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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urpose of c1arifying to what degree the mothers of developmentally delayed 
children are involved in treating their child at home. 193 mothers were sarnpled from 
220 mot.hers of developmentally delayed children below 12 years of age who have 
visited one of four institutions: the Rehabilitation Hospital of Yonsei Medical Center, 
lnchon Severance Hospital, Disabled Welfare Center in Myongil-dong, and Narnbu 
Disable0 Welfm:e H~l. The study period y.ras from ,Mar. }5, 1~95 thrquf{h Apr. ~5， 
1995.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lis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elopmental!y. delayed. chil#~n， their Il}others, mother’s satisfaction with their 
therapists, and the actua1 conditions of the home treatment. 
1. The mothers who treat their child at home for more than 31 minutes a day show 
a high involvement score, while the mothers of those who give treatment for less 
than 30 minutes a. day show a low involvement score. That is, the longer the 
treatment, the greater the involvement score. This indicat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p<O.on 
2. 1n cases where a child ’s father is involved in the home treatment. his/her mother 
discloses a statistically high involvement score(p<o.oon 
3. 패e result of an려y잉s of ca않s where other faririly members, relatives or friends (fathers 
앉cep뼈) reveals a sta디stically signi:ficant high involvement score(p<O.05) for the mother. 
4. Mothers in general represen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 involvement in home 
treatment. 1n the meantime, the mothers in a nuc1ear family show a higher 
Lnvo.1vement,in home trearment t~an f!1Ç)tþer~ in ~n extended family(p;:O,.O!\ 
5. Among those respondents who think that home treatment is helpful and that 
mothers I involvement in home treatment is helpful, the mothers recor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 involvement score(p<0.05). 
When seen from the above perspectives, it seems of much significance that fathers 
and other relatives or family memb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involvement of mothers in home treatment. One point to note here is that providing 
a long home treatment time is crucial. Therefore, ít ís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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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발딸장 애 (developmental disability)는 정 신 적 

이나 신체적 손상 또는 그것이 복합하여 발생 

하는 심한 만성적인 장애로 미국 보건법(1978) 

은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 아동들 

은 창조적인 능력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능 

력 을 방해 받는다(C머dwel1 둥， 1970; Denhoff, 

1981). 그중 운동발달의 지연은 초기에는 지연 

상태뜰 얄기도 어렵고 또한 뇌성마비， 정신지 

체， 시력 및 청력손실， 근육병변 둥 여러 질병 

에서 동반될 수 있다. 그리고 1세미만의 발달 

장애아동들은 1셰이후에 뇌성마비로 진단될 가 

능성이 있다(박경희， 1986). 발달장애아동과 뇌 

성마비아동의 재활치료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 

이는 방볍은 Bobath(1967)에 의한 치료방법과 

Vojta(안용팔 등， 1986)에 의 한 치 료방법 이 었 

다. 모든 치 료의 목표는 기 능활동의 향상에 있 

으며 치료는 치료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고， 일상생활 안에서의 치료가 보다 중요하 

다(Finnie ， 1974). 그러므로 하루종일 아동을 돌 

보아야 하는 가정 에서 부모의 역 할은 누구보다 

중요하다. 부모는 아동을 잘 알고， 누구보다 많 

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 

며 , 아동을 다루는 전문요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치료비용과 다른 서비스의 비용을 줄 

일 수 있다(이광응 둥， 1994). 또한 아이는 적 

절한 환경에 따라 동기유발을 가질 수 있으며 

(Murphy, 1991), 효율적 인 양육을 위 해 부모의 

가정 지 도가 필요하다(Klaus ， 1976). 

가정치료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집단과 교육 

받지 않은 집단의 비교에서 교육을 받은 집단 

의 발달장애아동이 운동발달 정도가 높았으며， 

부모의 가정치료도 오래 지속되었다 (Mayo, 

1981; Moxley-Haegert, 1983). Curtis(1951)는 

뇌성미비아동이 어른이 되어 직장을 얻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후 초기부터 부모가 얼 

마나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었느냐에 달려있 

다고 하였다. 그러 나 우리 나라 발달장애 아동의 

어머니는 가사일 외에도 장애자녀양육에 따 

른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장관식， 1986; 정 

청자， 1988)있는 반변에 아버지는 가사와 양 

육분담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어머 

니의 육체적 심리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 

정이다. 게다가 가정치료법을 배우고자 했던 

대상의 경제적 수준이 중 이하인 가정이 대 

부분이어서 높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신경식 둥， 1988). 그러나 외국의 경 

우 아버지의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가족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며 발달장애아동 

치료프로그램 참여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한 

다(Wendt 등， 1985). 

행동장애아동을 돌보는데 있어서도 아버지가 

참여한 가족들이 아버지가 참여하지 않은 가족 

들과 비교했을 때 더 오랜 기간 치료를 지속했 

고， 더욱 긍정적인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도 많은 업무들을 갖고 일 

하는 어머니， 혹은 가족애 대해 많은 역할들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 치료에 참여를 함 

에 있어서 이런 조건들이 눈에 띄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Stratton， 1985). 또한 가정치료 

를 할 경우에 많은 부모들은 기술부족을 느끼 

고 있다(강세융 둥， 1989). 그러므로 발달장애 

아의 치료는 부모와 치료사가 합심하여 치료를 

실시할 때 치료효과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Finnie, 1974). 

외국의 경우 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 

치료를 하고 계속적인 관찰을 하여 부모의 교 

육자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진 

적인 아이의 발달에 따라서 개개인에 맞는 치 

료를 제공하고 있다<Ross ， 1993; Brandt 둥， 

1980). 또한 치료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가족 상담원들의 지속적인 도 

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물리치료사가 그 

임무에 적절하다고 하였다(Wendt 동. 1985).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가정방문 물리치료사나 상담원 둥의 제도가 없 

어 그와 같은 역할을 병원이나 장애자복지관의 

치료사들이 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헌 고찰을 통해서 보면 외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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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발달장애아동의 치료교육에 있어서 부 

모의 참여 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나， 우리 나 

라는 아직 보호자 치료교육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연구논문이 부족 

하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구 

가 필요하려라 본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 

는 외국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구조 

도 다르고 발달장애아동이나 뇌성마비아동을 

위한 법적 조치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에 있어 

의료비 부담이 많은 우리나라 부모로서는 가 

정치료 교육을 받음으로써 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발달장애아통은 하루종일 어머 

니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특성상 어머니의 참 

여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어머니의 가정치료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외국에 비해 어머니의 역할이 과중하 

기 때문에 가정치료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가정치료가 잘 행해지고 있지 않 

은 실정이표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가정 

치료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요 

소가 어머니의 가정치료에 영향을 주는지 또 

한 물리치료사에 대한 어머니의 신뢰는 어떠 

한지를 알아봄으로서 향후에 발달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재활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첫째， 물떠치료사의 치료에 대한 발달장애아 

동 어머니의 만족도를 알아보고 

둘째， 가정에서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가정 

치료의 실태를 알아보고 

셋째， 발딸장애아동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 

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정치료 참여도는 장소나 환경이 바뀌더라 

도 발달장애아동의 어머니가 가정치료에 대해 

참여 하고자 하는 인식 이 있는 것을 말한다 

(Ross , 1993). 

ll.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는 1995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 

지 14일간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인천 세프란 

스병원， 명일동 장애자복지관 그리고 남부장애 

자 복지관 등 4군데 기관에 내원한 12세미만의 

발달장애아동올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1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하였 

다. 본 설문지는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5 
일간 사전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설 

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250매를 배포한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220매로 설문지 회수율 

88%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웅답내용이 불충 

분한 ?:l매를 제외한 나머지 193매를 분석하였 

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 

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는 뇌성마비 

아동의 관리에 있어서 부모 참여도를 연구한 

Ross (1993)둥의 연구를 번역한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내용을 수 

정 검토하였다. 이 설문지를 연구대상자가 아 

닌 발달장애아 어머니 30언에게 설문한 후， 결 

과를 보고 면담을 하여 그들의 용어에 맞게 내 

용 타당도를 확인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이 10운항， 아이의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이 8문항， 물리치료사의 치료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이 6문항， 부모의 가정 치 료 

의 참여도에 관한 사항이 7문항， 가정치료실태 

에 관한 사항이 12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플리 

치료사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사항과 

부모의 가정치료 참여도에 관한 사항의 측정은 

5단계 평정법으로 긍정적 문항 “매우 그렇다” 

는 5점， “매우 아니다”는 1점， 부정적 문항 “매 

우 아니다”는 5점， “매우 그렇다”는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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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물리치료사에 대한 만족도의 최대접 

수는 30점，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의 최대 

점수는 35점으로 하였다. 

3. 연구에 사용된 변수 

표1. 조사에 사용된 변수와 내용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가정 

치료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어머니 

의 일반적 특성， 아동의 일반적 특성， 치료 실 

태와 관련된 특성으로 분류하였고 각 특성에 

포함된 변수는 표 1과 같다. 

수
 

l 벼
」
 

내 용 

종속변수 

가정치료 참여에 대한 부모의 참여도 

독립변수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연령 

자녀수 

종교 

직업 

학력 

발달장애 아동의 일반적 특성 

아동의 연령 

성별 

신체장애부위 

기타특성 

남편직업 

월수입 

치료결과의 만족도 

치료사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 

가정치료실태 

5점척도 

만(연령) 

자녀수 

1.기 독교 2.천주교 3.불교 

4.기타 5.무교 

1.있다 2.없다 

1.대학원졸 2.대졸 3.전문대졸 

4.고졸 5.중졸 6.국졸 7 무학 

개월 

1.남 2.여 

1.사지마비 2.하지마비 3.펀마비 

4.기타 

1.상업， 서비스업 

2.회사원， 공무원 

3.전문직， 기술직 

가족 총월수입(만원) 

5점척도 

5점척도 

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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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의 일반적 특성 둥을 보기 위한 관련있는 

변수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기술통계 

그리고 t-검정， 분산분석을 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치료사에 대한 만족 

도와 부모들의 가정치료에 대한 참여도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4. 연구 및 분석의 틀 

이 연구는 발달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 

로 치료사에 대한 만족도와 가정치료 실태， 

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과 부모의 가 

정치료 참여도를 분석하고 이에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았다. 분석땅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의 일반적 특성， 발달장애아 

가정치료실태 

치료시간 
아버지의 참여여부 
치료협조자의 유무 
기타 특성 

돼
 도 

부
，
 

한
 

대
 족
 

예
 
” 사

 
료
 마ι
 

치
 

일반적 특성 

발달장애아동 어머니 
연령 
종교 
직업유무 
학력 

발달장애아동 
연령 
성별 
장애손상부위 

t-검정; 분산분석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 

그림1. 연구의 틀 

졸이상 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58명 (42%)으 

로 가장 많았고， 무교가 67명 (34.7%) , 불교가 

26명 (26%) ， 천주교가 42명 (21.8%)의 순었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26명<13.5%)이었으며， 직 

업이 없는 경우가 167명 (86.5%)이었다. 자녀 

수는 1명인 경우가 70명 (36.3%)， 2명인 경우 

가 114명 (59.1%)이었고， 3명 이상이 9명 (4.7%) 

이었다. 어머니가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건강 

상태는 건강하다고 대답한 어머니가 72명 

(37.3%) , 보통이라고 대답한 어머니가 102명 

(52.8%) , 건강하지 않다고 대답한 어머니가 

19명 (9.8%)이었다. 물리치료 교육을 받은 적 

이 있다고 한 경우가 77명 (40.1%)，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경우가 115명 (59.9%)이었다. 

28-

m. 연구결과 

가발달장애 아동 어머니들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연령， 학력， 

종교， 직업유무， 자녀수， 건강상태， 물리치료 

교육여부를 조사하였다(표 2). 조사대상자 193 
명 중 어머니의 연령 분포는 25세에서 46세까 

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33.08세였고， 31세부터 

35세 까지 는 86명 (44.6%), 36세 이 상은 63명 

(32.6%), 30세 미 만은 44명 (22.8%)으로 31세 

-35세가 ;’}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 94명 

(49.2%), 대졸이 85명 (44.5%)으로 대부분이 고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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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발달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일반적 특성 
(N=193) 

구 분 대상자수(영) 백분율(%) 

연령 

30세미만 44 22.8 
31세 -35세 86 44.6 
35세이상 63 32.6 

학력 

대졸이상 85 44.5 
고졸 94 49.2 
중졸이하 12 6.3 

종교 

기독교 58 30.1 
천주교 42 21.8 
불교 26 13.5 
무교 67 34.7 

직업유무 

없다 167 86.5 
었다 26 13.5 

자녀수 

하나 70 36.3 
걷t=E 114 59.1 
셋 이상 9 4.7 

건강상태 
건강하지않다 19 9.8 
보통이다 102 52.8 
건강하다 72 37.3 

물리치료 교육여부 

있었다 
77 40.1 

없었다 
115 59.9 

계 193 100.0 

(무응답 2명 제외) 

나. 발달장애아동의 일반적 특성 

아동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 연령， 출생순 

위， 진단명， 장애상태， 신체 손상부위， 치료적 

용도， 장애 발견시기， 물리치료 받은기간， 그 

리고 치료내용 등을 조사하였다(표3). 아동의 

성별은 남아 115명 (59.6%) ， 여아 78명 (40.4)으 

로 남아가 많았으며， 연령 분포는 2년 미만이 

42명 (21.8%), 2년 -4년 미 만이 72명 (37.3%) , 4 

년 -6년 미 만 37명 09.2%) , 6년 이 상이 42명 

(21.8%)으로 59.1%가 4년 미만이었다， 출생순 

위는 첫째가 116명 (60.4%)， 둘째 이상이 76명 

(39.4%)이었다. 진단은 발달장애가 31명 

06.1%), 뇌성마비가 131명 (67.9%) ， 기타가 31 
명 06.1%)이었다. 장애상태는 신체장애만 있 

는 경우는 86명 (44.6%) ， 중복장애가 있는 경 

우가 107명 (55.4%)이었다. 신체장애부위에 있어 

m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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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7명 (34.7)이었다. 물리치료를 받은기간에 

있어서는 l년 미만 46명 (24.0%) ， 1년 이상-3 

년 미 만 76명 (39.6%), 3년 이 상은 70l경 (36.5%) 
이었다. 치료를 받은 내용에 있어서는 보이타 

가 11명 (5.7%) , 보바스가 177명 (91.7%)으로 가 

장 많았고， 보이타와 보바스를 동시에 받은 

경우도 5명 (2.6%)이 있었다. 

서는 사지까비는 34명(17.6%) ， 하지마비는 78 
명 (40.4%)， 편마비는 34명 07.6%) ， 기타 47명 

(24.4%)은 대부분 운동발달이 전체적으로 떨 

어지는 아꽁이었다. 아동이 치료를 잘 적웅하 

는지에 대한 적웅도에 있어서는 중간정도가 

119명 (61.7%), 적 용을 잘하는 경 우가 65명 

(33.7%)으로 대부분 중간 이상이었다. 장애발 

견시기는 1 세 미만이 126명 (65.3%) ， 1세 이후 

(N=193) 
표3. 발달장애아동들의 일반적 특성 

백분율(%) 대상자수(명) 구분 

성별 
59.6 
40.4 

21.8 
37.3 
19.2 
21.8 

115 
78 

꺼
%
 
η
 ”
잉
 
꺼
%
 60.4 

9.4 

44.6 
55.4 

24.1 
39.6 
36.5 

17.6 
40.4 
17.6 
24.4 

65.3 
34.7 

16.1 
67.9 
16.1 

4.7 
61.7 
33.7 

116 
76 

86 
107 

뼈
 
% 
m 

잃
 
% 

싫
 깎
 

126 
67 

Q
“ n3 
Fhu 

--(b 

31 
131 

31 

3넓Fl럽미마 
5퍼-§퍼 01 화 
6년이흉 ’ ) 

출생순위 -

쩔짧이상 
진단명 

륨설調 
장애상태 

횡젤쳤해 
신체장애부위 

λ~Àlo~ 님| 

동 Àlo~ 1:l 1 

치다비 
아동의 치료적웅도 

적웅못함 

훌좋창옳 
장애발견시기 

f셉 ~l 훨 
물리치료 받은 기간 

$펼繼-3년미만 

홉 
연령 

5.7 
91.7 

2.6 

H m 
5 

100.0 193 

-30-

치료내용 
보이타 
보바스 
보이타+보바스 

계 

(무용답 1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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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의 일반적 특성 

가족의 일반적 특성으로 아버지의 직업， 수 

입， 가족 형태를 조사하였다(표 4). 아버지의 

직업은 상업， 서비스업이 86명 (44.6%)으로 가 

장 많았고， 전문직， 기술직이 56명 (29.0%) ， 회 

사원， 공무원이 43명 (22.3%)이고， 기타 8명 

(4.1%)이었다. 수입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108명 (60.0%)으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 미 만 

이 14명 (7.8%), 200만원 이 상이 58명 (32.2%)으 

로 대부분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159명 (82.4%)으로 대가족 34명 

(17.6%)에 비 해 많았다. 

표4. 발달장애아동의 가족 특성 
(N=193) 

구분 대상자수(명) 백분율(%) 

아버지의 직업 

회사원，공무원 

상업，서비스업 

전문직，기술직 

기타 

43 
86 
56 

8 

22.3 
44.6 
29.0 

4.1 

수입 

150만원미만 

150-200만원 

200만원이상 

”
H 

WM 

% 

7.8 

60.0 

32.2 

가족형태 

대가족 

핵가족 

34 
159 

17.6 
82.4 

계 193 100.0 

(무웅답 13명 제외) 

라. 기타 특성 으로 그럴 의사가 없는 경우 22명 (11.5%)보다 

기타 특성으로는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생긴 많았다. 가정치료를 해본 결과 어머니에게 도 

다면 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가정 움이 되었다고 답한 경우가 169명 (88%)으로 

치료활 해본 결과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 23명(12.0%) 

였다.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생길 경우 치료를 보다 많았다. 

받을 익사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169명 (88.5%) 

’ ’ 
i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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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발달장애아동의 치료에 관한 특성 

(N=193) 

구분 백분율(%) 대상자수(명) 

가정방문치료를 할것인지 의사여부 

한다 

안한다 

가정치료가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되었다 

안되었다 

계 

(무용답 2명 제외) 

2. 어머니의 물리치료 만족도 

가. 치료쩔과에 대한 만족도 

어머니가 인지한 치료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파 불만족은 11.9%(23명)， 보통은 

54.9%(100맹 ), 만족은 33.1%(64명 )로 나타났 

다. 

나. 물리치료사에 대한 만족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만족도의 범위는 최소 6 
점에서 최대 30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 연 

구에서는 18점에서 30점까지 나왔고 평균 

26.40 :t 2.96점으로 중앙값 24점을 기준해 약간 

높은 편이었다. 

3. 가정치료실태 

가. 발달장애아동의 가정치료 실태 

발달장애아동의 가정치료 실태를 살펴보면， 

치료시간은 30분 이하가 91명 (47.2%)이었고 

31분 이상이 102명 (52.8%)이었다. 가정치료시 

아버지의 참여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참여한 

다고 응답한 수는 106명 (54.9%) , 참여 하지 않 

는다는 대 답은 87명 (45.0%)으로 아버 지 가 가 

정치료에 참여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 

보다 많았으며 아버지를 제외한 치료 협조자 

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55명 (59.1%) ， 없다고 

169 

22 
88.5 

11.5 

169 

23 

193 

88.0 

12.0 

100.0 

용답한 사람은 38명 (19.7%)으로 나타났다. 가 

정치료에서의 치료 수행 형태를 살펴보면 일 

상 생활 중에서 수시로 시행 한다가 101명 

(52.6%)으로 가장 많았고， 시 간을 정 해서 시 

행하는 대상자는 46명 (24%) ， 횟수를 정해서 

시 행 하는 대 상자는 35명 (18.2%) , 가끔 병 원 에 

서만 시행하는 대상자는 10명 (5.2%)순이었다. 

가정치료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항목 

에서는 노력 및 힘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답한 

대상자가 84명 (44%)으로 가장 많았고， 감정처 

리의 미홉이 36명(18.8%)으로 그 다음 순이었 

으며， 시간부족 때문이라고 웅답한 대상자는 

29명(15.2%)이었다. 그외 기술부족이 22명 

(11.5%) , 자녀 및 엄마의 건강을 이유로 웅답 

한 사람이 20명 (10.5%)이었다. 

어머니가 가정치료에 대해 상담하는 횟수뜰 

묻는 항목에서는 매주 상담하는 대상자는 69 
명 (38.3%)으로 가장 많았고， 매 달 하는 대 상 

자는 58명 (32.2%)， 1년에 몇 번 상담한다는 

대답이 39명 (21.7%)순이었다. 그외 l년에 1번 

내지 2번 상답한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7명 

(3.9%), 그리고 전혀 안 하는 대상자도 7명 

(3.9%)이 있었다(표6). 

m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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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아동의 가정치료실태 표6. 

(N=193) 

백분율(%) 대상자수(명) 
H 

τ
 

구
 

47.2 
52.8 

91 
102 

30분이하 

31분이상 

치료시간 

45.1 
54.9 

87 
106 

아버지 참여여부 

불참 

참여 

19.7 
59.1 

38 
55 

치료협조자의 유무 

없다 

있다 

52.6 

24.0 
18.2 
5.2 

m 
얘
 ￡
 m 

가정치료 수행형태 

일상생활에 수시로 
시간을 정해서 

횟수를 정해서 

가끔， 병원에서만 

15.2 
11.5 
44.0 
10.5 
18.8 

m깅
 껑
 없
 m
ω
 
?$ 

가정치료 미실시 사유 

시간부족 

기술부족 
노력， 힘부족 

자녀및 엄마의 건강 

감정처리 미홉 

38.3 
32.2 
21.7 
3.9 
3.9 

% 
% 
% 
7 
7 

가정치료 상담횟수 

매주 

매달 

1년에 몇 번 
l년에 1번내지 2번 

전혀안함 

100.。193 계 

중 73%가 놀 때라고 했고， 전체 웅답자 193 

명 중 66%가 데리고 다니거나 이동할 때라고 

응답했으며， 전체 웅답자 193명 중 53%가 옷 

입고 벗을 때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표7). 

원
 

(무웅답 100명 제외) 

나.가정치료내용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아동에게 가장 많이 

적용하는 가정치료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 

대상자들에게 3가지 중복응답을 선택하도록 

요청 했으며 결과를 보면 전체 웅답자 1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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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아동에게 적용하는 가정치료내용 

구 분 

놀때 

데리고 다나거나 이동할 때 

옷입고 벗을 때 

먹을 때 

목욕할 때 

세수， 양치질할 때 

용변처리할 때 

잠잘 때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치료기관으로부터 얻 

었던 정보의 내용을 묻는 항목에서 대상자들 

에게 중복웅답을 제한없이 모두 선택하도록 

요청 한 결파 전체 웅답자 193명 중 96%가 아 

동의 상태에 대해 청보를 얻었다고 했고， 전체 

단위 :% 

% 

73 

66 

53 

35 

19 

17 

11 

5 

웅답자 19:3명 중 70%는 일상생활동작에 대해 

정보를 얻었다고 했으며， 전체 응답자 193명 

중 63%는 관절과 근육의 협동운동에 대한 정 

보를 얻었다고 웅답하였다(표8). 

표8. 장애아동 어머니가 치료기관으로부터 얻었던 정보의 내용 

구 분 

아동의 상태 

일상생활동작 

관절， 근육 협동운동 

발달단계에 맞춘 운동 

인지능력 

보조장구 

아동의 예후 

언어구강 

기타 

장애아판 어머니에게 가정치료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의료인의 조사에서 대상자들에게 3 

가지 중복웅답을 선택하도록 요청한 결과 전 

단위 :% 

% 

96 

70 

63 

58 
49 

44 
42 

37 

1 

체 웅답자 193명 중 99%가 물리치료사， 전체 

웅답자 193명 중 81%가 작업치료사， 전체 웅답 

자 193명 중 59%가 의사로 웅답 하였다(표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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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가정치료에 도움을 준 의료인 
단위 :% 

구 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사 

언어치료사 

사회사업가 

심리치료사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가정치료를 어떤 방법 

으로 실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상자들에 

게 3가지 중복응답을 선택하도록 요청한 결과 

선생님이 말로 가르쳤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 

% 
-% 

이
아
 
% 

강
 4 

2 

체 용답자 193명 중 93% , 선생님 이 설습으로 

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웅답자 193명 중 

91%,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었다고 용답한 대상 

자가 전체 웅답자 193명 중 32%이 었다(표10). 

표10. 선생님이 가르쳤던 가정치료의 방법 
단위 :% 

구분 % 

말 93 
실습 91 
필기 32 
추천도서 13 
-fj-'j% 12 
회의를 통해서 12 
기타 1 
뇨「;S nL 1 

다. 가정치료실태에 따른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의 범위는 최소 7 
점에서 최대 35점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연구 

에서는 14점에서 32점까지 였으며 평균 26.0 
:t 3.1점으로 중앙값 23을 기준해 약간 높았다. 

가정치료 시간에 따른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 

여도를 본 결과 하루에 31분 이상 치료를 해 

주는 대상자에서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가 

높았고， 하루에 30분 이하를 해 주는 대상자 

에서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가 낮아 치료 

시간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1). 

아버지의 참여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가정치 

료 참여도를 알아 본 결과 아버지가 가정치료 

에 참여한 경우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1). 

치료에 대한 조력자의 참여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를 알아 본 결과 

전체 대상자 193명 중 아버지의 참여를 제 

외한 93명 중에서 조력자가 있는 경우를 분 

석한 결과 조력자가 있는 경우 어머니의 가 

정치료 참여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표11). 

파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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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 

도를 알아보았다. 가족 특성 중 남편의 직업 

과 수입에 따른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으나， 가족형태에 

따른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핵가족에서의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 

여도가 대가족에서의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 

도 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0. 

기타 특성 중 가정방문 물리치료사의 필요여 

부에 따른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가정치료 

가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는 가정치료가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하는 대상자에서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 
여도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10. 

표11. 가정치료 실태에 따른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 

위: 점수 

구분 대상자수(명) 평굵±표준편차 t값 

치료시간 
30분이하 

31분이상 

아버지 참여 

불참 

참여 

조력자 참여 

가쪽형태 

없다 
있다 

대가족 

핵가족 

가정치료 도움의 여부 

있었다 
없었다 

계 

91 
102 

87 
106 

38 
55 

34 
159 

169 
23 

193 

25,3 :t3,2 
26,5 :t 2,9 

24 ,9:t3,0 
26,8 :t 2,9 

24,1:t 3,5 
25.6 :t 3.0 

24.5:t 3.1 
26.3 :t3.0 

26.3 :t 2.9 
23.4:t 3.7 

-2,8" 

-4.7'" 

-2.1' 

-2.9 

3.5' 

(우용답 100명 제 외 ) *p<0,05 **p<O,01 ***p<O.ool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학력， 종교， 

직업의 유푸， 자녀수， 건강상태， 물리치료 교 

육의 여부등과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동의 일반적 특성인 성， 연령， 출생순위， 진 

단명， 장애상태， 신체 장애 부위， 장애발견 시 

기， 물리치료 받은 기간 둥과 어머니의 가정 

36 

치료 참여도를 알아 보았으나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이외 가정치료 수행 

형태에 따른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와의 

관계， 가정치료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에 따른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와의 관계 동을 알 

아 보았으나 각 변수별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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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고찰 

발달(development)이 란 기 술의 습득 및 이 것 

이 세련되어져 가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보다 복잡성을 띄게 되는 것은 중추신경 계통 

의 성숙 및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이 두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 적절한 기능 발달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구본권， 1985). 장애아를 지속적으 

로 조기치료 하는 경우 장애를 예방하거나， 그 

장애정도를 감소 시키며， 일상생활과 연결하여 

기능적인 움직임을 가르칠 수 있으나， 현행 장 

애자를 위한 의료보장제도에선 경제적인 부담 

둥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치료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 장기로 계속되어지므로 가정치 

료가 바람직 하다. Mayo(1981)에 따르면 심 한 

발달장애아동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 아동이 가 

정방문 치료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상관없이 

중간 정도의 발달장애아동을 가진 어머니보다 

가정치료에 잘 참여 했다. 특히 중간 정도의 발 

달장애아동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아동이 

가정방문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가정방문치료 

를 받고 있지 않은 아동의 어머니보다 가정치 

료에 더욱 잘 참여했다. 본 조사에서는 장애 

심각도에 따른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는 고 

려하지 못했으나 장애상태에 대한 어머니의 가 

정치료 참여도， 신체장애 부위에 따른 가정치 

료 참여도를 조사해 보았으나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치료의 경우 가족 및 주위의 협조자 그 

리고 부모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가 

족적 배경은 아동의 사회 정서적 적웅에 있어 

서 중요한 요소(Kolin 등， 1971)인 데 본 조사의 

경우 아버지의 참여가 어머니의 가정치료의 참 

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중요성 

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틀이 좌 

절과 설땅을 경험하면서 통기의 감소를 보이고 

효과와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치료를 중단하고 

여러 기관을 돌아 다니는 둥 갈둥을 겪게 된 

다. 본 조사에 따르면 가정 치 료를 중단하는 이 

유로 노벽， 힘 부족이 웅답자의 44.5%, 감정처 

리 미홉이 웅답자의 18.85% 동을 들고 있어 

강세 윤 둥(988)의 조사에 의 한 가정 치 료시 느 

끼는 어려움으로 감정처리 실패， 기술， 시간부 

족 동을 제시한 것과 감정처리 미홉변에서 다 

소 흡사한 것으로 나타나， 치료시 아이가 울거 

나 거부할 때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은 치료의 

큰 방해가 됨을 알 수 있었다. 

Klaus(976)는 장애아의 적절한 환경과 효율 

적인 양육을 위해 가정지도를 강조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가정지도를 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일상생활에 수시로 수행해 준다 

에서 웅답자의 52.6%, 시간을 정해서가 웅답자 

의 24.0%로 어머니들의 많은 수가 가정지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적 

으로는 대부분 하루에 l시간 정도를 해 준다는 

웅답자가 193명 중 120명 (62.2%)으로 보아 마 

음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가정치료 시간을 많이 

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 

장애아의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많 

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White는 이런 부모 

가 가지는 어려움으로 심리적 육체적 긴장과 함 

께 유아의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부족과 장애아 

동에 적합한 육아방법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강조 

했고， 신경식 둥(988)에 따르연 부모의 자녀 양 

육과 재활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로 

로서 병 원의 진료상담이 47.7%로 가장 많았다. 

본 조사에서는 치료기관으로부터 받았던 아동의 

정보에 대해 중복용답을 모두 허용했을 때 아동 

의 상태라고 웅답한 대상자가 전체 193명 중 

96%, 일상생활동작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 

체 193명 중 70%, 관절 및 근육협동운동이라고 

웅답한 대상자가 전체 193명 중 63%, 발달단계 

에 맞춘 운동이라고 용답한 대상자가 전체 193 

명 중 58%, 인지능력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 193명 중 49%로서 비교적 다양한 정보를 

치료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 가정방문 물리치료사 제도가 생긴 

다면 가정방문 물리치료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웅답자의 88.5%가 하 

겠다는 웅답을 하였는데 이는 1985년 섬신 장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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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 실태조사에서 장애자가 원하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 중 가장 큰 것이 의료욕구이며 따 

라서 장애의 발생，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일치한다(박찬무， 1985). 그러므로 치료 
기관에서 혹은 정부차원에서 가정치료시간을 

늘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 

중 하나로 보험이 인정하는 가정방문 물리치료 

사 제도와 같은 새로운 정책올 통해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 

과를 보였던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의 내용 

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다시말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차이， 조금 그렇다와 매 

우 그렇다의 차이 동의 1점이 실제 상황에서는 

별 의미없는 차이로 받아 들여질 수도 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참여도를 평가하는 설문지의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다소 맞지 않아 평 

가에 별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수도 었다. 그러 

므로 발달장애아의 치료에 있어서 가족과 어머 

니의 협조나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하므로 우리 

나라에 맞는 어머니냐 가족에 대한 가정치료 

참여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인천 세브란스병원， 명일 

동 장애자복지관 그리고 납부 장애자복지관 둥 

4곳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모든 발달장애아동 

어머니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아올려 고려하지 못했던 장애심각도에 

따른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 발달장애아동 

의 IQ에 따른 어머니의 참여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던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대상자수를 좀 더 늘려 

서 여러 변수와의 관계를 재 연구해 보는 것이 

펼요하리라 생각된다. 

V. 결론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1995년 3월 25일 부터 4월 

15일까지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인천 세브란스 

병원， 명일동 장애자복지관 그리고 납부 장애 

자복지관에 내원한 12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 

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193명을 대상으로 발 

달장애아동 어머니와 발달장애아동의 일반적 

특성， 치료사에 대한 만족도와 가정치료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루에 31분 이상 치료를 해주는 대상자 

에서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가 높았으며， 

하루에 치료시간이 30분 이하를 해주는 대상자 

에서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가 낮아 치료시 

간이 많올수록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가 높 

았다(p<O.Ol). 

2. 아버지가 가정치료에 참여한 경우 어머 

니의 가정치료 참여도가 높았다(p<o.üOn 

3. 아버지의 참여를 제외한 치료의 조력자 
가 있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조력자가 있는 경 

우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가 높았다 

(p<O.05). 

4. 가족 형태와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핵가족에서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가 대가족에서 어머니의 가정 

치료 참여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O.Ol). 

5. 가정치료가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가정치료 참여도는 가정치료가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하는 대상자에서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 

여 도가 높았다(p<O.05).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어머니의 가정치료 

참여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아버지나 주위 조 

력자들로 부터의 도움 둥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치료 시간을 많이 부여하는 것이 중요했 

다. 가정치료는 주로 일상생활 중에 수시로 해 

주는 형태였지만 가정치료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가정치료를 

충분히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노력， 힘 부족 

이었고 많은 수의 어머니들이 가정방문 물리치 

료를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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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가족을 접근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족교 

육을 실시하거나 가족과 의료인의 만남을 주선 

하는 것이 펼요하며， 가정방문 물리치료사 제 

도가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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