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자녀 부모의 경험의 정서적인 측

면과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식과 같은 인지적인 측

면을 같이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 경험에 대해 넓은 시각으로 조망하게

되었다(박혜준 · Chung, 2010; Blacher & Baker, 2007; Hassall, Rose, &

McDonald, 2005).

장애자녀 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해 부모가 적응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Hill의 ABCX 모델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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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은 가족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서 대처하는 방식을 다룬 대처이론

을 바탕으로 ABCX 모델을 제시하였다(Hill, 1949, 1958). 이 모델은 A,

B, C, X 네 가지 요인을 들어 가족이 위기에 처하는 과정과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A는 스트레스적인 사건, 즉 스트레스원(The

stressor)이며 B는 개인과 가족이 활용이 가능한 자원(Resources)이다.

그리고 C는 가족이 처한 스트레스와 대처자원에 대한 정의이다. 즉, 스

트레스 상황에 대해 개인이 내리는 주관적인 정의이며 이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X요소로 위기(Crisis)가 생성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Hill

은 가족이 스트레스 사건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

았다.

가족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이론이 있다. 스트레스 대처이론은 인지

이론에 근간을 두고 가족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드리는 지

에 주안점을 둔다(Folkman, Schaefer, & Lazarus, 1979). 즉, 가족이 처

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내리는 인지적 판단이나 주관적인 평가가 스트

레스 대처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다. 이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자들은

장애자녀 양육 시에 유발되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그 상황에

서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스트레스 대처이론을 사용하여 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에 초점을 두고 양육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거나 축

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장애자녀 양육이 비단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도 장애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경험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Hastings & Taunt, 2002; Hodapp, 2007)를 뒷받침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가 반드시 스트레스원(stressor)을 제거

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 모델의 수정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Folkman, 1997; Kelso, French, & Fernandez, 200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McCubbin과 Patterson(1983)은 Hill의 ABCX모

델에 시간요소를 추가하여 가족이 위기로부터 회복하여 적응해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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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고 Lazaurs와 Folkman(1984)의 이론적 근거를 고려하여 가족이

어떻게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는지를 보고자 Double ABCX 모델을 만

들었다. MuCubbin과 Patterson의 Double ABCX 모델은 <그림 Ⅱ-1>에

제시하였다.

<그림 Ⅱ-1> Double ABCX 모델(McCubbin & Patterson, 1983)

Double ABCX 모델은 가족이 위기 상황에서 적응하는 방식에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가족이 위기상황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Saloviita, Itἅlinna,
& Leinonen, 2003). 스트레스의 양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우나(Flaherty &

Glidden, 2000; Krauss, 1993), 부모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고 적응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며(Bristol, 1987) 부모의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데는 매우 좋은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가족이 하나의 스트레스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적된

스트레스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보고 있다. aA는 누적된 스트

레스원이고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자원과 위기 상황에

따라 반응하면서 강화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대처자원을 bB로 본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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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에 가족의 스트레스원에 대해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평가

한 것을 cC로 본다. 이 모델에 따르면 위기사건 전과 위기사건 후의 A,

B, C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의 위기(xX)가 발생한다고 본

다.

가족에게 스트레스 상황을 야기하는 위기상황에서 도전이나 성장의 기

회라고 의미를 부여한 가족은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로부

터 회복하여 순적응(bonadaptation)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여 적응을 힘들어 하면

부적응(maladaption)상태에 도달한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 모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원이다. 장애자녀 부모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기상황에서 적응하고

스트레스에 직면해서 극복하거나 부적응을 보이고 위기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가에 따라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원과 대처자원에 대한 인지적 평가

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Double ABCX 모델은 결핍이나 부정적인 측면

이 아니라 가족의 강점과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장애

자녀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그에 따른 부모와 장애자녀와의 관계를 조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과 삶의 질의 관

계에서 부모지각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Double ABCX 모델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지 및 재평가에 해당하는 C요인을 중점적으

로 다루고자 한다. C요인은 인지적 적응이론(Cognitive adaptation

theory)에서 중요한 개념으로(Taylor, 1983; Taylor, Lichtman, & Wood,

1984)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성공적인 적응을 한다

고 본다. 인지적 적응이론은 개인이 처한 현실에서 의미를 찾거나 적극

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기상황을 인

지적으로 해결하며 적응을 하는 것이다. 즉, 장애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

적인 경험을 보고하는 장애자녀 부모는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을 긍정적으

로 지각하면서 극복해 나간다. 따라서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

육경험과 삶의 질의 관계를 장애자녀 부모의 지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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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지각

장애자녀 부모는 일반자녀의 부모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더 느

끼며 양육에 대한 부담은 장애자녀의 부모에게 만성적인 양육 스트레스

를 준다(Crnic, Fridrich & Greenberg, 1983). 양육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장애자녀의 모든 부모가 자녀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

니다. 장애자녀의 양육 경험에서 오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부적응 상태에 있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주변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

고 원활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굳건한 결속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부모가 있다. 부모들은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힘

들지만 이를 극복하고 양육에 보다 자신감을 가지며(Blacher & Baker,

2007; Glimore & Cuskelly, 2012; Taunt, Benzies, Worthington, Reddon,

& Moore, 2010), 감사와 양육에 기쁨을 느끼며 만족감을 나타나내기도

한다(Hastings & Taunt, 2002).

연구자들은 장애자녀와 관련된 연구들이 장애자녀 양육의 부정적인 측

면에 중점이 되어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간과되고 있는 시점에서 점차 부

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 지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Behr,

Murphy, & Summers, 1992).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지각은 부

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부모가 자

녀의 양육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 측면을 발견하려는 시도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개념이다(이유리, 2011).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지각은 부모가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행복감과 만족감, 가족역량의 강화, 삶의 목적의 이해, 인격적 성숙 등에

대한 지각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Behr, Murphy, & Summers,

1992),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지각은 부모가 만성적인 양육경

험의 어려움에서 극복하고(Folkman & Moskowitz, 2000), 부모가 자신의

강점을 살려 현 상황에서 보다 적응을 잘 하도록 도와준다(Hsiao &

Van Riper, 2011).

장애자녀는 부모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모 또한 자녀에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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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Hauser-Cram, Warfield, Shonkoff, Krauss, Upshur, & Sayer,

1999). 부모는 장애자녀에게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양방향적인 관계로 장애자녀와 상호작용을 한다(de Falco, Venuti,

Esposito, & Bornstein, 2009).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장애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한다. 부모의 긍정적

인 반응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때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서 장애자녀 부모의 긍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변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고와 신념이 중요하므로 장애자녀 부모의 지각에 미

치는 요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자녀변인, 부모변인, 기타변

인 등을 알아보는 것이 장애자녀 발달의 촉진뿐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

원 전원의 적응을 도와주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김은서

· 박승희, 2007).

국내에서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지각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

계 이다.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각은 장애자녀로 인해 과도한 스트

레스를 받을 때 견딜 수 있는 지지대가 되기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

이다(고일영 · 김철 · 황경열 · 권영욱, 2007; 김은서, 2011; 이유리,

2011).

이 연구에서는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지각을 부모의 양육 스

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선정하고, Double ABCX

모델의 C요인인 인지적 적응이론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지각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

선행연구를 고찰해볼 때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지각은 자녀의 연령, 부

모의 교육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불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지각을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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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지각에는 직접적인 차이가 없으나(김은서 · 박승희, 2007;

Kauser, Jevne, & Sobsey, 2003),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건이 부모

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Kauser et al, 2003). 부모의 성별에 따른 장애자녀의 긍정적 지각에 대

한 연구를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보다 더 높은 긍정적 지각 수준

이 나타났다(Hastings, Beck, & Hill, 2005)는 연구가 있는 반면 아버지

가 어머니에 비해 장애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한다(Blacher &

Baker, 2007)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다. 아버지는 장애자녀를 일반자

녀보다 키우기 어려운 자녀로 생각하는 정도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Hastings et al, 2005).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긍정적

지각을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

로 많고 자녀와 관련된 전문가와의 만남의 기회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들은 장애자녀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주변의 전문가나 사회의

편견 때문에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기가 힘들다고

보고하였다(Gore, 2010). 이러한 점은 아버지가 장애자녀 양육에 참여하

려는 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Markowitz, 1984).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살펴보면, 어머니

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의 적응 수준이 높다

고 하였다(Thompson, Hiebert-Murphy, & Trute, 2013).

부모의 종교유무도 자녀에 대한 긍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라고 밝혀졌다(김은서 · 박승희, 2007; Poston & Turnbulll, 2004). 부모

가 종교가 있을 경우에 보다 장애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보인다고

한다. 장애자녀 출생 시 성공적으로 부모의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종교

적 신념이었다(Gallagher, Cross, & Scharfman, 1981). 신앙이 깊을수록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문제 상황에서 적극적

인 대처행동(Flaherty & Glidden, 2000)을 하며 이는 자연히 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유

혜경, 2007). 장애자녀 부모에게 종교는 사회적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며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든 점에 대해 위안을 받고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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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나 영성에 따

른 부모의 장애자녀에 대한 긍정적 지각의 연구는 국내에서는 선행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측면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 부모에게 장애자녀를 양육할 때 들어가는 치료비와 교육

비는 장애자녀의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이다. 이는 부모의 지각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는 장애자녀를 양육 하면서 부모의 취

업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으며

(Glidden, 1993), 가족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다(Donovan, 1998). 김은서 등(2007)도 가족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지각이 높다는 점을 밝

혀냈다. 가족에게 충분한 자원이 있으면 한정된 자원을 가진 가족보다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며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McCubbin & McCubbin, 1993).

이상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주관적 소득수준이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긍정적 지각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장애자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과 삶의

질의 관계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 사회복지학, 의학, 경제학, 정치학 등의

많은 학문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학문 영역별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초점이 조금씩 다르며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활용되고 있다

(손상희 · 박재국, 2003). 삶의 질이란 개념은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

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며 어떠한 관점에

서 삶의 질을 보는 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삶의 질은 초기에 주로 물질적인 여유와 관련된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나 사회의 객관적 상태나 조건, 통계치는 물론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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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각과 느낌이 상호관련이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

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다면적 접근이 강조되었다(홍금자 · 최혜지 · 이

혜영, 2012).

개인의 주관적 지각을 강조하는 삶의 질의 개념은 스스로의 삶에 부여

하는 개인의 의미에 기반하며(이유리, 2011),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요소(건강, 주택 등)와 주관적인 요소(스트레스, 감

정)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Brown, 1998). 장애영역에서 삶의

질은 주로 장애자녀 가족과 주변의 장애자녀가 이용하는 서비스나 정책

에 대한 가족과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를 의미한다(Summers, Poston,

Turnbull, Marquis, Hoffman, Mannan, & Wang, 2005).

부모의 양육경험과 삶의 질의 관계를 보면, 부모의 장애자녀 양육은

일반자녀의 양육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장

애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이 높을수록 부모의 삶의 질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Cummings, 1976).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부담은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의사소통, 가족 기

능,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현지 · 김우호, 2011). 황경

열 등(2010)도 장애자녀 어머니의 상태가 불안정하고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장애자녀의 수용태도는 부정적이며 어머니의 자아 탄력성, 어

머니의 정신건강과 가족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한

다.

그러나 부모가 장애자녀 양육을 통해서 고통과 슬픔만을 경험하는 것

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도 경험하게 된다. 부모의 장애자녀에 대한 긍

정적 지각은 부모의 적응과 삶의 질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King,

Zwaigenbaum, Bates, Baxter, & Rosenbaum, 2012), 가족의 양육 부담

과 삶의 질을 더 잘 예측한다고 보고된다(김수정, 2012). 장애자녀에 대

한 긍정적 지각은 장애자녀의 문제행동과 정신적 건강문제와 어머니의

웰빙을 매개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이 심할수록 긍정적 지각에 대한 매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Blacher & Baker, 2007).

장애자녀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 때 가족과 개인이 보다 적응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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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인지적 적응이론을 뒷받침한다.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가

인지적 재평가를 사용하면 주관적 웰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ng, Scollon, Ramsey, & Williams, 2000). 부모의 장애자녀에 대한 긍

정적 지각은 부모에게 자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면 부모의 삶의 질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황경열 등(2010)은 양육 스트레스와 장애자녀 가족의 삶의 질

사이에 매개변인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또 다른 변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각을 매개변인으

로 설정하여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

지각과 삶의 질의 관계

임신초기의 자녀의 장애진단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가족 구성원들은 출생 전에 장애자녀 탄생 자체에 슬픔을 느끼거나 두려

움을 갖게 된다(Bourke, Ricciardo, Bebbington, Aiberti, Jacoby, Dyke,

Msall, Bower, & Leonard, 2008; Gau, Chiu, Soong, & Lee, 2008;

Hedov, Wikblad, & Anneren, 2002; Hsiao, & Van Riper, 2011). 자녀의

장애여부를 예측하지 못했거나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 경우

부모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Mason & Scior, 2004). 부모가 임신 중

에 자녀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중절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Faden, Chwalow, Quaid, Chase, Lopes, Leonard, & Holtzman, 1987).

이는 다운증후군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부모가 장애 자녀

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Bell &

Stoneman, 2000; Lawson, 2001)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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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을 다룬 연구에 의하면 주위 사

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다운증후군 자녀의 어머니는 불쾌감과 당황스러움

을 경험한다고 한다(Lam & Mackenzie, 2002). 부모가 다운증후군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사회적 낙인(Ahmed, Bryant, Ahmed, Jafri, &

Raashid, 2013; Fatima & Suhail, 2010; Gau et al, 2008; McCollum &

Chen, 2003)과 양육의 부담(Lawson, 2001)등을 고려하게 된다.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Ahmed 등(2003)의 연구에 따

르면 장애가 하나의 치부로 낙인 됨에 따라 부모가 임신 초기에 중절하

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신이 주신 선물이나 은총으로 생각하고 키우

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연구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낮은

교육수준, 미취업상태, 소득수준, 가족구성, 결혼상태 등이 산전검사를 하

는 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을 때 부

모는 끝까지 자녀를 낳거나(34.9%), 의사에게 결정을 맡기거나(29.9%),

중절을 하거나(12.0%), 잘 모르겠다(23.2%)는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 하

였다(Yanikkerem, Ay, Çiftçi, Üstgörül, & Göker, 2012).

다운증후군 부모는 자녀의 외관상의 특징으로 인해 출산과 거의 동시

에 장애유무를 알게 되면서 자녀의 출산의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의사의

진단을 받고 무척 당황한다(박남주, 2013). 자녀의 장애진단을 받았을 때

부모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Pelchat, Lefebvre, & Perreault,

2003). 아버지의 경우에는 처음에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이다가 차츰 적

응상태를 보이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적응과정에서 변동을 많이 겪다가

차츰 적응상태에 이룬다고 보고한다(Damrosch & Perry, 1989). 다운증

후군 자녀의 탄생에 대해 부모는 화, 충격, 죄책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며 장애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이거나, 신의 계시라고 보기도 하였다

(김미영, 2008; 박남주, 2013; 정금란, 2009; Gau et al, 2008; Hsiao &

Van Riper, 2011).

이와 같이 다운증후군 자녀는 출산 전후로 부모와 가족전반의 삶에 영

향을 미친다. 부모와 가족 전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다운증후군 자녀

를 둔 부모는 일반 자녀가 직면하는 요구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양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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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경험한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 인내에 따른 부모의 많은 노력이 필

요하게 된다. 게다가 일부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는 양육 시에 사회적

접촉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에 집중하면서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밝혀졌다(Gau et al, 2008; Lam & Mackenzie, 2002).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는 장애자녀가 치료기관을 이용할 때 시설

이 열악하거나 거리상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경우

에 따라 직장을 포기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박

남주, 2013). Cunningham 등(1996)도 가족의 자원(재정, 주택 등)은 다운

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의 삶의 질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수년간의 연구들은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삶에 대해

기능적이거나 병리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였다(Van Riper,

2007). 그러나 모든 부모가 다운증후군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과 지

각을 하는 게 아니다. 다운증후군 자녀의 탄생에 부모들은 위기를 경험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와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

화하는 것이 밝혀졌다(Crnic, 1990; Flaherty & Glidden, 2010; Van

Riper, 2007; Van Ripper, Ryff & Pridham, 1992).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

모들은 자녀 양육을 통해 긍정적인 기쁨과 희망 등을 경험하면서 개인적

성장과 가족의 적응의 어려움을 직면하고자 노력한다(Van Riper, 2007).

영유아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을 알아본 결과, 부모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잘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가족의 결속력을 높이고 부모 자조 모임 등에 활발히 참여하며, 국가와

사회의 지원 등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며 살아가기도 한다고 나타났

다(박남주, 2013). 다운증후군 자녀가 영아일 때 다른 장애자녀의 어머니

보다 어머니의 양육 능력은 높게 나타났으며(Haldy & Hanzlik, 1990),

다운증후군 유아의 어머니는 낮은 양육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Kasari

& Sigman, 1997). 다운증후군 자녀가 아동기일 때 부모의 양육 부담은

일반 자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Cunningham, 1996), 청소년기에 이르

면 부모들은 다른 발달장애 자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며 자녀

와 부모의 사이가 가까우며 우울증상을 적게 보고하였다(Abbedut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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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4). King 등(2009)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운증후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알아본 결과, 부모는 현재의 자녀의 상황에

감사하며 자녀의 노력으로 주변의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보

았다. 그러나 일반 자녀에 비해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받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기의 다운증후군 자녀의 지적발달의 지연과 좁은 또래관

계를 형성하여 가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Cunningham, 1996).

Pelchet 등(2003)은 다운증후군 자녀의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에

대해 우울감, 걱정을 하는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Shonkoff 등(1992)

은 아버지가 다운증후군 자녀와 애착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보이며 자녀

양육에 덜 관심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에 아버지의 경우 장애수용정도

는 다른 장애자녀의 아버지보다 높게 나타나며, 다운증후군 자녀의 성별

과 교육수준이 아버지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밝혀졌다

(Riccci & Hodapp, 2003).

다운증후군 자녀 양육을 통해서 다운증후군 자녀의 어머니는 타인을

배려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며 자녀가 가족의 삶

에 활력소가 된다고 보고했다(Cunningham, 1996). 아버지의 경우에는 양

육경험을 통해 자녀와 가깝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다고 보고하였으며

(Hornby, 1995),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

으로 지각하며 자녀를 통해 단단한 결속력을 갖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Kasari & Sigman, 1997). Netwon(2004)도 다운증후군 자녀의 상태에

부모들이 잘 적응하며 어디에서나 자녀들은 사랑받는 존재라고 언급하였

다.

이러한 점은 최근에는 다운증후군 자녀양육에 대한 장점으로 불리는

다운증후군 강점(Down Syndrome Advantage)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Hodapp, Ly, Fidler, & Ricci, 2001; Seltzer & Ryff, 1994). 다른 장애자

녀와 달리 상대적으로 다운증후군 자녀의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이 적으

며 사교성이 높은 점이 다운증후군의 강점으로 여겨진다. Esbensen과

Seltzer(2011)는 다운증후군 강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운증후군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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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다른 장애자녀의 어머니에 비해 보다 덜 비관적이었으며 삶의

만족수준이 높았으며 자녀 간 상호관계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이 어리거나 사회적 지지가 약할 경우 양육 스트레

스가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이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 보고가 계속되고 있

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는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자녀의 어머니보

다 자녀의 강점에 대해 감사하는 경향을 보였다(Seltzer, Krauss, &

Tsunematsu, 1993). 또한 자폐증 자녀나 다른 장애와 비교한 연구에서도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는 상대적으로 상황에 덜 비관적이며 삶의 만족

도와 심리적 웰빙 수준이 높으며 자녀와의 관계가 좋다고 보고하였다

(Abbeduto et al, 2004; Esbensen & Seltzer, 2011; Hauser-Cram,

Warfield, Shonkoff, Krauss, Sayer, & Upshur, 2001; Seltzer, Krauss,

& Tsunematsu, 1993). 선행 연구들이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가 다

른 장애 자녀 부모보다 양육이 쉽다고 보고하였다(Kasari & Hodapp,

1996; Stoneman, 2007). 선행연구처럼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경

험과 지각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Hsiao 등(2011)은 다운증후군 자녀는 부모와 질 높은 상호작용이 가능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높은 탄성력을 가진다고 보고하며 가족의 강점

을 토대로 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하였다. Van Riper 등(1992)은 다운증후

군 자녀를 둔 부모는 일반 자녀의 부모와 위기상황에서 느끼는 개인만족

도, 결혼생활의 기능에 별반 차이가 없으며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낀다

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적게 나타나고 가족 내 적응과 부

모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

계를 부모지각으로 규명해본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

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지각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매개하는 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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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 지각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교육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의 질에 대

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 <그림 Ⅱ-2>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Ⅱ-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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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리

1. 연구문제

이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부모의 양육 스트

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부모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지각, 삶의 질 수

준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연구문제이다. 이어서 다운증

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이 부모의 삶의 질과 어

떤 관계를 보이는 지가 두 번째로 규명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다운증

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을 부모의 지각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질문을 연구문제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과

삶의 질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1-1]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과

삶의 질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2]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과

삶의 질은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3]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과

삶의 질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4]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과

삶의 질은 부모의 종교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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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과

삶의 질은 부모의 주관적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지각은 삶의 질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지각은 양육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2. 용어의 정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의 질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란 부모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다운증후군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감

정, 자녀 양육의 부담감, 양육 지식 및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2) 부모지각

부모지각이란 장애자녀 양육경험을 통해 부모가 갖게 된 긍정적 지각

을 일컫는다. Behr 등(1992)이 장애자녀를 통한 배움, 행복과 만족감, 가

족 친밀성, 삶의 목적 이해, 미래 문제에 대한 인식, 개인의 성장과 성숙,

사회적 연결망 확대, 일의 능력 향상, 자존감과 협력, 이상 아홉 가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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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나눈 것을 사용하여 다운증후군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갖는

긍정적 지각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3) 삶의 질

삶의 질이란 객관적인 정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

에 따른 만족의 정도이다(Cummins, 1997). Felce와 Perry(1997)는 삶의

질을 물리적 웰빙(Physical Wellbeing), 물질적 웰빙(Material

Wellbeing), 사회적 웰빙(Social Wellbeing), 정서적 웰빙(Emotional

Wellbeing), 생산적 웰빙(Productive Wellbeing)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삶의 질이란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 간의 상호작용(Family Interaction), 양육활동(Parenting), 정서적 안

녕(Emotional Well-Being), 물리적 · 물질적 안녕(Physical·Material

Well-Being), 장애관련 지원(Disability-Related Support)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부모의 지각으로 정의한다.



- 23 -

구분
아버지

(n = 40)

어머니

(n=120)

전체

(N=160)

연령
M(SD) M(SD) M(SD)

45.6(6.81) 43.1(6.91) 43.7(6.95)

Ⅳ.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방법과 절

차를 밝힌다. 먼저, 연구대상의 구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시한 후,

연구도구와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의 질에 부모의 양육 스트

레스가 미치는 직접효과와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부모지각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

라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의 질을 부모용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다운복지관 1곳과 서울·경기·인천·강

원도 소재의 특수학교 14개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 수는 Cohen(1988)의 검정력 분석

을 통해 결정하였다. G-Power 3.17 프로그램으로 검정력 0.80, 유의수준

0.05, 중간효과크기 0.3으로 설정하였을 때 64명으로, 160명은 이 조건에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에 따른 구성은 <표 Ⅳ

-1>에 제시하였다.

<표 Ⅳ-1> 연구대상의 구성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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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 중 아버지 40명과 어머니 120명으로 총

160명이 연구 대상으로 표집 되었다. 전체 부모의 평균 연령은 43.7세이

며 아버지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5.6세였다. 어머니 응답자의 평균 연령

은 43.1세였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Ⅳ-2>에 제시하였다.

<표 Ⅳ-2>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변수
아버지 어머니 전체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5(37.5) 59(49.2) 74(46.3)

대학교 이상 25(62.5) 61(50.8) 86(53.1)

직업

전업주부 0(0.0) 75(62.5) 75(46.9)

취업 37(92.5) 44(36.7) 81(50.6)

무직 1(2.5) 1(0.8) 2(1.3)

종교유무

있음 17(42.5) 78(65.0) 95(59.4)

없음 22(55.0) 42(35.0) 64(40.0)

주관적

소득수준

높음 5(12.5) 19(15.8) 24(15.0)

보통 18(45.0) 55(45.8) 73(45.6)

낮음 15(37.5) 45(37.5) 60(37.5)

연령 범위 31～59세 29～60세 29～60세

자녀 출산 시

평균 연령
34.9세 31.57세 32.4세

전체(%) 40(100) 120(100)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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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 (N = 160)

산전검사
실시함 127(79.4)

실시안함 26(16.3)

다운증후군 자녀를 출산했을 당시의 부모의 평균 연령은 32.4세였다.

아버지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4.9세였으며 어머니 응답자의 평균 연령

은 31.57세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대학교 졸업이

86명(53.1%)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학

교 졸업이상이 25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5

명(35.7%)이었다. 어머니 응답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이 61명

(50.8%)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9명(49.2%)이었다. 대학교 졸업이상

을 비교하였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교육수준이 더 높았다. 부모의

종교유무의 경우 아버지 응답자의 경우에는 17명(42.5%)이 종교가 있었

으며 22명(55.0%)은 종교가 없었다. 어머니 응답자의 경우 78명(65.0%)

은 종교가 있었으며 42명(35.0%)은 종교가 없었다. 아버지에 비해 어머

니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부모가 지각한 주관적 소득

수준을 보면 아버지 응답자의 경우 보통이 18명(45.0%)으로 가장 높았으

며 낮음 15명(37.5%), 높음 5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응답자

의 경우 보통이 55명(45.8%), 낮음이 45명(37.5%), 높음이 19명(15.8%)

순으로 나타났다.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가 자녀의 장애에 대해 산전에 미리 알고 있었

는지 여부는 <표 Ⅳ-3>과 같다. 자녀가 장애임을 알고서도 낳고 기르는

경우는 127명(79.4%)이었다. 부모가 산전에 자녀의 장애 여부를 알지 못

하고 출생 뒤에 알게 된 경우는 26명(16.3%)이었다.

<표 Ⅳ-3> 자녀의 장애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

단위 : 명(%)

다운증후군 자녀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4>에 제시하였다. 전체 다

운증후군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89명(55.6%), 여아가 71명(44.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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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빈도(%)

성별
남 89(55.6)

여 71(44.4)

연령

8세 미만 53(33.1)

8세 이상 ～ 14세 46(28.8)

15세 이상 ～ 20세 61(38.1)

출생순위

첫째 70(43.8)

둘째 61(38.1)

셋째 23(14.4)

넷째 이상 3(1.8)

장애

종류1)

심장이상 63(39.4)

청력이상 16(10.0)

시력문제 58(36.3)

연령은 8세 미만이 53명(33.1%)이며 8세 이상 14세 미만이 46명(28.8%)

이고 15세 이상에서 20세까지가 61명(38.1%)이었다. 다운증후군 자녀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70명(43.8%)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가 61명(38.1%),

셋째가 23명(14.4%), 넷째 이상이 3명(1.8%)이었다. 다운증후군 자녀가

출생 시 혹은 출생 이후에 가지고 있는 장애의 경우 심장이상이 63명

(39.4%)로 가장 많았으며 시력문제(시력·안구진탕 등)가 58명(36.3%), 치

아문제가 45명(28.1%), 갑상선 기능문제와 근골격계 문제가 17명(10.6%),

성형외과적 문제가 9명(5.6%), 신경계 문제가 6명(3.8%), 기타 20명

(12.5%)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자녀의 장애로 백혈병, 간질, 수면

장애 등이 보고되었다. 중복 장애가 1개인 경우 59명(36.9%)로 가장 많

았으며 2개 이상이 38명(23.8%), 0개가 30명(18.8%), 3개가 19명(11.9%),

4개 이상이 14명(8.7%)이었다. 전체 평균 중복 장애 수는 1.57개

(SD=1.23)이었으며 범위는 1～6개였다.

<표 Ⅳ-4> 다운증후군 자녀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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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기능문제 17(10.6)

치아문제 45(28.1)

근골격계 문제 17(10.6)

신경계 문제 6(3.8)

성형외과적 문제 9(5.6)

기타 20(12.5)

중복장애

개수

0 30(18.8)

1 59(36.9)

2 38(23.8)

3 19(11.9)

4개 이상 14(8.7)

1) 중복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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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의 질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측정하였는지 제

시한다.

이 연구의 연구 도구는 부모용 질문지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영역은 부모의 삶의 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있고 두 번째

영역은 부모지각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영역은 부모

의 양육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부모의 인구 사회학

적 특성에 대한 질문이 해당된다. 본 조사에 사용된 연구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Gutierrez(2006)의 논문에 수록된

Abidin(1995)의 PSI-FS(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과 Berry

와 Jones(1995)의 PSS(The Parental Stress Scale)에서 연구에 사용할

문항을 수정·보완한 류다형(2012)의 척도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PSI-FS에서 부모의 역할부담,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 상호작용 스트레스 5문항, PSS에서 자녀에 대한 인식, 자녀

양육에 대한 만족,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6문항을 포함하였으

며 류다형(2012)이 추가로 만든 문항에서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 자녀양

육에 필요한 지식에 대한 지각, 자녀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4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는 5점, 조금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5첨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긍정적인

문항인 1, 2, 7, 10, 11, 13, 14번 문항은 역채점 하여 총점을 분석에 사용

하였다.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이다.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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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을 의미

한다.

본 설문지의 타당도는 지도교수 및 유아교육 전문가 3명에 의해 검증

받았다. 신뢰도는 Cronbach의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는데 .86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 스트레스의 신뢰도는 <표 Ⅳ

-5>에 제시하였다.

<표 Ⅳ-5> 장애자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구성영역 문항수 점수의 범위 신뢰도

양육 스트레스 15 15～75 .86

2) 부모지각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Behr, Murphy와

Summer(1992)에 의해 고안된 캔사스 목록(Kansas Inventory of

Parental Perceptions : KIPP) 중 긍정적 기여 척도(Positive

Contribution)를 연구자가 직접 번역한 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장애자녀 부모

를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대상에게도 그 타

당성과 유용성을 적용할 수 있다.

원 척도는 장애자녀 양육경험을 통한 배움 7문항, 행복과 만족감 6문

항, 가족 역량의 강화 7문항, 삶의 목적 이해 4문항, 미래 문제 인식 3문

항, 인격적 성숙 7문항, 사회적 지원망 확장 5문항, 직업관련 능력향상 4

문항, 자부심과 협력 7문항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원 척도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번역하여 사용하되 예비

조사를 통해 의미가 중복되는 7문항은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 최종적

으로 사용된 문항은 장애자녀 양육 경험을 통한 배움 7문항, 행복과 만

족감 4문항, 가족 역량의 강화 7문항, 삶의 목적 이해 4문항, 미래문제

인식 2문항, 인격적 성숙 5문항, 사회적 지원망 확장 4문항, 직업관련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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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측정 개념

장애자녀 양육경험을

통한 배움

장애자녀 및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인에 대한

공감 및 이해

행복과 만족감 자녀로 인한 기쁨과 행복

가족 역량의 강화 가족의 결속력 강화 및 수용

삶의 목적 이해
삶의 목적과 모든 자녀들의 사랑받을 필요성

지각

미래 문제 인식 미래를 위한 준비

인격적 성숙 장애자녀를 양육을 통한 성장

사회적 지원망 확장 타인과 사회적 교류의 증가

직업관련 능력향상 직업에 대한 능력향상과 관점의 변화

자부심과 협력
가족 간에 서로 협력하고 자녀의 성취에 자랑

을 느낌

력향상 4문항, 자부심과 협력 6문항으로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0

번, 11번, 19번과 23번의 경우에는 원척도에서 자녀가 4세 이상에게 적용

되는 문항으로 분석 시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지각 측정 문항의

측정개념은 <표 Ⅳ-6>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Ⅳ-6> 부모지각의 하위영역과 측정개념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는 4점, 그렇다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

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한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부

모의 지각 점수의 범위는 43점에서 172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설문지

의 타당도는 지도교수 및 유아교육 전공자 3명과 특수교사 1명에 의해

검증받았다. 신뢰도는 Cronbach의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장애자녀 양육경험을 통한 배움 .77, 행복과 만족감 .74, 가족의 역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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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장애자녀 양육경험을

통한 배움
7 6,13,22,34,35,36,41 .77

행복과 만족감 4 7,17,27,42 .74

가족 역량의 강화 7 30,31,37,38,39,40,43 .88

삶의 목적 이해 4 1,24,28,29 .60

미래 문제 인식 2 9,18 .49

인격적 성숙 5 3,4,5,15,16 .76

사회적 지원망 확장 4 2,12,26,32 .73

직업관련 능력향상 4 8,14,21,25 .77

자부심과 협력 6 10,11,19,20,23,33 .75

전체 43 1-43 .95

화 .88, 삶의 목적 이해 .60, 미래 문제 인식 .49, 인격적 성숙 .76, 사회적

지원망 확장 .78, 직업관련 능력향상 .77, 자부심과 협력 .75이며 전체 .95

로 높은 편이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지각의 신뢰도는 <표 Ⅳ-7>

에 제시하였다.

<표 Ⅳ-7> 장애자녀 부모지각 측정 문항과 신뢰도

3) 장애자녀 가족의 삶의 질

장애자녀 가족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삶의 질(Beach

Center Family Quality of Life Scale : FQOL) 척도를 연구자가 직접 번

역한 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장애자녀 가족의 삶의 질을 다

방면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연구대상에게도 그 타당성과 유용

성이 적용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원 척도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번역하여 사용하였

다. 가족 상호작용 6문항, 자녀양육 6문항, 정서적 안녕 4문항, 물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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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호작용 장애자녀와 가족 간의 관계의 만족도

자녀양육
장애자녀 양육을 할 때 가능한 가족의 도움

의 정도

정서적 안녕 장애자녀 가족의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

물리적 · 물질적 안녕 장애자녀 관련 재정적, 물질적 등의 안정감

장애 지원 장애자녀를 위한 보조 및 지원 서비스

물질적 안녕 5문항, 장애지원 4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삶의 질

의 측정개념은 <표 Ⅳ-8>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Ⅳ-8> 삶의 질의 하위영역과 측정개념

장애자녀 가족의 삶의 질의 각 문항들에 대해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족의 느끼는 삶의 질이 어떠한지에 따라 매우 그렇다는 5점, 보통이다

4점, 조금 그렇다는 3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

점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총 삶의 질의 점수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

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장애자녀 부모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설문지의 타당도는 지도교수 및 유아교육 전공자 3명에 의해 검증

받았다. 신뢰도는 Cronbach의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가족 상

호작용 .93, 자녀양육 .81, 정서적 안녕 .78, 물리적 · 물질적 안녕 .80, 장

애지원 .80, 전체 .94로 높은 편이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삶의 질 척도

의 신뢰도는 <표 Ⅳ-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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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가족 상호작용 6 1-6 .93

자녀양육 6 7-12 .81

정서적 안녕 4 14,1516,18 .78

물리적 · 물질적 안녕 5 13,17,19,18,20,21 .80

장애 지원 4 22-25 .80

전체 25 1-25 .94

<표 Ⅳ-9> 장애자녀 부모의 삶의 질 측정 문항과 신뢰도

3. 연구절차

1) 사전조사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 2명과

특수교사 2인에게 문항 이해도와 적절성 및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하

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에서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설문지

를 수정하였으며 특수교사에게 문항을 재검토를 받았다. 설문지 작성의

소요시간과 문항의 구성 및 내용의 이해도를 검토하고 최종 설문지를 완

성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으며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2013년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되었

다.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다운복지관 1곳과 서울·경기·인천·강원도 소재

의 특수학교 14개교에 재학 중인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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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직접 혹은 기관에 설문내용과 설문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우편 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

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 요령이 기재된 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였으며 받

는 이의 주소가 적혀있는 반송봉투를 첨부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연구

자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최초 표집인원이

200명이었으나 연구 대상자의 수가 부족하여 50명을 추가로 하게 되었으

며 총 250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92부가 회수 되었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76.8%이었다. 연구자는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의 성실성 여부와 동의서의 동의여부를 파악한 후 총 160

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를 마친 후,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F검정,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적 특성, 양육 스트레스, 삶의 질, 부모의

지각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연구대상의 양육 스트레스, 삶의 질, 부모의 지각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및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부모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 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

의 주관적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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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방법으로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의 질에 대한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

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기술하고자 한다.

1.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의

질의 전반적 경향 (연구문제 1)

이 절에서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삶의 질, 부

모지각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실시한 결과를

<표 Ⅴ-1>에 제시하였다.

<표 Ⅴ-1>을 통해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

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

모의 양육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2.70점(SD=.64)이었다. 다운증후군 자녀

가 부모에게 미친 긍정적 측면에 대한 부모지각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전체 부모의

지각의 평균점수가 3.09점(SD=.43)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는 장

애자녀 양육경험을 통한 배움이 3.25점(SD=.44), 행복과 만족감이 3.26점

(SD=.54), 가족 역량의 강화가 3.26점(SD=.54), 삶의 목적 이해가 2.89점

(SD=.57), 미래 문제 인식이 3.22점(SD=.60), 인격적 성숙이 3.00점

(SD=.55), 사회적 지원망 확장이 2.91점(SD=.61), 직업관련 능력향상이

3.10점(SD=.55), 자부심과 협력이 2.89점(SD=.55)이었다. 즉, 부모의 지각

의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에 따르면 다운증후군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

는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고 가족 간의 역량의 강화를 가장 높은 수준으

로 지각하였다. 그 다음으로 장애자녀 양육경험을 통한 배움, 미래 문제

인식, 직업관련 능력향상, 인격적 성숙, 사회적 지원망 확장을 높게 지각

하였다. 이에 비해 자부심과 협력과 삶의 목적 이해는 낮은 수준으로 지

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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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

(N=160)

M(SD) 최소값 최대값

양육 스트레스 2.70(.64) 1.20 4.20

부모지각 3.09(.43) 1.54 4.00

하

위

영

역

장애자녀 양육경험을 통한 배움 3.25(.44) 2.00 4.00

행복과 만족감 3.26(.54) 1.75 4.00

가족 역량의 강화 3.26(.54) 1.71 4.00

삶의 목적 이해 2.89(.57) 1.75 4.00

미래 문제 인식 3.22(.60) 1.75 4.00

인격적 성숙 3.00(.55) 1.06 4.00

사회적 지원망 확장 2.91(.61) 1.00 4.00

직업관련 능력향상 3.10(.55) 1.00 4.00

자부심과 협력 2.89(.55) 1.33 4.00

삶의 질 3.97(.66) 1.44 5.00

하

위

영

역

가족 상호작용 4.21(.78) 1.00 5.00

자녀 양육 3.97(.71) 1.83 5.00

정서적 안녕 3.39(.90) 1.00 5.00

물리적 · 물질적 안녕 4.16(.79) 1.60 5.00

장애 지원 3.94(.82) 1.00 5.00

<표 Ⅴ-1>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의

질의 전반적 경향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의 질의 전체 평균점수는

3.97점(.66)이었다.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는 가족 상호작용 4.21점

(SD=.78), 물리적 · 물질적 안녕 4.16점(SD=.79), 자녀 양육 3.97점

(SD=.71), 장애지원 3.94점(SD=.82), 정서적 안녕 3.39(SD=.90)순이었다.

즉, 삶의 질의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에 따르면 전체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는 삶의 질 중에 가족 상호작용이 가장 높게 만족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물리적 · 물질적 안녕, 자녀양육, 장애지원, 정서적 안녕 순으

로 만족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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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

의 질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결과는 각각의 변수에 따라 제시하였다.

1) 다운증후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

지각, 삶의 질의 차이 (연구문제 1-1)

다운증후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과 삶

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Ⅴ-2>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Ⅴ-2> 다운증후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

지각, 삶의 질

범주

1-7세

(N =53)

8-14세

(N=46)

15-20세

(N=61) F

M(SD) M(SD) M(SD)

양육 스트레스 2.66(.65) 2.74(.66) 2.70(.63) .10

부모지각 3.05(.49) 3.12(.43) 3.10(.38) .36

하

위

영

역

장애자녀 양육경험을

통한 배움
3.17(.50) 3.33(.41) 3.27(.38) 1.35

행복과 만족감 3.28(.57) 3.27(.49) 3.24(.50) .22

가족 역량의 강화 3.23(.58) 3.25(.54) 3.29(.49) .29

삶의 목적 이해 2.75(.60) 2.98(.53) 2.93(.55) 2.43

미래 문제 인식 3.23(.67) 3.20(.62) 3.22(.54) .00

인격적 성숙 2.88(.58) 3.00(.57) 3.09(.51) 4.12*

사회적 지원망 확장 2.94(.70) 2.89(.60) 2.89(.54) .25

직업관련 능력향상 3.07(.58) 3.14(.60) 3.11(.50) .14

자부심과 협력 2.91(.55) 2.92(.59) 2.84(.53) .41

삶의 질 3.88(.80) 4.01(.61) 4.02(.54) 1.3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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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자녀의 연령과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지각, 삶의 질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Ⅴ-2>와 같이 F검정을 실시하

였다.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1-7세 자녀의 평균점수는 2.66점(SD=.65),

8-14세는 2.74점(SD=.66), 15-20세는 2.70점(SD=.63)으로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지각의 경우 자녀가 1-7세인 경우는 3.05점(SD=.49), 8-14세의 경

우는 3.12점(SD=.43), 15-20세인 경우에는 3.10점(SD=.38)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지각의 하위영역 중, 인격적

성숙의 평균점수의 경우 자녀가 1-7세인 경우 2.88점(SD=.58), 8-14세의

경우는 3.00점(SD=.57), 15-20세인 경우에 3.09점(SD=.51)이며 연령이 증

가할수록 인격적 성숙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4.12, p<.05). 장애자

녀 양육 경험을 통한 배움의 경우 1-7세는 3.17점(SD=.05), 8-14세는

3.33점(SD=.41), 15-20세의 경우 3.27점(SD=.38)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행복감과 만족감의 경우 1-7세는 3.28점

(SD=.57), 8-14세는 3.27점(SD=.49), 15-20세는 3.24점(SD=.50)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 역량의 강화의 경우

1-7세는 3.23점(SD=.58), 8-14세는 3.25점(SD=.54), 15-20세는 3.29점

(SD=.49)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삶의 목적 이해

의 경우 1-7세는 2.75점(SD=.60), 8-14세는 2.98점(SD=.53), 15-20세는

2.93점(SD=.55)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미래

문제 인식의 경우 1-7세는 3.23점(SD=.67), 8-14세는 3.20점(SD=.62),

15-20세는 3.22점(SD=.54)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사회적 지원망 확장의 경우 1-7세는 2.94점(SD=.70), 8-14세는

2.89점(SD=.60), 15-20세는 2.89점(SD=.54)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관련 능력향상의 경우 1-7세는 3.07점(SD=.58), 8-14

세는 3.14점(SD=.60), 15-20세는 3.11점(SD=.50)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자부심과 협력의 경우 1-7세

는 2.91점(SD=.55), 8-14세는 2.92점(SD=.59), 15-20세는 2.84점(SD=.53)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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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삶의 질의 경우 자녀가 1-7세

의 경우 3.88점(SD=.80), 8-14세인 경우 4.01점(SD=.61), 15-20세는 4.02

점(SD=.54)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합해보면 다운증후군 자녀의 연령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로 인해 인

격적 성숙에 기여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는 인내와 자신

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면서 인격적 성숙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의 질의 차이 (연구문제 1-2)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

시한 결과는 <표 Ⅴ-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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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의 질

범주

아버지

(N=40)

어머니

(N=120) t

M(SD) M(SD)

양육 스트레스 2.77(.60) 2.67(.66) .89

부모지각 3.00(.40) 3.12(.44) -1.56

하

위

영

역

장애자녀 양육경험을 통한 배움 3.18(.42) 3.28(.44) -1.21

행복과 만족감 3.18(.47) 3.29(.53) -1.24

가족 역량의 강화 3.16(.43) 3.29(.57) -1.48

삶의 목적 이해 2.70(.56) 2.95(.56) -2.42**

미래 문제 인식 3.16(.58) 3.23(.61) -.64

인격적 성숙 2.95(.54) 3.01(.56) -.66

사회적 지원망 확장 2.73(.56) 2.96(.61) -2.12*

직업관련 능력향상 3.05(.55) 3.12(.56) -.70

자부심과 협력 2.81(.52) 3.91(.56) -1.02

삶의 질 3.92(.53) 3.98(.7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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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지

각,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Ⅴ-4>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아버지의 경

우 2.77점(SD=.60)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2.67점(SD=.66)이었으나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지각의 경우 전체점수는 아버지의 경우 3.00점

(SD=.40), 어머니의 경우 3.12점(SD=.44)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먼저 삶의 목적 이해의

경우 아버지는 2.70점(SD=.56), 어머니는 2.95점(SD=.56)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t=-2.42, p<.01). 사회적 지원망

확장의 경우 아버지는 2.73점(SD=.56), 어머니는 2.96점(SD=.61)으로 아

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t=-2.12, p<.05). 장애자녀 양육경

험을 통한 배움의 경우 아버지는 3.18점(SD=.42), 어머니는 3.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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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44)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행복과 만족감의

경우 아버지는 3.18점(SD=.47), 어머니는 3.29점(SD=.53)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족 역량의 강화의 경우 아버지는

3.16점(SD=.43), 어머니는 3.29점(SD=.57)이었다. 미래문제 인식의 경우

아버지는 3.16점(SD=.58), 어머니는 3.23점(SD=.61)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격적 성숙의 경우 아버지는 2.95점(SD=.54),

어머니는 3.01점(SD=.56)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직업관련 능력향상의 경우 아버지는 3.05점(SD=.55), 어머니는 3.12

점(SD=.56)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자부심과 협력의

경우 아버지는 2.81점(SD=.52), 어머니는 3.91점(SD=.56)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합해보면,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부모 스트레

스와 삶의 질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부모지각의 하위 영역인 삶의 목적

이해와 사회적 지원망 확장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삶의 목적 이해

와 사회적 지원망 모두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녀 양육

을 통해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

문에 삶의 목적에 관한 점수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원망의

경우 주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어머니가 자녀 양육 시에 주변

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

버지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아버지를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Gore, 2010)는 선행연구와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

3)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 스트레

스, 부모지각, 삶의 질 (연구문제 1-3)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수준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

지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결과는 <표 Ⅴ-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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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의 질

범주

고등학교

졸업이하

(N=74)

대학교 이상

(N=86) t

M(SD) M(SD)

양육 스트레스 2.79(.68) 2.62(.60) 1.72

부모지각 3.03(.47) 3.15(.40) -1.69

하

위

영

역

장애자녀 양육경험을 통한 배움 3.17(.48) 3.33(.38) -2.26*

행복과 만족감 3.20(.57) 3.32(.46) -1.51

가족 역량의 강화 3.21(.57) 3.30(.51) 0.98

삶의 목적 이해 2.80(.57) 2.96(.56) -.17

미래문제 인식 3.09(.67) 3.32(.52) -2.39*

인격적 성숙 3.02(.63) 2.98(.49) .42
사회적 지원망 확장 2.81(.62) 2.99(.59) -1.79

직업관련 능력향상 3.03(.59) 3.17(.52) -1.62

자부심과 협력 2.83(.55) 2.94(.55) -1.25

삶의 질 3.78(.70) 4.13(.57)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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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수준과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지각,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Ⅴ-4>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고등학교 졸

업이하는 2.79점(SD=.68), 대학교 졸업이상은 2.62점(SD=.60)이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지각의 전체 평균 점수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3.03점

(SD=.47), 대학교 졸업이상은 3.15점(SD=.40)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위 영역을 보면 장애자녀 양육경험을 통한 배움이 고

등학교 졸업이하가 3.17점(SD=.48), 대학교 졸업이상이 3.33점(SD=.38)이

며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대학교 졸업이상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다(t=-2.26, p<.05). 마찬가지로 미래 문제 인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하가 3.09점(SD=.67), 대학교 졸업이상은 3.32점(SD=.52)점으로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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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하에 비해 대학교 졸업이상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2.39,

p<.05). 행복과 만족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3.20점(SD=.57), 어

머니는 3.32점(SD=.46)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가족 역량의 강화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3.21점(SD=.57), 대

학교 졸업이상은 3.30점(SD=.51)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

다. 삶의 목적 이해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2.80점(SD=.57), 대학교

졸업이상은 2.96점(SD=.56)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인

격적 성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3.02점(SD=.63), 대학교 졸업이상

은 2.98점(SD=.49)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사회적 지원

망 확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2.81점(SD=.62), 대학교 졸업이상은

2.99점(SD=.59)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관련 능력향

상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3,03점(SD=.59), 대학교 졸업이상은 3,17

점(SD=.52)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자부심과

협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 2.83점(SD=.55), 대학교 졸업이상은 2.94

점(SD=.55)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삶의 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3.78점(SD=.70), 대학교 졸업이상

은 4.13점(SD=.57)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대학교 졸업이상

보다 삶의 질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t=-3.46, p<.01).

종합해 보면,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수준은 양육 스트레스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모지각 중 하위영역인 장애자녀 양육경

험을 통한 배움과 미래문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삶의 질의

경우에도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경

향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Thompson et al,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4)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종교유무에 따른 양육 스트레

스, 부모지각, 삶의 질의 차이 (연구문제 1-4)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종교유무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

지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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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표 Ⅴ-5>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Ⅴ-5>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종교유무에 따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의 질

범주

있음

(N=95)

없음

(N=64) t

M(SD) M(SD)

양육 스트레스 2.62(.70) 2.79(.54) -1.69

부모지각 3.12(.44) 3.06(.42) .92

하

위

영

역

장애자녀 양육경험을 통한 배움 3.25(.43) 3.27(.45) -.34

행복과 만족감 3.28(.51) 3.23(.53) .56

가족 역량의 강화 3.28(.57) 3.23(.49) .53

삶의 목적 이해 3.11(.53) 2.56(.46) 7.09***

미래 문제 인식 3.21(.62) 3.23(.59) -.30

인격적 성숙 2.98(.58) 3.02(.51) -.41

사회적 지원망 확장 2.92(.57) 2.90(.65) .26

직업관련 능력향상 3.14(.55) 3.06(.54) .97

자부심과 협력 2.89(.56) 2.89(.55) .02

삶의 질 4.01(.69) 3.91(.61) .96

***p<.001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종교유무가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지각,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Ⅴ-5>와 같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종교가 있을

경우 2.62점(SD=.70), 없을 경우 2.79점(SD=.54)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지각의 전체 평균을 보면 종교가 있을 경우 3.12점(SD=.44), 없을

경우 3.06점(SD=.42)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위영

역을 보면 삶의 목적 이해가 종교가 있는 경우 3.11점(SD=.53)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 2.56점(SD=.46)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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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7.09, p<.001). 장애자녀 양육

경험을 통한 배움은 종교가 있을 경우 3.25점(SD=.43), 종교가 없을 경우

3.27점(SD=.45)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행복과 만족

감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3.28점(SD=.51)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

3.23점(SD=.53)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족 역량의

강화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3.28점(SD=.57)이며 종교가 없는 경우

3.23점(SD=.49)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미래문제

인식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3.21점(SD=.62), 종교가 없는 경우 3.23점

(SD=.59)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격적 성숙의 경

우 종교가 있는 경우 2.98점(SD=.58), 종교가 없는 경우 3.02점(SD=.51)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사회적 지원망 확

장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2.92점(SD=.57), 종교가 없는 경우 2.90점

(SD=.65)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관련

능력향상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3.14점(SD=.55), 종교가 없는 경우

3.06점(SD=.54)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마

찬가지로 자부심과 협력도 종교가 있는 경우 2.89점(SD=.56), 종교가 있

는 경우 2.89점(SD=.55)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삶의 질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4.01점(SD=.69), 종교가 없는 경우

3.91점(SD=.61)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종교유무에 따른 양육 스트

레스와 삶의 질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모의 지각의 하

위영역인 삶의 목적 이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의 유무가

장애자녀 양육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김은서 · 박승희, 2007, 유혜경, 2007; Flaherty & Glidden, 2000;

Gallagher, Cross, & Scharfman, 1981; Poston & Turnbull, 2004).

5)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주관적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의 질의 차이 (연구문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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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주관적 소득수준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

스, 부모지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결과는 <표 Ⅴ-6>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Ⅴ-6>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주관적 소득수준에 따른 부모

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삶의 질

범주

높음(a)

(N=24)

보통(b)

(N=73)

낮음(c)

(N=60) F Scheffe

M(SD) M(SD) M(SD)

양육 스트레스 2.36(.51) 2.56(.65) 2.99(.57) 24.36*** c<a.b

부모지각 3.23(.41) 3.16(.39) 2.96(.48) 9.09** a>c

하

위

영

역

장애자녀 양육경험을

통한 배움
3.33(.40) 3.34(.42) 3.12(.45) 6.86*

행복과 만족감 3.39(.49) 3.33(.49) 3.13(.55) 5.71*

가족 역량의 강화 3.38(.52) 3.39(.48) 3.05(.56) 11.79** a.b>c

삶의 목적 이해 2.97(.63) 2.90(.54) 2.82(.58) 1.42

미래 문제 인식 3.29(.46) 3.34(.55) 3.04(.68) 5.67*

인격적 성숙 3.12(.51) 3.03(.47) 2.88(.65) 3.82

사회적 지원망 확장 3.13(.49) 2.99(.54) 2.73(.68) 9.56** a>c

직업관련

능력향상
3.18(.51) 3.12(.51) 3.04(.63) 1.22

자부심과 협력 3.17(.45) 2.90(.54) 2.78(.56) 8.20** a>c

삶의 질 4.35(.49) 4.16(.50) 3.61(.71) 36.19***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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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주관적 소득수준이 양육 스트레스와 부

모지각,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Ⅴ-6>와

같이 F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주관적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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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 경우 양육 스트레스는 2.36점(SD=.51), 보통인 경우 2.56점

(SD=.65), 낮은 경우 2.99점(SD=.5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주관적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증가하였다(F=24.36,

p<001).

부모지각의 전체 평균점수는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3.23점

(SD=.41), 보통인 경우 3.16점(SD=.39), 낮은 경우 2.96점(SD=.48)이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수준에 따른 부모의 긍정

적 지각에 대한 차이가 어느 집단의 차이에 의한 건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자녀

에 대한 긍정적인 부모지각이 높게 나타났다(F=9.09, p<.05). 하위영역을

보면 장애자녀 양육경험을 통한 배움이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3.33점(SD=.40), 보통인 경우 3.34점(SD=.42), 낮은 경우 3.12점(SD=.4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86, p<.05). 행복과 만족감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3.39점(SD=.49), 보통인 경우 3.33점(SD=.49),

낮은 경우 3.13점(SD=.55)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5.71, p<.05). 가족 역량의 강화의 경우 주관적 소득 수준이 높은 경

우 3.38점(SD=.52), 보통인 경우 3.39점(SD=.48), 낮은 경우 3.05점

(SD=.56)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1.79, p<.01).

Scheffe 사후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통인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미래 문제 인식의 경우 주관적 소

득수준이 높은 경우 3.29점(SD=.46), 보통인 경우 3.34점(SD=.55), 낮은

경우 3.04점(SD=.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67, p<.05).

사회적 지원망 확장의 경우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3.13점

(SD=.49), 보통인 경우 2.99점(SD=.54), 낮은 경우 2.73점(SD=.68)이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9.56, p<.01). Scheffe 사후분석

결과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주관적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사

회적 지원망 확장 수준이 더 놓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자부심과 협력

의 경우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3.17점(SD=.45), 보통인 경우 2.90

점(SD=.54), 낮은 경우 2.78점(SD=.56)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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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F=8.20, p<.01). Scheffe 사후분석결과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

은 경우 주관적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자부심과 협력수준이 높게 나

타났다. 삶의 목적 이해의 경우 주관적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2.97점

(SD=.63), 보통인 경우 2.90점(SD=.54), 낮은 경우 2.82점(SD=.58)로 나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인격적 성숙의 경우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3.12점(SD=.51), 보통인 경우 3.03점(SD=.47), 낮은

경우 2.88점(SD=.65)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관련 능력향상의 경우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3.18점(SD=.51),

보통인 경우 3.12점(SD=.51), 낮은 경우 3.04점(SD=.63)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삶의 질의 경우 주관적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4.35점(SD=.49), 보통인

경우 4.16점(SD=.50), 낮은 경우 3.61점(SD=.71)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6.19, p<.001). Scheffe 사후분석결과 주

관적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통인 경우 낮은 경우보다 삶의 질 수준이 높

게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주관적 소득수준에 따른 양

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고 부모의 장애자녀 양육에 긍정적 기여가

높으며 삶의 질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McCubbin &

McCubbin, 1993).

2.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

지각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2)

1)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과 삶

의 질의 상관관계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각 및 삶의 질 간

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상관분석 결과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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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표 Ⅴ-7>에 제시하였다.

<표 Ⅴ-7>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 및

부모지각의 상관관계

양육

스트

레스

부모지각
삶

의

질
배움

행복

만족감

가족

역량

삶의

목적

미래

문제

인격

성숙

사회

적지

원망

직업

능력

자부심

협력
전체

양육

스트레스
1

부

모

지

각

배움
-.34

**
1

행복

만족감

-.59

**

.68

**
1

가족

역량

-.50

**

.74

**

.76

**
1

삶의

목적

-.26

**

.49

**

.47

**

.49

**
1

미래

문제

-.25

**

.63

**

.58

**

.63

**

.42

**
1

인격

성숙

-.42

**

.61

**

.65

**

.65

**

.34

**

.61

**
1

사회적

지원망

-.41

**

.58

**

.65

**

.63

**

.44

**

.60

**

.63

**
1

직업

능력

-.37

**

.67

**

.69

**

.65

**

.45

**

.64

**

.72

**

.64

**
1

자존감

협력

-.53

**

.58

**

.71

**

.63

**

.39

**

.53

**

.60

**

.75

**

.62

**
1

전체
-.53

**

.84

**

.86

**

.87

**

.61

**

.75

**

.81

**

.82

**

.83

**

.82

**
1

삶의 질
-.60

**

.50

**

.54

**

.53

**

.36

**

.38

**

.35

**

.52

**

.39

**

.49

**

.57

**
1

**p<.01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지각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1

에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지각 전체(r=-.53,

p<.01), 삶의 질 전체(r=-.59, p<.01)와 부적상관 뿐만 아니라, 장애자녀

를 통한 배움(r=-.34, p<.01), 행복과 만족감(r=-.59, p<.01), 가족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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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0, p<.01), 삶의 목적(r=-.26, p<.01), 미래 문제 인식(r=-.25,

p<.01), 인격적 성숙(r=-.42, p<.01), 사회적 지원망(r=-.41, p<.01), 직업

능력향상(r=-.37, p<.01), 자부심과 협력(r=-.53, p<.01) 의 모든 과제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다운증후군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는 긍정적 지각 수준이 낮아지며 삶의 질도 낮아짐을 의미

한다.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

는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김수정, 2012; Hastings et al, 2005;

Stainton & Besser, 1998)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지각과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1에서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49, p<.01). 삶의 질과 부모지각의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장애자녀를 통한 배움(r=.50, p<.01), 행복과

만족감(r=.54, p<.01), 가족 역량의 강화(r=.53, p<.01), 삶의 목적 이해

(r=.36, p<.01), 미래 문제 인식(r=.38, p<.01), 인격적 성숙(r=.35, p<.01),

사회적 지원망 확장(r=.52, p<.01), 직업관련 능력향상(r=.39, p<.01), 자부

심과 협력(r=.49, p<.01) 전반에 걸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2)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통제변수와 양육 스트레스, 부

모지각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지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선행분석을 위해 변수간의 전반적인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의 <표 Ⅴ-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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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 및 부모지각

의 상관관계

자녀

나이

부모

성별

부모

교육

수준

종교

유무

주관적

소득수준

양육

스트레스

부모

지각
삶의 질

자녀나이 1

부모성별 .10 1

부모학력 -.17* -.10 1

종교 -.06 -.20* -.13 1

주관적

소득소득
-.07 -.03 -.40** .14 1

양육

스트레스
.03 -.07 -.17 .13 .37** 1

부모지각 .05 .12 .13 -.08 -.24** -.53** 1

삶의 질 .09 .04 .27** -.08 -.44** -.60** .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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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삶의 질과

정적 상관관계(r=.27, p<.01)을 나타냈으며 주관적 소득수준은 삶의 질과

부적 상관(r=-.44, p<.01)를 보였다. 즉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

모가 느끼는 주관적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삶의 질이 높게 지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회귀분석에는 삶의 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이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주관적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투

입하여 분석하였다.

3.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부모지각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3)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부

모지각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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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인구사회

학적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주관적 소득수준만

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회귀 분석의 기본조건들이 충족되는 지

살펴보았다. 산점도와 히스토그램을 통하여 오차의 등분산성과 정규성이

확인되었고, 자기 상관을 검사하기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살펴

본 결과 그 수치가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오차들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다중 공선성을 측정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본 결과 VIF 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

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

는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를 <표 Ⅴ-9>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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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연구모델 1

B S.E. β

통제

변수

부모의 교육수준 .16 .09 .13

주관적 소득수준 -.19 .07 -.20**

독립

변수
양육 스트레스 -.51 .07 -.51***

상수(B값) 5.50(.19)

R2 .42

Adjusted R2 .41

F 37.57***

<표 Ⅴ-9>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N=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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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연구모델 1의 설명력은 41%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연구모델 1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양육 스

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삶의 질의 변량을 41%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력은 β=-.50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

육 스트레스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부모의 삶의 질이 -.50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자녀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

의 질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이현지 · 김우호, 2011; Cummings, 1976)

와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한편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관적

소득수준만이 부모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부모가 지각하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질도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

계에서 부모지각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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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

계에서 부모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 3의 변인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간접

효과를 갖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절대값에

따라 매개역할을 보는 방법으로 검증하였으며 부모지각의 매개효과가 통

계적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통해 이루어졌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 시켜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연구에서

는 양육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야 한다. 둘째, 독립

변인은 매개 변인의 변량을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야 한다. 이를 이 연구

의 연구 모형에 적용하면,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가 부모지각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회귀 방정식에 넣었을 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매개변수는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이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그 영향력이 감소될 경우 부분 매개효과

를 갖는다고 본다(Baron & Kenny, 198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 부모지각을 회귀 방정식에 투입했을 때 부모지각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 이 때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삶

의 질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통계적으

로 유의하면 부모지각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이고, 유의성을 잃으면

부모지각이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전

체 부모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Ⅴ-10>에 제시한다. 세단

계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을 통제변수로 선정하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

스를 독립변수로, 삶의 질을 종속 변수로 하여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조

건들에 맞게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지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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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삶의 질 부모지각 삶의 질

β β β

통제변수

교육수준 .13

주관적

소득수준
-.20**

독립변수 양육 스트레스 -.51***

통제변수

교육수준 .06

주관적

소득수준
-.02

독립변수 양육 스트레스 -.51***

통제변수

교육수준 .11

주관적

소득수준
-.19**

독립변수 양육 스트레스 -.34***

매개변수 부모지각 .33***

상수(B값) 5.52(.27)*** 3.98(.20)*** 3.56(.47)

R2 .42 .28 .50

Adjusted R2 .41 .27 .49

R2 변화량 .42*** .28*** .50***

F 37.57*** 20.18*** 38.32***

선행연구에서 독립변인 및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자녀와 부모

의 인구 사회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삼았다. 다운증후군 자녀변인으로

는 자녀의 연령(1-7세=0, 8-14세=1, 15-20세=2), 그리고 부모의 성별(아

버지=0, 어머니=1), 부모의 교육수준(고졸이하=0, 대졸이상=1), 부모의 종

교여부(있음=0, 없음=1), 주관적 소득수준(상=0, 중=1, 하=2)이었다. 최종

적으로 회귀분석 전 단계에서 실시한 통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으로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주관적 소득수준

이 통제변수로 회귀분석에 투입되었다.

<표 Ⅴ-10>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의 삶

의 질의 관계에서 부모지각의 매개효과

**p<.01, ***p<0.01

먼저 연구모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1단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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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델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모두 투입한 것으로, 연구모델의 설명

력은 41%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 연구모델

은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연구모델의 설명력은 27%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 연구모델은 1단계 연구모델에서 매개변수인 전

체 삶의 질 변수를 추가한 모형으로, 이 연구 모델의 설명력은 49%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단계 연구모델과 비교하여 3단계 연구모델의 설명력 변화량은 .50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운증후군 자

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식에서 부모지각의 변수

를 추가로 투입하였을 대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전체 삶의 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삶의 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연구모델에서 매개

변수 성립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조건으로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삶

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β=-.51, p<.001). 두

번째 조건으로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매개변수인 삶의 질

에 유의한 영향을(β-.51, p<.001) 미쳐 2단계의 조건도 충족시켰다(2단

계).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부모지

각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전체 부모지각이 부모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

향력을 나타냈으나(β=.33, p<.001)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의 통계적 유의

성은 남아있으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3단계).

이러한 전체 부모지각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p<.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est statistic =-5.16, p-value=0.00). 따라서 전체 부모지각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한다

는 것이 검증되었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

의 질의 관계에서 부모지각의 매개효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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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부모지각의 부분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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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정적

인 측면에만 집중이 되어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했던 점과 자녀의 출

산 이전에 장애의 여부를 알거나 출산 후에 바로 자녀의 상태를 알게 되

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과 삶의 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 둘

의 관계를 장애 자녀의 양육 경험에 대한 부모지각이 매개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다운복지관 1곳과 서울·

경기·인천·강원도 소재의 특수학교 14개교에 재학 중인 다운증후군 자녀

를 둔 부모 16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자

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삶의 질, 부모지각에 대

해서 알아보았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는 장애자녀의 양육경험에 대체로 긍

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었다. 다운증후군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 양육을 통해서 인격적 성숙을 얻게 되었다고 보고하며,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삶의 목적의 이해, 사회적 지원망 확장

에서 높은 수준의 부모지각을 보였다. 사회적 지원망 확장의 경우 주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담

이나 주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점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와 장애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장애자녀 아버지들에게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Lundahl, Tollefson, Risser, & Lovejoy, 2008). 즉, 적극적으로 장애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들에게는 자녀의 장애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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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

로 보인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장애자녀 양육 경

험을 통한 배움, 미래 문제의 인식의 부모지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질도 높게 나타난다. 부모가 종교가 있는 경우에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

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은서 · 박승희, 2007). 종교의

경우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사회적 지원망과 위안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주관적 소득수준은 주관적 소득수준이 낮다고 느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는 장애자녀 양육경험

을 통한 배움, 행복과 만족감, 가족 역량의 강화, 미래문제 인식, 사회적

지원망 확장, 자부심과 협력의 지각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주관적

소득 수준은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자녀를 양육

하면서 들어가는 양육비나 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조건이

되면 안정된 양육과 삶의 질이 높다고 느낀다고 볼 수 있으며 주관적 소

득수준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지

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의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

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높

을수록 부모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부모지각의 전 하위 영역은 부모의

삶의 질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처럼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삶

의 질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긍정적

지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

스가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결론은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

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양육 스트레스의 결과로 볼 수도 있고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 사이에 매개되는 인과적인 여러 요인들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양육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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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선행연구(김수정, 2012;

황경열 · 고일영 · 용홍출, 2010)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지각

은 서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부모지각은 낮아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부모 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낮아진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Folkman & Moskowitz, 200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 지각은 삶의 질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영향력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성별, 부모의 종교여부, 주관적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하였

다. 이는 장애자녀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장

애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지각이 매우 중요하며 부모가 양육경

험을 통해 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가족의 삶의 질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지각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가 성공적인 적응을 한다는 인지적 적응 이론(Cognitive

Adaptation Theory)에 근거하며 선행연구(김수정, 2012; Taunt &

Hastings, 200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넷째,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 지각은 다운증후군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의 삶의 질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이는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동일하

다고 가정했을 때, 부모지각이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자

녀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강화하고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모

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다운증

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과 삶의 질을 규명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기존의 장애자녀의 양육경험에 대한 부모의 부정

적인 경험에 치중하여 편향된 시각으로 연구가 이루어 진 점을 보완하고

자 하였다. 국내의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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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의 긍정적 지각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으며 진행된 연구들은 대부

분이 단편적인 영향 정도만 살펴보았다(김수정, 2012). 이러한 점을 보완

하여 이 연구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에서 부모의 긍정

적 지각이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검증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양육

하면서 부모의 양육경험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갖게 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

연구가 토대가 되어 주리라고 기대한다.

둘째, 이 연구는 최근 선천 희귀병 자녀의 출생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운증후군 자녀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 연

구들이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와 같이 장애의 큰 범주나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장애범주를 대상으로 연구가 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였다.

자녀의 장애특성에 따라 부모가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고 자녀에

대해 생각하는 지각이 다를 수 있다. 특히 다른 장애와 달리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임을 인지하게 되는 다운증후군 자녀의 경우 다른 장애와 다

른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Cunningham, 1996; Hodapp, 2007)에 근거

하여 살펴보았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삶의 질,

부모의 긍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살펴봄에 따라 다운

증후군 부모의 양육 경험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애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에서 교

사는 장애자녀와 부모를 접하게 되므로, 이 연구가 교사에게는 장애자녀

부모의 양육경험을 이해하고 부모들을 지지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모

교육에 대한 기초정보를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결론을 일반화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으로

후속연구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인천·강원도 지역의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제한으로 인해 모든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연구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표집을 통해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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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 응답자의 비율이 아버지 응답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많아 부모를 대표한 응답으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추후 연구

에는 보다 아버지 표집수를 늘리거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다운증후군 자

녀 양육 경험과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또한 일부 응답에는 조부모나 친

척이 다운증후군 자녀의 주 양육자이기도 하였다. 추후연구에는 가족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의 조부모, 형제

자매 등 다양한 가족구성과 구성원들의 다운증후군 자녀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Stoneman, 2005; Van Riper,

2000).

둘째, 이 연구에서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

의 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각에 대해 부모 스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양적연구로 진행되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각

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이 점수로 객관화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 대해

서 피상적인 언급만이 연구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이 자

신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반응할 경우 연구자에게 낙인이 된다고 보고 긍

정적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경험과 자녀에 대한 지각에

대해 알기 위해 포괄적인 접근을 위한 질적 연구의 병행이 수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에 대한 질적 연구도 함께 진행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인터뷰, 수기나 일

기장 포트폴리오(김미영, 2008; 박남주, 2013; 정금란, 2009; Durmaz,

Cankaya, Durmaz, Vahabi, Gunduz, Cogulu, & Ozkinay, 2011; Gray,

2006; Henn & Piccinini, 2010; Hornby, 1992; King, Scollon, Ramsey, &

Williams, 2000; Tadei, 2012) 등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의 전반적인 기록

과 부모의 인식의 변화과정을 알아보면 더 풍부한 연구가 될 것이며, 다

운증후군 자녀와 부모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정 및 프로그램 마련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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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

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로 인한 부모의 긍정적 지각에 따라 부모의

삶의 질이 달라짐을 밝힘으로써, 부모가 다운증후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의 기반 마련 및 자녀와 부모를 지원을

위한 복지 정책 수립 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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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다운증후군 자녀 부모의 삶의 질

연구 책임자명 : 김윤혜 (사범대학, 석사과정)

이 연구는 다운증후군 자녀 부모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다운증

후군 자녀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

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김윤혜 연구원 (김윤혜, ***-****-****) 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

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

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

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에서는 다운증후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부모의 삶의 질에 대

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운증후군 자녀 양육 경험의 긍

정적 측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부모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다운증후군 자녀를 가진 부모 200명(아버지 100명, 어머니 100명)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께서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게 될 것이며 소요시간은 약 

15분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기관이나 가정에서 이루어 질 것

입니다. 설문이 완료된 이후에는 본 연구자에게 직접 주시거나 동봉된 봉투에 

넣어서 우편, 혹은 설문내용을 보내드린 이메일으로 회신하여 보내주시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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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설문조사는 1회로 약 15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

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설문문항의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이며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야기하거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만한 문항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

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

가 제공하는 정보는 연구자와 실무 관계자들에게 자녀교육프로그램 및 부모지

원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

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박혜준 교수 (**-***-****)입니다. 저희

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

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

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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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문화상품권 5,000원권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

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윤혜                              전화번호: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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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

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

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

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

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

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만일 있을 경우

                                                                          

법정 대리인 성명(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입회인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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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지

부모용 설문지

부모님들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양육경험과 삶

의 질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

과 느낌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5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모든 설문에는 옳고 그른 정

답이 없습니다. 또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부모님들의 솔직한 응답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십시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구자 김윤혜 (*****@snu.ac.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박혜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사범대학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부교수

※ 본 설문에 앞서 응답자에 ∨표시 해주세요.

① 아버지 ②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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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삶의 질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평소 자신의 삶에 대해 드는 생각이나 느낌

을 가장 잘 표현한 곳에 ∨표 해주세요. 본 설문 내용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

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1 2 3 4 5

3 우리 가족은 문제를 같이 해결한다. 1 2 3 4 5

4 우리 가족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한다. 1 2 3 4 5

5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돌봐준다. 1 2 3 4 5

6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다. 1 2 3 4 5

7 우리 가족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배우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8 우리 가족은 아이들이 숙제와 활동을 하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9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사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

친다.
1 2 3 4 5

10 우리 가족은 아이가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가르친다. 1 2 3 4 5

11 우리 가족은 아이의 주변 사람들(친구, 선생님)을 안다. 1 2 3 4 5

12
우리 가족은 장애가 있는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13 우리 가족은 이가 아플 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 2 3 4 5

14 우리 가족을 지원해 주는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있다. 1 2 3 4 5

15 우리 가족은 취미생활에 일정시간을 쓴다. 1 2 3 4 5

16
우리 가족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1 2 3 4 5

17 우리 가족만의 자가용이 있어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1 2 3 4 5

18 우리 가족은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1 2 3 4 5

19 우리 가족은 아플 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 2 3 4 5

20 우리 가족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1 우리 가족은 집, 직장, 학교와 이웃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1 2 3 4 5

22 내 아이는 학교나 직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2 3 4 5

23 내 아이는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2 3 4 5

24 내 아이는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2 3 4 5

25
우리 가족은 내 아이를 위해 일하는 분들(예 : 특수교사, 의사 등)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1 2 3 4 5

※ 설문지 작성 요령 :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자녀(다운증후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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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아이로 인해 나는 종교적인 행사에 자주 참여한다. 1 2 3 4

2 내 아이로 인해 나는 친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1 2 3 4

3 내 아이로 인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 1 2 3 4

4 내 아이로 인해 나는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다. 1 2 3 4

5 내 아이로 인해 나는 인내를 배우게 되었다. 1 2 3 4

6 내 아이로 인해 나는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예: 장애인, 장애아동)대
한 이해의 폭이 늘었다.

1 2 3 4

7 내 아이는 주변을 즐겁게 한다. 1 2 3 4

8 내 아이로 인해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더 현실적이 되었다. 1 2 3 4

9 내 아이로 인해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1 2 3 4

10 내 아이가 우리 가족을 도와줘서 내 시간과 에너지가 줄었다. 1 2 3 4

11 나는 내 아이가 예술적인 활동(예: 그림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을 할 수 있
다는 것에 자랑을 느낀다.

1 2 3 4

12 내 아이로 인해 나는 다른 부모들(장애/비장애아 자녀 부모모두)과 공통된 입장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 1 2 3 4

13 내 아이로 인해 나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 감성이 증가하였다. 1 2 3 4

14 내 아이로 인해 내가 하는 일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15 내 아이로 인해 나의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 2 3 4

16 내 아이로 인해 나의 스트레스나 문제들에 더 잘 대처하게 되었다. 1 2 3 4

17 내 아이는 사랑이 넘친다고 생각한다. 1 2 3 4

18 내 아이로 인해 나는 가족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함을 알았다. 1 2 3 4

19 내 아이로 인해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 2 3 4

20 내 아이는 가정에 큰 도움을 준다. 1 2 3 4

21 내 아이로 인해 나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다. 1 2 3 4

22 내 아이로 인해 나는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1 2 3 4

23
내 아이가 신체적인 활동 (예: 달리기, 뛰기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1 2 3 4

24 내 아이의 존재는 신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해준다. 1 2 3 4

25 내 아이의 존재는 내가 하는 일에 새로운 관점을 준다. 1 2 3 4

26 내 아이는 내가 다양한(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도록 관심을 갖게 해준다. 1 2 3 4

27 내 아이는 내가 의욕과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1 2 3 4

28 내 아이는 내게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들이 사랑받을 필요가 있음을깨닫게 하였다. 1 2 3 4

29
내 아이가 있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깨달았다.

1 2 3 4

30 내 아이로 인해 가족 스스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1 2 3 4

31 내 아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1 2 3 4

2. 다음은 자녀 양육에 대한 문항입니다. 평소 자녀를 통해 얻게 된 생각이나 느낌

을 가장 잘 표현한 곳에 ∨표 해주세요. 본 설문 내용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

다.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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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 내 아이로 인해 친구관계가 더 넓어졌다 1 2 3 4

33
내 아이로 인해 가정에 많은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생겼다.
1 2 3 4

34 내 아이로 인해 나는 매우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다. 1 2 3 4

35 내 아이로 인해 나는 장애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1 2 3 4

36 내 아이로 인해 내 가족들은 장애문제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1 2 3 4

37 내 아이로 인해 나는 매일이 감사하다. 1 2 3 4

38 내 아이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더 친밀해 졌다. 1 2 3 4

39 내 아이로 인해 가족의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이 생겼다. 1 2 3 4

40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1 2 3 4

41
장애가 있는 형제와 함께 성장하면서 나의 아이들 역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다.

1 2 3 4

42 내 아이로 인해 나는 예상치 못한 기쁨을 얻었다. 1 2 3 4

43 내 아이로 인해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수용하게 되었다. 1 2 3 4

3. 다음은 양육경험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평소 자녀를 양육하면서 드는 생각이나 느

낌을 가장 잘 표현한 곳에 ∨표 해주세요. 본 설문 내용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

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2 내 아이는 내 말을 이해한다. 1 2 3 4 5

3 부모로서 책임과 역할이 부담스럽다. 1 2 3 4 5

4 아이와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이 힘들다. 1 2 3 4 5

5 아이를 돌보느라고 내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 1 2 3 4 5

6 아이를 돌보면 힘들다. 1 2 3 4 5

7 아이는 내게 애정의 대상이다. 1 2 3 4 5

8
아이가 예민해서 양육하기가 어렵다.

(예: 불규칙적인 식습관, 민감한 반응,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등)
1 2 3 4 5

9 아이가 있기에 앞으로 내 생활이 더 힘들 것이다. 1 2 3 4 5

10 아이 양육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충분하다. 1 2 3 4 5

11 나는 아이를 더 낳아 키우고 싶다. 1 2 3 4 5

12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1 2 3 4 5

13 우리 가족은 내가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을 준다. 1 2 3 4 5

14 아이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낫다. 1 2 3 4 5

15 양육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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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지 응답자 ① 아버지 ② 어머니 2. 귀하의 나이 만 세

3. 자녀의 성별 ① 남 ② 여 4. 자녀의 생일
년 월 일

(개월 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5. 자녀 출생순위
명의 자녀 중 째

(예 : 3명의 자녀 중 2째)
6. 주 양육자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조부모

④ 기타 ( )

7. 학력

아래 보기 중 최종 학력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없는 경우에는 기

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 ) 배우자 ( )

④ 초졸(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⑥ 기타 ( )

8. 직업

아래 보기 중 본인과 배우자에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적어주십시오.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 ) 배우자 ( )

① 전업주부 ② 생산·기능직 ③ 자영업 ④ 사무직 ⑤ 전문직

⑥ 판매·서비스직 ⑦ 파트타임 (1주 평균 노동시간 : 40시간미만)

⑧ 무직 ⑨ 기타 ( )

9. 가족 구성원

현재 자녀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해주

십시오.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형제자매 ⑥ 친인척

⑦ 기타 ( )

10. 종교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없음 ⑤ 기타 ( )

11. 가족 소득
가족의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12. 산전검사유무
① 실시 함

② 실시하지 않음
13. 산전검사종류

① 혈액검사 ② 초음파검사

③ 양수검사

④ 융모막검사(CVS)

⑤ 기타 (       )

14. 자녀가 현재 이용하는 치료기관(병원, 복지관 등) 수 ( ) 군데

15. 자녀가 현재 다니는

교육/보육기관

※ 미취학 아동인 경우

① 일반 어린이집(통합) ② 일반 유치원(통합) ③ 장애전담 어린이집

④ 특수학교 유치부 ⑤ 유아 특수학교 ⑥ 가정 내 보육

⑦ 복지관 ⑧ 기타 ( )

※ 초등학교 이상인 경우

일반학교 일반학급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④ 초등학교 ⑤ 중학교 ⑥ 고등학교

특수학교 ⑦ 초등학교 ⑧ 중학교 ⑨ 고등학교

⑩ 없음 ⑪ 기타 ( )

17. 자녀가 출생이후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

(중복표기 가능)

① 심장이상 ② 청력이상 ③ 시력문제(시력, 안구진탕 등)

④ 갑상선 기능문제 ⑤ 치아문제 ⑥ 근골격계문제 ⑦ 신경계문제

⑧ 성형외과적 문제 ⑨ 기타 ( )

4.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89 -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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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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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rends of parenting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parents of Down syndrome children depending on th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Furthermore, the study attempted to analyze

interactions between parenting stress, quality of life and positive perceptions,

as well as the impact that parenting stress had upon parents’ quality of life

and parents’ perceptions. Finally, the study aimed at finding out whether

parents’ perceptions had mediating effect upon the impa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quality of life.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a sample of 160 parent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studying in the Down Welfare Center in

Seoul, as well as special and general schools in Seoul, Gyeong-gi Province,

Incheon and Kangwon Province was selected. Using a questionnaire, data on

parents’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quality of life, level of parent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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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vel of positive perceptions were collected.

Using PASW Statistics 18,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including

frequency, shar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OVA, correlation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emographic variables (age of child, parents gender,

religion, parent educational level, subjective financial level)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was found among parenting stress, parents’ quality of life

and parents’ perceptions.

Secondly, parenting stres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parents’ quality of life

and their positive perceptions.

Thirdly, when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were controlled for,

positive perception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upon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quality of parents’ life.

This study found that quality of life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depended on th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Furthermore, not only did parenting stress have a direct effect upon parents’

quality of life and positive perceptions, but it also had a mediating effect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positive perceptions.

Thereby, it was confirmed that parenting stress from raising children with

Down syndrome affected positive perceptions about children, and positive

perceptions, in their turn, affected quality of parents’ life.

Key Words : Down syndrome, Parenting stress, Quality of life,

Parents’ per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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