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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가족을 상으로 장애인가족이 경험하는 가족스트 스가 가족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가족스트 스와가족 응의 향 계에서 가족건강성의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분석결과,장

애인가족이 경험하는 가족스트 스는 가족 응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족건강성을

투입한매개효과의 검증결과,가족스트 스가가족건강성을 매개로가족 응에 부 인 향을 미치는완

매개효과가 발견되었다.이를 토 로 가족스트 스 리 가족건강성 증진을 통한 장애인 가족 응을

한 제언을 제시하 다.

■ 중심어 : 장애인가족 가족스트레스 가족건강성 가족적응

Abstract

Thepurposeofthestudyistoexaminetheinfluenceoffamilystressonfamilyadaptation

andinvestigatethemediatingeffectoffamilystrengthontheassociationbetweenfamilystress

andfamilyadaptationofdisabledfamily.Asaresult,familystresshasalsobeenfrommultiple

regressionanalysisrevealedthatfamilystresshasasignificanteffectonfamilyadaptation

throughfamilystrength.Familystrengthisfoundtohaveafullmediationeffect.Insummary,

thefindingssuggestthatdisabledfamilywithhigherlevelsoffamilystressaremorelikelyto

havelowerfamilystrengthandlowerfamilystrengthdecreasestheprobabilityofconducting

familyadaptation.Basedontheseresults,theresearcherssuggestinterventionstrategiesthat

couldpreventfamilystress,familystrengthandfamily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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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 사회는 격한 변화를 겪어오면서 가족구성원

의수는감소했고가족의형태는다양화되었다.가족의

고유기능이라여겨졌던기능들이가족이외의기 으로

이 되고,가족에 한가치 도달라지면서가족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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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는 다른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24].특히

가족원 한사람이건강에문제가있어서장애를가질

경우,장애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의 공동의 문제가 되고,이에 따른 심각한

응상의 문제들을 가져오게 된다[17].

재 우리나라의 장애유형은 15개 유형으로 되어 있

으며,장애인구는지속 으로증가하고있다.보건복지

부[12]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출 율이

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로 2000년 3.09%,2005년

4.59%,2011년 5.61%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는

장애인구의증가와더불어새로운장애인복지수요 뿐

아니라장애인들의욕구 한다양화해짐으로 재사

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

장애는 증상,치료반응,경과 후가 개인마다 다

르고 만성화가 되면 재발이 잦아지기 때문에 가족 내

장애인을 둔 경우 가족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이상

으로 많은 고통과 부담을 가지게 된다.장애인 가족의

스트 스는가족의 기상황이 되어 한 처가 이

루어지지않으면가족이담당해온본래의기능을마비

시킬뿐아니라장애인과가족의 응에많은어려움을

가 시킨다[14].이 듯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변화와

기 개념이 두되면서 장애인의 가족스트 스와 함께

가족 응이 강조되고 있다.

가족스트 스는 가족기능에 있어서 실제 인 혹은

지각된요구와능력의불균형의상태로서가족과각구

성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발달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서불가피하게경험하게되는가족체계내의긴장과압

박이라 할 수 있다[38]. 부분의 장애인가족은 가족의

능력으로감당하기어려운상태에놓이면서심리 ,정

서 혼란을경험하게될뿐아니라,신체 ,정신 건

강을 받으면서 그들의 스트 스는 만성 인 긴장

상태로일반가족구성에비교할때클수밖에없다.따

라서장애인을둔가족은내부에서끊임없는요구와자

극에 응을잘하기 해서는장애인가족의신체 ,정

신 건강은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족건강성은 가족원간의 정 상호작용,가족원

간 갈등의 합리 해결,가족의 강 을 강조하는 개념

으로,가족내 건강성을바탕으로가족외부와의원만

한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24].건강한 가족은 잠재

인 성장 역을 가지고 있으며[42],성원들이 정

인상호작용과건강한정신을소유하고,공동체로서동

고동락하는 가족을 의미한다[19].지 까지 실시된 가

족건강성과 련된 연구들을 보면 성별,종교,경제

수 등 개인의 인구 사회학 변인과 결혼만족도,자

아존 감,우울 등 개인의 심리사회 변인을 다루는

연구[1][3][11]가일반 이었으며,장애인가족을 상으

로 한 연구는 미흡하 다.

가족 응성은 가족이 당면하는 상황 ,발달 과업

에 응해서변화할수있는정도를나타내는개념으로

가족 내에서 역동성을설명하고 가족구성원들 간의상

호작용 정도를 악할 수 있는 효과 인 개념이다[42].

장애인가족의 응과정은 장기 이어서 장애정도,가

족의건강성등에따라가족의 응은달라지며이러한

가족 응은 고정 이지 않고 끊임없이 조 과 응이

요구된다.그러나 지역사회 장애복지의 부분은 장애

인을 상으로집 되어 있고가족의부담과스트 스

를 여주는 로그램은매우부족한실정이다.최근에

장애인가족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있지만장

애인 가족 응에 한 연구는 가족탄력성,가족강인성,

가족자원,스트 스등[17][22][27][28]으로양과질측

면에서 부족하다.

따라서본연구는가족 련선행연구에서부족한장애

인 가족을 상으로 하 고,장애인가족의 스트 스와

가족건강성이가족 응에 요한변수임을고려하여,장

애인가족의스트 스가가족 응에미치는 향에가족

건강성을 매개변수로 검증함으로 연구 상과 연구방법

론 측면에서의의가매우크다고볼수있다.본연구

에서설정한구체 연구문제는1)장애인가족스트 스

는가족건강성에 향을미치는가?2)장애인가족스트

스와 가족 응의 향 계에서 가족건강성은 매개효

과가있는가?로설정하 으며,이러한분석결과를토

로장애인가족의가족건강성향상을통한가족스트 스

감소 가족 응력향상을 한가족지원체계를마련

하는 기 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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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장애는정도의차이는있으나질병과달리 구한

상이라는 에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많은

부담 정신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며[13],이

과정에서장애인가족들은다양한스트 스를경험하게

된다.

가족스트 스는 가족의 안정된 상태에서 혼란을 발

생시키는압력으로서,개인과가족이시간의흐름에따

라 발달과 변화를 해나가는과정에서 불가피하게경험

하게 되는 가족체계 내의 긴장과 압력으로[34]스트

스상황에 한 한 처가이루어지지않으면가족

의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뿐 아니라 장애인과 가

족의 응에 많은 어려움을 가 시킨다[14].

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계를 나타내는 개념으

로‘개인이그의일생동안생존과성장,생산 기능들

을충족하기 해그의환경과 합성을성취하기 한

극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가족 응성은 상황

혹은발달 스트 스에 직면한 가족의 권력구조와 역

할 계,가족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41].가족체계가 변화와 안정성과의 균형을 이

룰수있는정도가 할때가족 응성이높고,가족

체계는 기능 이라고 평가된다.따라서 가족의 응은

스트 스 상황에서 스트 스에 하여 개인의 내․외

자원을 활용하여 처한 결과로서 신체 ,심리 ,

사회 응을 말한다[21].가족은 스트 스를 완화하

거나제거하기 하여 유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를

극복하고 응해 나가지만이를 극복하지못하면부

응이 래된다[39].따라서 응이 높은 가족은 변화의

기에 처할수있는능력이있어서 극 으로스트

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14].

가족의 부담 스트 스와 가족 응의 계를 검증

한연구를살펴보면,한부모가족[26][33],치매노인가족

[21],국제결혼가족[9],간질아동가족[15],자폐아동가족

[29],장애아동가족[5][6][18],정신장애인가족[14]등취

약가족을 비롯한 장애인 가족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선행연구결과,가족스트 스가 가족 응에 부정

으로 향을미쳐가족의높은스트 스경험수 은

가족의 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

다.장애아동 정신장애인 가족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 가족스트 스는 장애인 가족 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5][14][15][29].

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스트 스 상황에 직

면했다고 해서모든 사람이 스트 스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23][29][36],스트 스와 응간의 계에서 심

리․사회 변인들의 완충효과가 있음을 제시하 다.

가족스트 스와가족 응간의완충효과를가진변인으

로 가족탄력성[7][9][10][24][29] 사회 지지[32]와

같은 심리사회 변인이 가족의 험요인과 상호작용

매개효과를 통하여 가족의 응력이 향상된다고

[5][21][37]보았다.

특히,가족스트 스와 가족 응의 계에서 건강한

가족은어느한쪽에치우침없이당면상황에따라가

족의 안정을 추구하는기본 인 원칙을 수하거나스

트 스 기 상황과 같이 필요한 경우 변화를 모색

하는균형잡힌 응성을가지고있다[19].따라서건강

한 가족은 정 인 가족정체감을 형성하며,만족스럽

고 충족 인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고,가족집

단과성원모두의발 을 진하며,스트 스에 처할

수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43].

이러한 연구들에 기 해 볼 때,건강한 가족의 지표

인 가족건강성변인 역시 가족스트 스 상황에서 가족

응력을 향상시키는 완충효과를 가진 변인으로 추론

해볼수있다.최근가족복지실천에서가족의병리

측면보다 강 과 잠재 성장으로 이 환되고있

으며,장애인가족에 해서는 손상당한 심각한 험에

처한 가족이라는 시각으로부터 성장과 재생의 잠재력

을가진도 받는가족이라는방향으로시각이 환되

고 있다[29].

사회복지 실천분야에 가족건강성에 한 심은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증가하 으며,건강

한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스트 스나가족의 기를창

의 이고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다[19]고 보았다.따

라서본연구에서는주요스트 스원으로작용하는장

애인가족을 상으로가족 응에 한가족스트 스의

부정 향을 감소시키는 가족건강성의 매개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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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완충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족스트 스가 가족 응에 미치는 향

과 가족건강성을 매개로 가족 응으로 이어지는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 이 있다.이를 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인의 조작적 정의 

1.1 가족스트레스 

가족스트 스에 한 척도는 McCubbin등[44]이 사

용한도구를강인[2],조희선[30],권아연[4]의연구에서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우리나라 가족상황에 맞게

수정한 최연배[31]의 32문항으로 각 문항별 스트 스

에 한 ‘경험이없다’1 ,‘경험했으나 심각하지

않다’2 ,‘경험했으나 별로 심각하지 않다’3 ,‘경험

했고약간심각했다’4 ,‘경험했고매우심각하다’5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평 을 산출하 으며, 수가 높

을수록 스트 스 인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척도의

Cronbach’sα는 .90로 나타났다.

1.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에 한척도는어은주와유 주[16]의가

족건강성 척도 34문항으로 구성하 으며,각 문항은

“ 그 지않다”1 에서“매우그 다”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평 을 산출하 으며, 수가 높

을수록가족건강성이높다.척도의Cronbach'sα는.96

이었다.

1.3 가족적응 

가족 응에 한 척도는 Olson등[41]의 가족 응성

과 응집력 척도(FamilyAdaptabilityandCohesion

EvaluationScale:FACES-III)를유순덕[20]이번안한

것을김정득[8]이사용한가족 응력10문항으로각문

항은‘ 그 지않다’에1 ,‘그 지않다’에2 ,‘보

통이다’에3 ,‘그 다’에4 ,‘매우그 다’에5 리커

트척도로 측정하여 평균평 을 산출하 으며,가족

응성이큰것으로평가된다.척도의Cronbach'sα는.72

로 나타났다.

3. 변인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조사 상은 장애인가족이 상이며,자료

의 수집을 하여 경남지역 장애인 련 기 시설,

특수학교의 문가에게 사 에 화로 연구의 목 과

설문내용을설명하고 조를구한후연구자가각기

을 방문하여 허락을 얻은 후 장애인을 둔 보호자를

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상자 선택기

은장애등 을받은자의가족으로설문지를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연구목 에 동의하고 참여를 수

락한 자로 하 다.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183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20.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조사 상자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빈도 백분율을

산출하 으며,연구변인의 기술통계를 분석하기 하

여평균 표 편차를산출하 다.연구문제인장애인

가족스트 스가 가족 응에 미치는 향 가족건강

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Kenny등[35]이 제안

한 단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가족건강성

의 매개효과의 검증은 SPSS Macro를 이용하여

Bootstrapping방법으로 검증하 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 및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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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항목 N % 변인 항목 N %

장애인
특성

연령
M=32.56

10대 이하 28 15.4

가족특
성

연령
M=43.40

20대 28 15.3

20대 35 19.2 30대 44 24.0

30대 37 20.3 40대 56 30.6

40대 21 11.5 50대 39 21.3

50대 19 10.4 60대 이상 16 8.7

60대 21 11.5
성별

남 61 33.3

60대 이상 21 11.5 여 122 66.7

성별
남 103 56.3

학력

중졸이하 41 22.5

여 80 43.7 고졸 65 35.7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 99 54.1 전문대졸 31 17.0

정신적 장애 84 45.9 대졸이상 45 24.7

장애등급

1급 63 36.6

월소득
M=2,132,768원

100만원 미만 46 26.0

2급 57 33.1 100만원~200만원 미만 44 24.9

3급 32 18.6 200만원~300만원 미만 40 22.6

4급이상 20 11.6 300만원~400만원 미만 23 13.0

400만원 이상 24 13.6

표 1. 조사대상자 특성

연구변인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가족스트레스 1.00 5.00 1.7225 .83223

가족건강성 1.00 5.00 3.4619 .72451

가족적응 1.00 5.00 3.3898 .67847

변인 B β t sig 공차 VIF
         Constant 3.671 8.890 .000

통제변인

장애인연령 -.005 -.155 -1.802 .074 .726 1.378

장애인성별 .118 .081 1.063 .290 .935 1.069

장애유형 -.153 -.106 -1.282 .202 .787 1.270

장애등급 .101 .140 1.650 .101 .746 1.340

가족연령 .001 .010 .117 .907 .696 1.436

가족성별 .050 .033 .430 .668 .935 1.069

가족학력 .025 .140 1.443 .151 .572 1.748

가족 월 소득 -7.165E-009 -.014 -.162 .871 .736 1.359

독립변인 가족스트레스 -.316 -.384 -5.033 .000 .925 1.081

통계치 R2=.247    adjusted R2=.198    F=5.091 P=.000

  장애인 및 가족성별: 남성, 장애유형: 신체적장애를 기준으로 가변인처리,
  장애인 및 가족연령 : 만연령, 학력, 교육년수, 가족 월소득 : 가족의 월 평균 소득금액으로 투입

표 3. 가족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 상자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빈도 백분율

을 산출하 으며,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 체N=183,빈도의차이는결측치에 의한것임.

한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를 분석하기 하여 평균

표 편차를산출하 으며,그결과는[표2]와같다.

표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2. 가족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매

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Kenny등[35]이 제시한 매개효과 검

증방법에의하여독립변인인가족스트 스가매개변인

인가족건강성에미치는 향을분석하고,다음으로독

립변인인가족스트 스와매개변인인가족건강성을동

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가족 응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회귀분석에서 다 공선성 문제를 검토

한 결과,공차의 한계가 .1보다 크고,분산팽창지수

(VIF)가10보다작게나타나다 공선성문제는제기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장애인 가족스트 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장애인가족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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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β t sig 공차 VIF
         Constant 3.344 8.686 .000

통제변인

장애인연령 -.003 -.081 -.930 .354 .742 1.347

장애인성별 .200 .148 1.917 .057 .941 1.063

장애유형 .015 .011 .138 .890 .811 1.234

장애등급 -.012 -.018 -.217 .828 .772 1.295

가족연령 -.002 -.031 -.346 .730 .714 1.400

가족성별 .038 .027 .347 .729 .918 1.089

가족학력 .042 .258 2.677 .008 .600 1.668

가족 월소득 -4.75E-008 -.098 -1.132 .260 .744 1.344

독립변인 가족스트레스 -.160 -.204 -2.638 .009 .937 1.067

통계치 R2=.145    adjusted R2=.095    F=2.892     P=.003

  장애인 및 가족성별: 남성, 장애유형: 신체적장애를 기준으로 가변인처리, 
  장애인 및 가족연령 : 만연령, 학력 : 교육년수, 가족 월소득 : 가족의 월 평균 소득 금액으로 투입

표 4. 가족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β t sig 공차 VIF
         Constant 1.326 3.200 .002

통제변인

장애인연령 -.001 -.019 -.249 .804 .709 1.410

장애인성별 .202 .148 2.257 .026 .927 1.079

장애유형 .101 .074 1.038 .301 .777 1.286

장애등급 -.053 -.079 -1.065 .289 .733 1.365

가족연령 -.002 -.042 -.553 .581 .697 1.436

가족성별 .023 .016 .245 .807 .937 1.068

가족학력 .014 .088 1.045 .298 .563 1.777

가족 월소득 -3.467E-008 -.072 -.974 .332 .736 1.359

독립변인 가족스트레스 .012 .016 .224 .823 .787 1.271

매개변인 가족건강성 .592 .634 8.713 .000 .754 1.326

통계치 R2=.453   adjusted R2=.413    F=11.327   P=.000

 장애인 및 가족성별: 남성, 장애유형: 신체적장애를 기준으로 가변인처리,
 장애인 및 가족연령 : 만연령, 학력, 교육년수, 가족 월소득 : 가족의 월 평균 소득 금액으로 투입

표 5. 가족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트 스는 가족건강성에 부 인 향(β=-.316,p=.000)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가족의 스트 스가 높

을수록 가족건강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모델의 설명력은 19.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가족스트 스가가족 응에미치는 향을

분석한결과를나타낸[표4]에서,가족스트 스는가족

응에 부 인 향(β=-.160,p=.00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가족스트 스가가족 응을유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가족스트 를 높게 경험할수록

장애인가족의 응은 낮아짐을 의미하며,모델의 설명

력은 9.5%로 나타났다.

다음단계에서가족스트 스를통제한상태에서가족

건강성이가족 응에미치는 향을분석한결과인[표

5]를 살펴보면,가족건강성은 가족 응에 정 인 향

(β=634,p=.000)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장애인가족의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가족 응은 높게 나타났다.매

개변인의 효과를 고려했을 경우 가족스트 스가 가족

응에미치는직 효과(β=.016,p=.823)는유의한 향

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족건강성은 가족스트 스

와 가족 응의 계에서 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 졌다.이 모델의 설명력은 41.3%로 나타났다.

3.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앞에서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장애인가족의 가족스트 스가 가족건강

성에 향을 미치고,가족건강성이 가족 응에 유의한

향이있음을 측한것으로나타나가족건강성은장

애인가족의스트 스와가족 응을매개하는요인임이



장애인가족의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73

확인되었으며,가족건강성의 매개효의의 검증을 하

여SPSSMacro를이용하여Bootstrapping방법으로검

증한 결과 [표 6]과 같이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

한것으로검증되었다.이러한결과는가족건강성은가

족스트 스와 가족 응간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Effect
SE
(boo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가족스트레스→가족건강성→
 가족적응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1870 .0497 -.2892-.0824

V.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인가족을 상으로 장애인가족이 경

험하는 가족스트 스가 가족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가족스트 스와 가족 응의 향 계에서 가

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 가족스트 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장애인가족의 스트 스는 가족건

강성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가

족의 스트 스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은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가족스트

스는가족의건강성을 해하는요인임을확인할수있

다.따라서건강한가족은 정 인가족정체감을형성

하며,만족스럽고 충족 인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증

진하고,가족집단과성원모두의발 을 진하며,스트

스에 처할 수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43].특히,장

애인가족의경우 일반가족에 비해스트 스 정도가 높

으므로 장애인가족의 스트 스 리에 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가족스트 스가 가족 응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한 결과,가족스트 스는 가족 응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스트 스가 가족 응을 유

의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아동 정신장애인 가족을 상으로한 연구에서

가족스트 스는장애가족 응에부정 인 향을미치

는 선행연구[5][14][15][2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장애인가족의스트 스가높을수록가족 응이어려워

짐을확인하 다.특히,가족스트 스는가족의 기상

황이되어 한 가가이루어지지않으면가족이담

당해 온 본래의 기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응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킬수 있음을 시사한다

[14].

셋째,가족스트 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건강성

이가족 응에미치는 향을분석한결과,가족건강성

은가족 응에정 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장

애인가족의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가족 응은 높게

나타나가족건강성은가족 응력을향상시키는요인임

을확인하 다.특히,가족건강성은가족원간의 정

상호작용,가족원간갈등의합리 해결,가족의강 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가족내 건강성을 바탕으로 가족

외부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24].건강

한가족은어느한쪽에치우침없이당면상황에따라

가족의 안정을 추구하는 기본 인 원칙을 수하거나

스트 스 기 상황과 같이 필요한 경우 변화를 모

색하는 균형 잡힌 응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결과[19]

를 지지하 다.

넷째,매개변인의 효과를 고려했을 경우 가족스트

스가 가족 응에 미치는 직 효과는유의한 향은없

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건강성은 가족스트 스와 가족

응의 계에서 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이러한

연구결과는스트 스와 응간의 계에서심리사회

변인들의 완충효과의 가능성을 시사한 연구결과

[7][29][33]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 으

로는 첫째,본 연구는 상자선정에 있어 특정한 도시

의특수학교 복지기 을이용하고있는가족에한정

되어 있으므로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

이있다.둘째,본연구는측정에있어서주보호자1인

을 상으로가족의스트 스,가족건강성,가족 응을

평가하는방법을사용하여,만약다른가족을 상으로

측정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후속연구를 한 제언으로는 첫째,가족건강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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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응향상을 해장애인가족의스트 스 리 갈

등 리 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생활과

이를 통한 가족의 응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둘

째,장애인가족의 가족 응력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

으로가족집단지원 로그램 혹은개별상담을 통해 의

사소통기술훈련,정서친 성 강화훈련 등을 통해 가족

스트 스 가족건강성을 리하는 로그램의 개발

이필요하다.셋째,장애인가족건강성과장애인가족

응력척도개발을통해가족문제를 악할수있는사정

체계를확립하고문제를가진장애가족을지원할수있

도록 사례 리시스템의 구축과 활성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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