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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지도와 격려를 베풀어 주신 주위의 모든 분들께 진

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부 때부터 아동간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고 임상에서 진정한 간

호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일하게 하시며, 실무와 학문의 끈을 둘 다 놓지 않고 균

형을 이루도록 저의 멘토가 되어 주신 유일영 교수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인내심과 세심한 배려로 부끄러운 제자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

다. 엉성한 논문의 구성을 지적해 주시며 연구진행에 자신감을 주신 김소야자 교

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를 늘 몸소 보여주시고, 이

제는 몽골에서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고 계시며,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논문의 내용

을 올바르게 제시해 주신 오가실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흔쾌히 논문

지도에 응해 주시고 분석적 사고로 논문의 구석구석까지도 세 하게 살펴주신 고

려대 박은숙 교수님, 결정적인 순간에 통계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든든한 후

원자가 되어주셨던 남정모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고 리더로서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을 일깨워 

주신 김소선 학장님과 만날 때마다 삶의 고민과 논문 진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주신 김희순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배움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앎을 일깨워 주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모든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상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제 안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이상미 부원장님과 손주온 수석부장님, 너

무나도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시고 논문진행과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김경희 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경험하는 임상에서 즐거운 직장생

활을 하게 해 주신 심소정 파트장님, 강은경 파트장님과 37병동 식구들, 세세한 

고민까지 다 해결해주시는 김문숙 선생님과 너무나도 든든하고 따뜻한 조상희 선

생님, 어린이병원 외래 식구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자에 대

한 사랑과 열정을 몸소 보여주시고 논문 진행과정 내내 격려해주시고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한상원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호와 삶에 대한 고민을 언제든지 들어주고 함께 나누는 소중한 친구 미연, 

민영, 제인과 임상을 함께 시작하고 지금도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친구 

민경, 동은, 희은, 현주, 학문과 실무에 대한 고민을 스스럼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윤정언니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논문 쓰는 과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신 윤현정 선생님과 김현정 선생님, 급할 때마다 찾게 되었던 손선영 선생

님, 이선희 선생님, 김현례 선생님, 따뜻한 가족건강관리학과 식구들 가영, 민정, 

나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료 수집을 허락해주시고 자료수집 과정 중에 큰 격려와 도움을 주신 다운

복지관 문동팔 관장님과 조혜경 사무국장님, 그리고 복지관의 모든 선생님들, 특

히 자료수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천사 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

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함으로

써 모든 분들의 넓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 덕분이었

습니다.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공부하는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생각

해주시고 늘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어머님과 아버님, 닮고 싶은 가정을 보여주시는 

아주버님 가족과 늘 기쁨이 있는 가정을 보여주시는 형님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

사를 전합니다. 어느덧 의젓한 청년으로 자라서 외삼촌 역할을 하는 동생 광현에

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극한 신뢰와 한결 같은 사랑

을 보여준 듬직한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예비해주신 

가장 좋은 반쪽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고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주는, 태초부터 하나

님께서 우리 가정에 예비해 주신 주성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일하며 공부하는 엄마이기에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성이와 실컷 보

내고 싶습니다. 더불어 학위과정을 마치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뱃속에 있는 

둘째 소망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사랑하는 엄

마와 아빠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못난 딸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물이라 여기시는 두 분께 누구보다 더 깊은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이 논문을 바

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며 제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09년 7월 7일 

연구자   최 은 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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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본 연구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관련된 위험, 보호 요인들을  

조사하고 각 요인이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Patterson(2004)의 가족극복력 모형(Family Resilience 

Model)에 근거하여 독립변수로써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의 건강 관련 문제와 발

달상태, 부모의 우울, 부담감과 긴장, 사회의 낙인과 차별이 위험요인으로 측정되

었고, 아동의 기질, 가족의 응집력과 유연성, 의사소통, 부모의 건강과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상태,친구/확대가족 지지, 지역사회 서비스, 의료진의 지지가 보호요소

로 측정되었으며, 종속변수로 가족적응을 측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서울지역 다운복지관 이용가족과 4개의 지역부모회, 인터넷 부모 

자조모임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2009년 2월 11 

일부터 3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26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9.1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와 상관관계 분석, 분산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가족극복력의 위험요인, 보호요인과 가족적응의 상관관계에서는 가족적응을 측 

정한 가족기능에 대하여 아동연령, 아동발달상태, 부모우울, 부담감과 긴장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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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모건강, 의사소통, 응집력, 유연성, 친구/확대가 

족 지지, 지역사회 서비스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아동건강, 출생 

시 부모연령, 낙인과 차별, 아동의 사회성, 의료진의 지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2. 가족적응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분류

하여 시행하였을 때, 위험요인의 설명력이 27.19%였으며, 보호요인을 추가하였

을 때 전체설명력이 56.38%로 증가하였다.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을 아동, 가족, 지역사회로 분류하여 시행하였을 때, 아동관련 변수는 가족적응

을 4.97% 설명하였고, 가족관련 변수를 추가하면 53.64%로 설명력이 증가하였으

며, 지역사회변수를 추가하면 전체 설명력이 56.3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때 부모의 우울, 가족의 응집력과 의사소통이 가족적응에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에 대한 위험요인, 보

호요인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가족적응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을 찾아

내고자 한 첫 시도로서의 의의가 있으며, 가족극복력 영향요인 중 부모의 우울, 

가족의 응집력과 의사소통이 가장 강력한 가족적응 영향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가족적응 영향요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

녀가 태어났을 때 가족들이 쉽게 적응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가족 사정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다운증후군, 가족극복력, 위험요인, 보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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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다운증후군은 가장 흔한 염색체 이상 질환으로 95% 이상이 21삼체성으로 인

한 것이며 대부분 지적장애를 동반한다(Hodapp, 2007). 다운증후군을 스크리닝하기 

위한 산전 검사가 널리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증후군의 유병률은 지속

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Wischart et al., 1993), 산모 전 연령에서 1/800-

1,000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Cohen, 2005). 국내의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다운

증후군은 인종, 종교, 민족 배경과 사회경제적 상태와 관련 없이 나타나므로 우리

나라 2008년도 전체 출생아가 약 50만 명임을 고려해볼 때(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 해 평균 약 500명 이상의 신생아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다운증후군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산모의 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데(Pueschel, 2001), 35세 이상의 산모가 전체 산모의 약 13.7%를 차지하며(인

구보건복지협회, 2006) 초산 연령이 점점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추세를 볼 때 다

운증후군을 가진 아이의 출생률은 앞으로도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달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수명이 증가되어 

1950년대에는 50%만 생후 1년을 넘겼으나(Baird & Sadnovick, 1989), 최근 연구에

서는 평균 연령을 60세로 보고하였으며(Glasson et al., 2002), 다른 지적장애에 비

해 다운증후군의 평균 수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Hodapp, 2007). 또한 다

운증후군 아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급ᆞ만성 간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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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역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대상자를 더 자주 만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다운증후군은 대부분 출생 즉시 특징적인 외모로 의심 가능하여 염색체 검사

로 진단을 받게 된다(Cohen, 2005). 신생아의 출생은 가족 모두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로써(원정선, 1990), 다운증후군과 같이 장애를 가진 아

기를 출산한 부모는 아기의 불투명한 생존 가능성, 합병증 발생, 장애에 대한 사

회의 편견 등으로 그 어려움이 증가될 수 있다(Affonso, Husrt, Mayberry, Yost & 

Lynch, 1992). 그 결과 초기 적응과정에서 자녀와의 애착형성 및 모성역할 획득이 

지연되고,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 및 아동의 정상적 성장 및 발달을 저해하

여(Gardner & Hagedon, 1991) 가족의 부적응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모

든 가족이 부적응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족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잘 이겨내고 더 높은 가족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극복력이 높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Van Riper, 2000).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가족에게서 이러한 가족극복력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아동의 출생시부터 가족이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둘째, 지적장애를 

가진다는 것 때문에 다른 장애에 비해 비관적인 생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다

(Sanders & Morgan, 1997)는 것이다. 셋째, 다른 신경계 장애를 가진 아동에 비해 

부모와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넷째,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마지

막으로, 다른 장애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에 적응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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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과 가족에 대한 간호

학적 관심 및 사회적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간호학 분야에서는 질적 연구로 

다운증후군 형제자매에 관한 연구(박하영, 2004)와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적응(김미영, 2008) 그리고 양적 연구로 다운증후군 아동의 부모 교육요구도(방미

란, 2004)에 관한 연구 3편이 있을 뿐이다. 의학분야에서는 다운증후군과 관련된 

산전검사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며, 기타 학문에서는 물리, 작업, 언어치료 

등 특수 치료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 중 국내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데, 가족극복력은 문화적 배경과 민족에 따라 차이가 나며(Hawley 

& Dehaan, 1996) 외국에서 다양한 인종과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적 상황에서도 적합한지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다운증후군 아동의 가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들 둔 가족의 극복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 중재 방안의 목표가 제시되지 못하

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가족이 적응하는데 필요

한 가족극복력을 Patterson(2004)이 제시한 Family Resilience 모형을 근거로 하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가족극복력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 확인된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가족 극복력 관련요인은 가족이 적응할 

수 있는 중재 전략뿐만 아니라, 부적응에 처할 수 있는 고위험 가족을 선별하고 

이들을 위한 중재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근거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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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 가족의 가족극복력과의 관련된 요

인을 규명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관련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및 

가족적응 수준을 확인한다. 

2.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가족적응에 따른 극복력 관련 위험요

인, 보호요인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 적응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C. 용어의 정의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가족:  21번 염색체의 삼체성, 전좌형, 모자이크형 

으로 인하여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아동의 가족을 의미(Cohen, 2005)하며, 본 연구 

에서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연령을 초등학생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그 가족 

은 부모를 의미한다. 

 

     가족극복력:  가족극복력은 가족이 역경 상황에서 회복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Patterson, 1991).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다운증후군을 진단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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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적응하는 가족의 능력을 의미하며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가족의 극복력 위험요인으로 건강문제, 발달상태를 포함한 아

동의 특성, 부모의 우울, 부담감과 긴장 등 가족 내 스트레스, 낙인과 차별로 인한 

지역사회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극복력 보호요인으로 사회성과 같은 아동 자원, 

응집성, 유연성, 의사소통기술, 부모 건강, 부모 교육수준, 경제수준을 포함한 가족 

자원, 친구/확대가족 지지, 의료진의 지지, 지역사회 서비스 등의 지역사회 자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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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 헌 고 찰 

 

A.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반응 

 

가족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가 태어남으로 사회, 신체, 경제, 정서적인 어

려움을 경험하며 가족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초래한다(Sari, Baser & Turan, 2006). 

장애에 대한 가족들의 느낌과 반응은 전 생애를 통하여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아동이 장애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들이 나타내는 주요반응에 대해 Perske(1973)는 다음과 같은 단계

로 설명하였다. 

부모들은 자녀가 진단 받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을 경험하며 근심하다가 진단을 

받은 직후에는 충격을 받게 된다. 이 시기에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처방법이나 조

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후 진단을 부정하고, 자녀가 정상이라는 증거를 찾고

자 애를 쓰게 되고, 죄의식의 단계를 경험하며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거부

감, 증오심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왜 나에게 장애아가 태어났을까 하는 의심과 후

회, 억울한 감정을 갖게 되는 분노를 경험하고, 자녀의 장애에 대해 염려하며, 현실

의 상황이 변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각함에 따라 우울하게 되기도 한다. 궁극적으

로 이런 여러 감정의 과정을 극복하면서 장래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때 장애아동

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수용의 단계를 통해 가족들이 가

족의 가치와 구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가족의 

기능을 개발, 발전, 유지하는 것에 자유스러워진다 (Perske,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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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에게서도 자녀의 장애 진단에 대한 부모의 

반응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적응에 대한 질적연구(김미영, 2008)에 따르면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충격기를 벗어나 아이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발달을 위해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

머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과 태도로 변화하였으며, 아이의 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 때문에 여러 번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

정으로 아이의 입장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하자는 목표를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주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담것

이지만 아이를 수용하는 정도와 주위 사람의 인식에 따른 중재와 전략적 지지를 

통해 만족함 혹은 성숙함, 감사함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김미영, 2008).  

국외 연구로는 홍콩의 6세 이하 다운증후군 아동의 어머니들이 경험한 주요 

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Lam & Mackenzie, 2002)가 있는데, 지적장애를 가지고 치

료될 수 없는 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예상치 못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 어머니는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걸리지만 다양한 방

법을 적용하며, 아동을 수용하게 된다. 같은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발달 지연과 

여러 가지 건강문제와 관련된 아동의 자가관리 및 독립에 대한 걱정들을 경험하

면서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한편, 다

운증후군을 가진 자녀가 생긴 것은 결혼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비장애 아동에 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돌보게 되면서 

제한된 사회생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어머니들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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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면서 자주 이용한 대처 전략으로 회피, 자기신뢰, 사회적 지지 추구라고 보고

하고 있다(Lam & Mackenzie, 2002).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가 출생한 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Damrosch와 

Perry(1989)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적응, 만성슬픔과 

대처에 대하여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적응은 출생 시 매우 

기쁜 상태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로 급속하게 떨어졌다가 

점차적으로 다시 적응 상태에 이르게 되는 반면, 어머니의 적응은 좋았다가 고통

스러웠다 하는 변화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다가 점차적으로 적응 상태에 이르게 된

다고 하였다. 또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처 전략에 관

한 Sullivan(2002)의 연구에서는 계획하기,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구하기, 감정을 

분출하기, 경쟁적 활동을 억제하기, 종교를 가지기에 있어 어머니의 점수가 유의

하게 높게 제시되었으나, 능동적 대처, 긍정적인 재해석과 성장, 수용, 부정, 알코

올이나 약물사용, 유머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가 없었다. 

 

한편, 다운증후군 형제자매가 있는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박하영, 

2005)에 의하면, 이들은 충격과 스트레스 속에서 자기 성장을 준비하고, 염려(걱정)

속에서 다운증후군 형제자매를 돌보며,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가족의 일원이 되어

간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를 가진 청소년으로서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과 함께 정상적인 청소년의 발달기적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즉, 장애

형제자매 출생으로 큰 충격을 받고 당황하지만 성장하면서 장애형제자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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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익숙하게 된다. 장애형제가 성장하여 무엇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있

든지 그들이 건강하기를 최우선으로 바랬으며 자신의 미래 계획에 장애형제자매

를 포함시켰다. 장애형제자매로 인해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못 갖고 상대

적으로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느끼며 이에 대해 서러움과 섭섭함, 원망감

이 있지만, 장애형제자매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어머니에 대해 연민을 갖고 

있다. 장애형제자매로 인해 가족이 서로를 지지하며 돌봐주며 하나되기 시작한다. 

또래 간에는 장애형제자매의 이야기를 꺼리고 안으로 숨기면서 친구와 거리를 두

지만, 이해해주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장애형제에 대한 스트레스로부

터 벗어난다. 그러나 이들도 다른 일반청소년들과 똑같이 집에서는 부모들과 세대

차이로 말이 잘 안 통하고 다른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기인된 스트레스로 힘들

어하고 있었다(박하영, 2005). 

 

이처럼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가 출생함에 따라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분명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적응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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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장애아동을 가진 가족 연구의 관점 변화 

 

1. 극복력을 사용한 접근 방법 

장애를 가진 아동의 양육 경험을 조사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들이 겪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가족은 장애

를 가진 아이가 태어남으로 신체, 정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가족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초래한다(Sari, Baser & Turan, 2006). 다운증후군 또는 다른 장

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가 겪는 부정적인 경험을 보고하는 연구들은 주로 1980년

대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많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기간의 위기나 만성적 슬픔

(Damrosch & Perry, 1989; Wikler, Wasow & Hatfield, 1981), 자아 개념의 변화

(Childs, 1985), 저하된 자존감(Cummings, 1976), 우울감 증가(Bristol, Gallagher & 

Schopler, 1988; Olsson & Hwang, 2002; Spangenberg & Theron, 2000), 비관적이며 

자기효능감 저하(Cheng & Tang, 1995), 부정적이고 자기 비난 증가(Damrosch & 

Perry, 1989), 부부 문제 증가(Bristol et al., 1988), 그리고 고용상태 불안정(Shearn 

& Todd, 2000; Seltzer et al., 2001) 등이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라고 보고하였다. 

지속되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Sarafino, 1994), 더 나아가서 자녀의 안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m & 

Mackenzie, 2002)고 하였다. 

 

그러나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을 높은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갈등 등의 부

적응적 양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는 관점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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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증후군 아동을 키우는 것은 삶의 큰 변화이며 부모들은 부모의 역할 뿐 아니라 

나아가 가족 역할로서의 다양한 방식을 포함하는 세계관과 가치, 우선순위에의 변

화를 경험하면서 결속과 통제 감이 높아지기도 한다(King et al., 2006). 다운증후

군을 가진 아동의 부모와 가족의 안녕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비장애 아동과 장

애아동의 부모 사이에 자존감(Harris & McHale, 1989), 양육자신감 발달(Gowen et 

al., 1989), 우울(Gowen et al., 1989; Harris & McHale, 1989), 결혼만족감(Kazak & 

Marvin, 1984; Waisbren, 1980)과 전반적 가족기능(Dyson, 1991; Trute, 1990)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Bower, Chant & Chatwin(1998)

는 가족강인성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 문

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로서 심리적인 안녕, 개인적인 성숙, 다른 사람과의 관계 

향상, 철학적 혹은 영적 가치에서의 변화, 부모에 대한 만족감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Glidden & Schoolcraft, 2003; King et al,, 2006; Scorgie, & Sobsey, 

2000).  

Van Riper(2000)의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형제자매에 관한 연구에서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과 함께 자라는 것이 성장에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부모들은 이 형제 자매들이 사회적인 능력이 높고 행동 문제

가 적게 나타났으며, 가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자원, 대처 기술이 높을수록 형제자매

들의 사회적 능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가족 중에는 오

히려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존재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더 

접하게 해주며, 가족간의 결속력과 응집력이 강해짐으로써 비장애가족에 비해 더 높

은 가족연대감을 경험하기도 한다(김미옥, 2001)는 보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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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 중에서도 어떤 가족은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지만, 또 다른 가족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하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가족학자들은 이처럼 고위험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가

족을 발견하고, 이들 가족의 적응 능력이 고위험 상황에서 생존하는 개인극복력 

개념과 유사하다고 간주하여 가족극복력(Family Resilience)이라고 정의하였다

(McCubbin & McCubbin, 1993). 특히 강점이 가족극복력의 주요 관점으로 제기되

면서 고위험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을 하는 가족의 자질 혹은 가족의 적응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Hawley & Dehaan, 1996). 

가족극복력은 가족내의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전체적인 하

나의 기능 단위로 보고자 하는 이론적 접근방법이다(McCubbin & McCubbin, 1993, 

Hawley & Dehaan, 1996). 가족과 관련된 문헌에서 극복력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Patterson(1991)은 가족극복력을 ‘가족이 역경 상황에서 회복하고 변화에 적응하

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McCubbin과 McCubbin(1998)은 ‘가족이 위기상황에 

잘 적응하고, 변화에 직면하여 혼란에 저항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성, 차원, 속성’

이라고 정의하였고, Wolin과 Wolin(1993)은 실패에서 회복하며 곤경으로부터 스스

로를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가 강조하는 것은 스

트레스에 직면한 가족의 긍정적인 자질에 초점을 두고, 특히 대처, 인내, 생존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강조한다는 것이다(McCubbin, Tompson & McCubbin, 1996).  

가족극복력에 대해 초기에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적용됨에 따라 극

복력을 보는 관점(예:과정 또는 결과)과 분석단위(예:가족 또는 개인)에 대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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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 있기도 했으나(Patterson, 2002), 주류를 이루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McCubbin과 McCubbin(1993)은 가족극복력을 개인과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여주는 긍정적 행위패턴과 기능수행능력으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가족수행능

력은 가족구성원이 가족의 안녕과 그들의 삶의 구조에 경험을 통합하여 극복하

려는 가족의 능력을 결정한다고 했다. Hawley와 DeHaan(1996)은 가족이 현재와 

시간흐름에 따라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적응하고 결국 성공을 시키는 일정한 궤

도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극복력이 높은 가족은 상황, 발달적 수준, 위험과 보

호적 요인의 상호작용, 그리고 가족들의 예측에 따라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가 내포하고 있는 점은 가족극복력

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며, 현재와 미래지향적이고, 가족마다 독특하다는 것이다

(Hawley & DeHaan, 1996). 

한편 Walsh(2006)는 가족구성원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 기능수행단위로서의 가

족이 갖는 극복력과 위험에 초점을 두고 관계적 극복력이란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는 극복력이 높은 가족은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연결되는 방식

을 갖는다는 체계적 관점을 기본 전제로 한다. 관계적 극복력은 가족이 시간이 흐

르면서 발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가족은 협동 관계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다. 따

라서 극복력은 단순히 상처받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더 잘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일하며, 역경을 통하여 배우고 그들의 경험을 삶의 구

조에 통합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몇 가지 공통점을 Hawley과 Dehaan(1996)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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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극복력은 곤경에 직면해서 표면화되는 것이다. 즉, 가족극복력은 가족이 

위기를 경험할 때, 가족이 평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체계의 

변화 개념과 유사하고, 이는 때로는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규칙과 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극복력은 탄성의 특성을 갖

는다. 실패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이전의 기능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은 가족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여도 기본적인 구조의 변화에 

저항하고 이전 기능과 유사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극복력은 병리보다는 안녕 측면에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극복력

에 근거한 접근은 가족이 왜 실패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설명하려

고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극복력을 주요 관점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이 자녀가 장애진단을 받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처하게 되는 

삶의 다양한 경험과 반응을 결점이나 문제가족이 아닌 성장과 재생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전받는 가족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가족이 긍정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하여 가족이 가진 어떤 요소를 강화해 주어야 극복력을 키울 수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관점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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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관련요인 

 

Patterson(1995)은 장애아동가족의 성공적인 가족적응의 핵심으로 가족의 극복

력을 제시하며, 가족극복력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극복력이 높은 가

족은 다른 가족원의 요구와 장애아동의 요구의 균형을 이루고, 가족경계가 유지되

며,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하고 자녀가 장애를 가진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가족 유연성과 가족구성원의 책임이 유지되며, 구성원 모두 효

율적인 대처를 위해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통합을 유지하고, 전문가와 

상호협력관계를 개발한다. 즉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가족일수록 자녀의 장애에 직면

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Patterson(2004)은 가족 조정과 적응 반응(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Response, FAAR)모형을 발전시켜 Family Resilience Model에서 만성 건강 상태를 

가진 아동의 가족극복력 관련요인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위험과정에 속하는 요인이 모두 위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위험

과정으로 설명되는 요인을 반대로 잘 기능하게 한다면 그것 자체가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보호과정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Patterson의 가족극복력 모델을 바탕으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적응을 위한 가족극복력 관련요인들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나누

어 고찰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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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요인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위험요인으로 건강문제, 발달상

태를 포함한 아동의 특성, 부모의 우울, 부담감과 긴장 등 가족 내 스트레스, 낙인

과 차별로 인한 지역사회 스트레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아동의 특성 

① 건강문제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들은 비다운증후군 아동보다 선천

성 심장질환, 백혈병, 호흡기 문제, 청력 또는 시력 문제, 비만, 경련, 폐쇄성 수면 

무호흡,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다양한 질병이나 신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Cohen, 1996; Roizen, 2003; Roizen & Patterson, 2003). 

Urbano와 Hodapp(2006)은 3세 이하의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들의 입원 횟수, 시

기, 원인을 조사하였는데 절반이 한 번 이상 입원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특히 선

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 중 입원한 대부

분의 아동들은 생후 1년 이내에서였으며 선천성 심장질환 다음으로 호흡기계 질

환 즉, 폐렴,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이 많았다. 일단 아이가 입원하게 되면 주로 

어머니가 주양육자이기 때문에 아이와 병원에서 함께 있게 되므로 다른 자녀들은 

소홀하게 될 수 밖에 없다(Lam & Mackenzie, 2002). 따라서 어머니는 신체적 피로

와 다른 자녀들에 대한 걱정, 다른 가족들을 요구를 챙겨주지 못하는 죄책감 등으

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Gowen et al., 1989). 어머니의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

담감과 긴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족극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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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달상태 

대부분의 비장애 아동들은 앉고, 기고, 걷는 기본적 기술들을 자동적으로 습득

하게 되지만,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머니

들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대근육 운동발달과 소근육 운동발달뿐만 아니라, 인

지, 사회기술, 언어 등의 발달을 위한 조기 교육과 관련된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등

록하고 동반하여야 한다. 또한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 중 1/3 정도에서는 4-5세까

지 혼자서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은 배변훈련이 완전

히 이루어 지지 않기도 한다(Schilling et al., 1986). 즉 많은 다운증후군 아동의 부모

는 오랫동안 식사나 배변관리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 기능을 도와야 한다. 

Seltzer & Krauss(1993)는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신체적 보호와 감독의 정도가 많이 요구될수록 부모들은 스트레

스를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장애아동의 의사소통 수준, 자기보호 능력, 이동성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는 장애정도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객관적

인 상태 보다는 부모가 그 상태를 어떻게 감지하는가 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의 발달상태는 가족이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

는 요소가 될 수 있다. 

 

(2) 가족 내 스트레스 

① 부모의 우울 

자녀가 장애 진단을 받는 것은 부모를 우울하게 하는 중요한 생의 사건 중 

하나이다(Blacher et al., 1997). 선행 연구들에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이

미 겪고 있는 복합적인 스트레스들은 특히 어머니에게 높은 우울이나 우울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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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양육패턴을 가져올 수 있으며

(Patterson, 2004),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를 둔 아이와 비교

할 때 인지적, 언어적 그리고 사회기술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

(Patterson & Albers, 2001). 이처럼 부모의 우울은 자녀의 발달, 정서, 두뇌 활동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Goodman & Gotlib, 2002; 

Dawson, Ashman, & Panagiotides, 2003). 뿐만 아니라, 우울은 낮은 결혼만족도의 

동시다발적이고 예측가능한 요소가 될 수 있다(Fincham & Bradbury, 1993; 

Karney & Bradbury, 1995; Beach, Davey & Fincham., 1999; Whisman & Bruce, 

1999). 자녀의 출생 시와 그 이후에도 개인과 가족의 안녕은 우울 점수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Glidden & Schoolcraft, 2003). 또한 Glidden과 Floyd(1997)에 따르면, 

자녀가 장애가 있을 때, 결혼만족도는 우울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  

한편, 몇몇 연구에서는 다운증후군 아동의 부모들은 다른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보다 우울수준이 낮고 덜 비관적이라고 보고하였다. Fidler, Hodapp와 

Dykens(2000)는 3세부터 10세까지 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운증후

군 아동의 부모들이 윌리암 증후군의 부모들보다 덜 비관적이라고 하였다. 다른 연

구들에서도(Dumas et al., 1991; Fisman et al., 1996; Abbeduto et al., 2004) 다운증

후군 아동의 어머니들이 자폐와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의 어머니보다 우울과 비관적 

생각이 덜 하다고 하였다. 이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사교적인 성격과 신경계 

등과 관련된 부적응 행동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Hodapp,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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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우울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김나영 & 

이승희, 2001)에서 연령과 부모의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김나영, 

윤호열과 이승희(2000)의 연구 결과에서 지적장애아동 부모의 연령에 따라 우울 

수준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아동이 10-12세인 연령 집단에서 

다른 연령 집단 보다 우울의 평균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어머니는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우울의 평균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영역별 스트레스 

수준과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장애아동의 장래’, ‘일상생활의 양

육’,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영역에서 아버지가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양육’

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7~9세 연령 집단에서 우울 수준이 가장 높았

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전체적인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우울 수준이 높아지

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진

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우울 수준을 단순히 연령요인으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종류와 같이 다른 요인들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② 부담감과 긴장 

그리스에서 이루어진 다운증후군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Padeliadu, 1998)에서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을 돌보는데 매일 4-5시간이 소요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비장애 아동 어머니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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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또한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을 키우면서 요구되는 일의 양은 3명의 

비장애 아동을 돌보는 것과 같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Lam & Mackenzie, 2002). 

이처럼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것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들과 발달지연으로 인한 것이었다.  

장애아동의 출생은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재구조화시킨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 어머니는 주로 장애아동의 일차적인 보살핌 제공자로서 장애아동의 양육을 

담당하고, 아버지는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장애 아동을 계속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어머니는 신체적으로 피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등 가족 중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양숙자, 1999; 

방미란, 2004). 양경애(2003)는 이러한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장애아동이 태어남으

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아동을 양

육,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병원 치료나 치료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장애아동의 양육에 따른 많은 시간의 소요 및 정신적, 신체적 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문제, 정서적 문제, 가족간의 여행이나 외출 등

의 활동 제한, 여가시간의 부족, 지나친 양육부담과 정서적 문제로 인한 부부 사

이의 갈등 등이다. 이 외에도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장애자녀의 요구와 다른 자

녀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장애아동의 경우에서처럼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에서도 역

시 자녀를 돌보는 것과 관련된 부담감과 긴장은 부모의 부정적인 정신-사회적 

영향들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Patterson, Leonard & Titus, 1992) 가족극

복력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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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스트레스 

① 낙인과 차별 

사회로부터의 낙인은 장애자녀를 둔 가족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낙인이란 부정적으로 평가된 차이의 인식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다

(Susman, 1994). 건강, 아름다움, 독립성이 높이 평가되는 현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가치가 저하되게 보여질 수도 있다(Barnes, 1996). Green(2003)의 

장애 아동 가족의 낙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가족들이 경험하는 낙인은 가족의 

안녕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장애아동 어머니의 고

통은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은 객관적 부담감이나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사람

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인식의 결과라고 하였다. 낙인은 객관적인 부담감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들이 통제되었을 때도 부담감의 주관적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Horwitz & Reinhard, 1995).  

홍콩의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Lam & 

Mackenzie, 2002) 일부 어머니들은 아이를 데리고 공공장소에 나가기를 꺼려하였

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기분을 갖게 했다고 했

다. 이는 Cheng과 Tang(1995)의 연구에서와 비슷한 결과인데, 부모들이 친근하지 

않은 눈빛으로 응시하고 거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대중매체 또한 다운증후군과 지적장애에 대한 대중의 부정

적인 선입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지적장애의 원인에 대해 

비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Chen & Tang, 1997).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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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생은 부모의 유교적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 - 부정직, 품행이 나쁜 것에 대

한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규태(1981)는 한국인이 문화적으로 동질의식이 매우 강해서 장애인을 평균에서 

이탈된 이질적인 존재로, 비가치화하고 편견을 갖는다고 하였다. 장애인을 거부하

는 사회의 인식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김미라 

& 정남운, 2006).  

반면, BBC 방송과 영국 다운증후군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다운증후군 신생아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다운증후군 산전 검사에

서 양성 결과를 얻은 후 아이를 출산한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

답자의 35%가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살기에 영국 사회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응답했으며, 25%는 이미 다운증후군이나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접해봤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였다(조선일보, 2008). 즉, 다운증후

군에 대해 사회가 수용적으로 변하고, 장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 다운증후

군 아동을 키울 용기를 갖게 했다는 것이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위험 과정은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으

로 시작하는데, 이는 만성 건강 상태를 가진 자녀를 돌보는 시간적 요구가 증가하

고 사회적 낙인을 경험함으로써 물리적, 정서적 고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친구와 

확대가족과의 관계에서 한걸음 물러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아직까지 서

양과 동양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의 낙인과 차별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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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요인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보호요인으로 아동의 사회성과 

같은 아동 자원, 응집력, 유연성, 의사소통기술, 부모 건강, 부모 교육수준, 경제수

준을 포함한 가족 자원, 친구/확대가족 지지, 의료진의 지지, 지역사회 서비스 등

의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아동 자원 

① 사회성 

Hodapp(2002)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들의 가족이 다른 장애 아동을 가진 

가족보다 높은 안녕상태를 보고하는 연구 결과들은 아동의 특정한 행동 때문이라

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보호적 행동들의 특성은 다운증후군 아동은 문제 행동이 

적고, 그들이 가진 긍정적인 개인적 특성과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Meyers & Pueschel, 1991; Kasari & Hodapp, 1996; Dykens & Kasari, 1997; 

Sanders & Morgan, 1997; Shores et al., 1998; Hodapp et al., 2001; Hodapp, 2002).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과 그들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운증후

군 아동이 그들의 형제자매보다 훨씬 사교적이고 애교가 많다고 하였으며

(Pueschel & Myers, 1994), Wishart와 Johnston(1990)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가 매우 사랑스럽고, 상냥하며, 사교적이라고 인식하

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Hornby(1995)는 아버지들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그들의 자

녀를 행복하고 명랑하며(46%), 사랑스럽고(32%), 사교적이거나 외향적(21%)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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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동의 기질은 가족이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가족 자원 

① 응집력 

가족의 응집력은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삶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한다. 즉, 

부가적인 책임을 가족이 함께 조절해가면서 가족이 “함께 있음”을 알게 되고 서

로의 강점을 인식하게 되며, 외부에서 불친절할 때 가족구성원에게 돌아오게 되며,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돌보게 되어, 가족으로서 함께 일하게 하는 것이 응집력이다

(Patterson, 1991). 한편, Olson, Portner와 Lavee(1986)에 의하면 가족의 응집력이란 

가족구성원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개인이 가족내의 다른 성원

들과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응집력은 가족원간

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외부환경과 하위체계들 간의 경계, 연합이 이루어지는 정도, 

가족의 공동시간과 개인의 사적시간의 허용정도, 가족의 공동공간과 개인의 사적공

간의 허용정도, 친구의 인정, 의사결정유형, 가족과 개인의 취미 및 여가공유의 정도

로 측정된다. Olson, Portner와 Lavee(1986)는 가족의 응집력은 연결과 분리의 정도

에 따라 네 가지 가족유형을 구분 지었는데, 응집력이 극단적으로 낮은 과잉분리

(disengaged), 응집력이 적당히 낮은 분리(seperated), 응집력이 적당히 높은 연결

(connected), 응집력이 극단적으로 높은 착(enmeshed)으로 설명하였다.  

응집력 수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간정도의 가족응집력 수준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와 가족응집력 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두 가지 견해로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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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중간정도의 가족응집력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살펴보면, Galvin과 

Brommel(1982)은 응집력이 지나치게 높은 가족은 미분화된 가족으로 가족원들이 

매우 가깝게 결합되어 자율성이나 개인적인 요구 및 목표달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며, 과도한 가족정체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반면에 연속선상의 다른 끝에 있

는 가족은 과잉분리가족으로서 친 감이나 가족응집력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며, 

가족원들이 자율성이나 개인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이외의 여러 실증연구

(Carpenter, 1983; Clake, 1984; Lavee, 1985; Minuchin, 1974; Olson, 1988)에서도 

문제가족에서 가족 응집력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양극인 경우가 나타나며, 응

집력이 중간수준일 때 더 효과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하며 개인발달에도 적합하다

고 보고있다. 

한편, 가족응집력 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Kennedy(1984)와 

Herring(1985) 등의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며, Smith(1985)의 연구에서도 가족응집력

이 높을수록 복지감이 향상되어 이들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을 보고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의 가족에서 응집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Hedov, Wikblad & Anneren, 

2006), 그들의 안녕 상태가 더욱 나을 뿐만 아니라(Olsson & Hwang, 2002; 

Oelofen & Rechardson, 2006), 자녀의 학교 결석률이 낮다고 보고되었다(Hedov et 

al., 2006). 이는 질병 진단 후 가족의 응집력과 삶의 질 사이에 높은 관련성이 있

다는 보고와 같은 맥락이다(Anderson, 1998). 반대로 가족 중 발달장애를 가진 자

녀가 있는 것이 부모의 응집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Olsson & Hwa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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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모가 응집력이 낮으면 스트레스와 우울에 더욱 취약하게 되는 원인이 된

다는 보고(Hedov et al., 2006)도 있다. 극복력이 높은 가족에서, 이러한 응집력은 

손상되지 않은 가족 단위를 유지하고 서로 도와 잘 기능하게 하며,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고,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능동적인 노력의 형태로 나타난

다(Patterson, 1991). 

  

② 유연성 

유연성이란 필요할 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족이 조직과정에서 안정성

과 변화 사이의 역동적 조화를 통해 생활 도전에 반응하며 변화를 허용하는 안정

된 가족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잘 기능하는 가족의 특징이기도 하

다(Watzlawick, Beavin & Jackson, 1967; Minuchin, 1974; Beaver & Hampson, 1993; 

Olson, 1993;).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경직된 방식을 바꾸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

하는 것은 능력있는 가족의 특성이다. 장애를 가진 가족원이 있다는 것은 부가적

인 요구들이 생기고, 정상 발달을 위한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화

된 역할, 규칙, 기대에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더 많이 요구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만성 질환에 잘 적응하지 못한 가족에게서 과잉 보호와 정서적 억압이 동반되는 

경직된 특성을 발견하였다(Steinglass, 1991). 한편,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는, 가족이 규칙을 만들고, 역할을 분배하고, 기대하는 목표를 정하는데 

있어 유연성을 사용할 때, 더 나은 결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Watson, Henggeler 

& Whela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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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의사소통 기술 

가족극복력 모형에서 의사소통 기술은 가족이 공유된 의미를 창조하고 대처

전략을 발달시키고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주요 극복력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가족 의사소통 패턴은 가족의 역경과 문제를 표현하고 스트레스 관

리와 해결을 위한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식 되어진다(심미경, 2003).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모든 가족에 있어 건강한 특성이나 특히 자녀

의 장애 진단과 같은 특정한 생활사건과 변화에 직면해서 가족원은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자녀로 인해 다른 가족들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방

해되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요구들 때문

에 더 많은 문제해결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슬픔

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표현은 특히 아동에 대한 질책, 나무람으로 비춰질까 우

려하여 표현하지 않게 된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러한 분노나 슬픔을 

표현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의 표현을 개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은 역할 조정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거나 돌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을 가지게 하여 적응을 돕게 된다(Patterson, 1991). 교통사고나 총상사고와 같은 

심각한 손상을 입은 환자 가족의 적응에 대한 극복력 요인의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해 조사한 Leske와 Jiricka(1998)의 연구에서는 강인성, 가족관리자원, 대처는 

가족의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의사소통만이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아암 환아의 극복력 모형에 관

한 연구(심미경, 2003)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가족적응에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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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표현은 자녀와 가족의 더 높은 극복력과 관련이 있다. 이는 장애가 가

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역할 분담에 대한 갈등의 해결, 돌봄과 책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것

을 표현하는 기회가 된다(Patterson, 1991). 따라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은 의사소통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고 공동수행과 협동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극복력을 높일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있겠다.  

 

(4) 부모 건강, 부모 교육수준, 경제수준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부모와 비장애아동 부모가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

상태를 비교한 연구(Hedov, Anneren & Wikblad, 2000)에 의하면, 다운증후군 아동 

어머니들의 건강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른 연구

들의 보고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Harvey, O’Callaghan & Vines, 1997; 

Krauss, 1993; Taanila, Kokkonen & Jarvelin, 1996). 

그 밖의 가족극복력과의 관련이 밝혀진 일반적 특성들은 부모 관련 변인으로

는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도덕성, 과거경험, 연령, 결혼만족도, 그리고 장애

에 대한 부모의 지각과 믿음 등이 그들의 스트레스 수준 또는 아동에 대한 양육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경우 가족지지와 가족적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박종숙, 1988) 반면, 이와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한다(노헤레나, 1990). Hodapp(2002)은 다운증후군

을 가진 아동의 가족이 다른 정신적 장애 아동의 가족보다 더 잘 대처한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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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다운증후군 강점(Down syndrome advantage)’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강점과 

관련된 요인 중 다운증후군을 가진 어머니의 평균 연령이 높음에 따른 발달 단계

에서의 성숙함과 더 많은 가족 수입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3) 지역사회 자원 

① 친구/확대가족 지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업이기 때문에 가족의 내적 자원이 

쉽게 고갈된다(양옥경, 1995). Cole과 Meyer(1990)는 가족의 내적 자원이 높을수록 

부모의 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가족 내적 자원을 높은 수준으로 유

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가족의 내적자원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가족의 외적자원이 풍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족 외부로부터의 

지지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가족 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Patterson, 1991). 즉, 다른 가족원, 친지나 친구로부터 받은 비공식

적 지지는 가족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어 왔다(심

미경, 2003). 반대로, 친구 또는 확대가족이 아동의 상태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며, 상처 주는 말이나 질문을 하는 부정적인 태도 등을 나타낼 

때 가족의 적응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친구/확대가족 지지는 스

트레스 정도가 높은 개인 및 가족에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을 키우는 가족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인지도는 가족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Brazil & Krueg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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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진의 지지 

의료진의 지지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의료진과의 관계의 질은 가족의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tterson, 1991).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료진들은 가족의 자녀가 

장애진단과 같은 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지지를 제공한다는 보

고(Balling & McCubbin, 2001; Fisher, 2001; Hall, 1996)들이 있다. 장애를 가진 자

녀를 둔 가족들이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 적응하기 위해 의료진의 지지를 받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en & Yurtsever, 2007). 의료진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동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만족감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더 나은 적응 상태와 연관되었다(Miles et at., 1999; Van Riper, 2000). 김미

영(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진의 말 한마디에 부모는 초기에 아이를 거부하고 

아이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등 아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

는 소인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잘 키우라’는 격려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부분

의 대상자가 의료진의 희망적인 한 마디가 힘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Lam과 

Mackenzie(2002)의 연구에서도 소수의 어머니들만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가 이

후의 가능한 발달에 대한 긍정적인 예후를 의사들에게서 들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의 부모들이 제공

받은 의료진의 지지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의료진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연구에서 부모들의 절

반 이상은 의료진의 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Hedov, Wikblad, and 

Anneren, 2002; Rastelli & Pothos, 2000; Skotko, 2005; Van Riper, 1999). 의료진으



- 31 - 

 

로부터 다운증후군 관련 정보를 진단 당시에 어떻게 제공 받았는가 하는 부모의 

경험은 자녀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정상화

(normalization)"를 목적으로 하는 성장과정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Johnston & Marder, 1994) 극복력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지역사회 서비스 

양경애(2003)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아동 가족은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에 있

어 높은 요구를 나타낸 것에 비해, 낮은 수혜률을 보이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높

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아동의 

장애가 심할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정신적·육체적 건강수준이 나쁠수

록, 육체적인 피로를 자주 느낄수록, 잘 자지 못할수록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양경애, 2003).  

뿐만 아니라, 부모 자조 그룹 또한 중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 자조 그룹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고민을 논의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다. 부모들은 미래에 대해 현실적인 희망을 가짐으로

써 그들의 좌절과 불안의 감정들을 자녀들을 위한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Mittler, 1990; Mlawer, 1993). 지난 몇 십 년 동안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

를 둔 가족들이 더 나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 낙인이 개선 되어가

고 있으며,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의 가족들에게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서비스, 즉 

조기중재와 가족 지지 시스템들이 많이 향상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향상된 가족 

서비스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대중의 수용이 부모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매우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Scott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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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개념적 기틀 
 

A.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Patterson(2004)의 가족극복력 모형(Family Resilience 

Model) <그림 1>에 근거하여,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에 관련된 요인들을 정리하여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 가족극복력은 크게 위험요인와 

보호요인로 나누어지며 이는 가족적응 과정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 

적응과 관련되어 있다. Patterson(2004)의 모형에 근거하여 위험요인으로는 다운증

후군을 가진 자녀의 건강 관련 문제와 발달상태를 아동의 특성에 포함하였고, 부

모의 우울, 부담감과 긴장 요인을 가족내의 스트레스에, 사회의 낙인과 차별을 지

역사회 스트레스에 포함하였다. 한편, 보호요소로는 아동의 기질이 아동의 자원에, 

응집력과 유연성, 의사소통 기술, 부모의 건강과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상태가 가

족 자원에, 그리고 친구/확대가족 지지, 지역사회 서비스, 의료진의 지지가 지역사

회 자원으로 포함하였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영향 요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요

인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도식화 

해보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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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atterson(2004)의 Family Resilience Model 

 

<그림 2>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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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및 절차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관련된 위험, 보호요인들을 

조사하고 각 요인이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의 적응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다운회에 등록된 다운증후

군을 가진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의 부모 126명이었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초등학생 이하의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2) 의사소통과 국문해독이 가능하고 설문지 응답이 가능하고 

3)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대상자 수 산출 근거는 Cohen(1988)의 검정력 분석을 통한 표본 크기 결정의 

방법에서 검정력 0.80, 유의수준 0.05, 중간효과크기 0.5로 설정하였을 때 72명으로, 

126명은 이 조건에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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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 도구 

 

1. 가족극복력 

 

1) 위험요인 

(1) 아동의 특성 

아동의 특성은 다운증후군 관련 건강 문제와 발달상태로 측정하였다.  

 

① 다운증후군 관련 건강문제 

다운증후군 관련 건강 문제는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다운증후군 건강관

리 가이드라인(1999)에서 염색체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건강문제들, 즉 

심장, 청력, 시력, 갑상선 기능, 치아, 근골격계, 신경계, 성형외과적 문제들은 중복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포함시켰다.  

 

② 아동의 발달상태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발달상태로는 Holroyd(1974)가 제작한 285문항의 

QRS 척도(The Questionnaire on Resource and stress)를 Friedrich와 그의 동료들

(1983)이 52문항으로 단축시켜 제작한 가족자원스트레스 도구의 아동 상태 요인에 

관한 21문항 중 발달상태를 측정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원도구는 22개월부터 

18세까지의 지적장애, 신체장애, 시각/청각장애,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신뢰도 Cronbach’s 점수는 .95, 2점 척도로 개발되었으며, 3세부터 초등학교 저학

년까지의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미옥(2001)의 연구에서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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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고 이때의 신뢰도는 Cronbach’s 점수는 .93으로 보고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

다”, 3점-“대체로 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아동이 긍정적인 발달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점수는 .77였다.  

 

(2) 가족 내 스트레스 

① 부모의 우울 

우울이란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는 근심, 죄책감, 무가치감, 

무기력, 희망이 없음, 식욕의 상실, 수면장애 등을 나타내는 정서장애이다(Beck, 

1967). 본 연구에서는 Beck(1978)이 개발한 BDI(Beck’s Depression Inventory)를 이

영호와 송종용(1991)이 우리말로 번역, 검토한 한국판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21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증가함을 의미한

다. 우울의 점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63점으로, 0점에서 9점까지는 비우울 

상태, 10점에서 15점까지는 경한 우울 상태, 16점에서 23까지는 중등도의 우울 상

태, 24점에서 63점까지는 심한 우울 상태로 표준화 되어있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

는 Cronbach’s 점수 .86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점수는 .93이었다. 

 

② 장애에 대한 부담감과 긴장 

장애에 대한 부담감과 긴장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을 키우면서 겪게 되는 

가족내의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Helroyd(1974)가 제작한 285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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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S 척도(The Questionnaire on Resource and stress)를 Friedrich와 그의 동료들

(1983)이 52문항으로 단축시켜 제작한 가족자원스트레스 도구에서 부모 및 가족 

요인에 관한 20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점 척도(1점-“전혀 그렇

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대체로 그렇다”, 4점-“매우 그렇

다”)로 구성되었으며 2, 5, 7, 9, 11, 17, 18, 19번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가족이 느끼는 아동의 장애로 인한 부담과 긴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1로 보고되었다. 

 

(3) 지역사회  스트레스 

① 사회의 낙인과 차별 

사회의 낙인은 부정적으로 평가된 차이의 인식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다 

(Susman, 1994). Green(2003)은 Link 등(1989) “Devaluation-Discrimination Scale”

에 의해 개발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도구 13문항 중 일반적인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할 수 있는 6문항에 2문항을 추가하여 수정한 도구를 미국 장애아동을 가

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고려하여 Green(2003)

의 도구에 학교생활과 관련된 낙인에 대한 1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대체로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고, 4, 6, 8번 문항은 역산하여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에 대한 사회

적 낙인이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점수는 .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7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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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요인 

(1) 아동 자원 

① 아동의 사회성 

Buss와 Plomin(1984)은 기질은 생애초기에 나타나는 선천적인 인성특성으로 후기

의 인성으로 지속된다고 정의하였으며, 기질의 구성요소를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으

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사회성의 개념은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을 더 좋아하는 성향으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교적인 특성을 뜻한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은 애교가 많고, 온순하고, 사회성이 발달하여 다른 장애의 

아동에 비해 키우기가 편하다는 ‘다운증후군 강점(Down Syndrome Advantage)’이 

선행연구(Hodapp, 2007)에 의해 밝혀진바, 본 연구에서는 Buss와 Plomin(1984)이 개

발한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도구 중 사회성의 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

다”, 3점-“그렇다”, 4점-“대체로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고 1, 

7, 8번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은 아동이므로 긍정적인 보호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점수 .88로 측정되었다. 

 

(2) 가족 자원 

① 응집력 

응집력은 Olson, Portner,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 척

도 III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FACES-III) 중 응집성 

항목만을 사용하였다. 응집성 항목은 총 1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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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1, 7번 문항은 역산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총점 10부터 50점 중 

10-34점은 응집력이 극단적으로 낮은 과잉분리, 35-40은 응집력이 적당히 낮은 분

리, 41-45점은 응집력이 적당히 높은 연결, 46-50점은 응집력이 극단적으로 높은 

착으로 구분되었다. 김미옥(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점수는 .85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점수는 .90이었다. 

 

② 유연성 

유연성은 McCubbin, Thompson, Elver(1996)에 의해 개발된 가족애착 및 유연성 

척도8 (Family Attachment and Changeability Index 8, FACI8) 중 유연성 항목만을 

사용한다. 본 도구는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의 관계에서 얼마나 융통성이 있고 탄력

적인지를 측정하기 위함이며 8문항,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대

체로 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대체로 그렇다”, 5점-“매우 그렇

다”)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연성이 높은 가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개발 

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점수는 .7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7이었다. 

 

③ 의사소통기술 

McCubbin, McCubbin & Thopmson(1988)이 개발한 가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Family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FPSC) 척도를 사용하였다. FPSC는 역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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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재난에 가족이 대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 의사소통의 두 

가지 지배적인 양상을 사정하는 도구로 모든 가족은 의사소통의 긍정적, 부정적 양

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의사소통 양상이 가족의 문제해결과 극복력에 중요한 요

소로 인식되면서 개발되었다. FPSC는 10문항의 4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를 

긍정적인 문제해결 의사소통 방법으로 해석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

우 그렇다”4점으로 하고 3개 문항(1, 5, 7번 문항)을 역코딩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

록 긍정적인 문제해결 의사소통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점수 .89였으며 심미경(200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점수는 .76

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점수는 .84였다. 

 

④ 부모건강,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건강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부모가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 정도를 

11점 척도(0점“나는 매우 건강하지 않다”, 10점“나는 매우 건강하다”)로 측정

하도록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교육수

준,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학력, 직업, 경제적 수준을 일반적 사항을 통해 측

정하였다. 

 

(3) 지역사회 자원 

① 친구/확대가족의 지지 

친구/확대가족의 지지는 McCubbin, Thompson & Elver(1996)가 개발한 가족대처척

도(Family Coping Index, FAMCI) 중 확대가족과 이웃의 지지 항목을 사용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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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는 건강관리 전문가와 종교지도자의 지지, 확대가족과 이웃의 지지, 가족 긍정적 

자신감의 총 3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확대가족과 이웃의 지지 영역

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써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9문

항 중 중복되는 내용의 2문항을 삭제하여 7문항을 사용하였다.개발 당시 원 도구의 신

뢰도는 전체 Cronbach’s 점수 .85이며 확대가족과 이웃의 지지 영역은 Cronbach’s 점

수 .7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점수 .89이었다. 

 

② 의료진의 지지 

본 연구에서는 의료진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자녀가 다운증후군을 진단받을 

때 의료진의 다운증후군 정보에 대한 설명과 태도에 관한 척도(최은경 & 유일영, 

2009)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보제공 3문항, 태도 5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Likert 4점 척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 2점-“거의 그렇지 않다”, 3

점- -“거의 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5번 문항은 역산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진의 진단 당시 지지가 충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점수 .89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점수는 .70

으로 보고되었다. 

 

③ 지역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중 지역사회 서비스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키우면서 경 

험하게 되는 지역사회의 정책을 측정하는 것이다. 생애주기별로 다운증후군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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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을 관련된 문헌(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을 

위한 가이드북, 2009)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구성한 도구를 이용하여, 전문적 정

보, 보육시설, 학교, 조기중재(물리/작업/언어치료),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시

설에 대한 이용용이성을 묻는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하면서 필요한 정책적 지

역사회 서비스가 뒷받침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점수 .92이었다. 

 

2. 가족적응 

 

1) 가족기능  

Smilkstein(1978)이 개발한 가족 APGAR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가족 APGAR 도

구는 가족원들이 가족의 일반적 기능 다섯 가지, 즉 적응, 협력, 성장, 애정, 융화

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거의 그렇지 않다는 0점, 때때로 그렇다

는 1점, 거의 그렇다는 2점으로 하여 0에서 10점의 범위를 가진다. 총 점수가 7-

10점이면 가족기능이 좋은 것으로, 4-6점은 중등도의 기능으로, 0-3점이면 문제가 

있는 가족기능으로 본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점수 .86이었으며 심미경

(200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점수 .70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ronbach’s 점수 .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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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본 연구의 변수를 연구의 기틀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구성 

변수 도구 문항수 신뢰도

가 

족 

극 

복 

력 

 

 

 

위 

험 

요 

인 

 

아동의 

특성 

• 관련된 건강문제 

• 아동의 발달상태 

•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포함

• QRS척도 중 아동상태 요인 

 

8 

 

.77 

가족내의 

스트레스 

• 부모의 우울 

• 부담감과 긴장 

 

• 우울척도(K-BDI) 

• QRS 척도 중 

부모 및 가족요인 

21 

20 

 

.93 

.91 

 

지역사회 

스트레스 
• 낙인과 차별 • 장애인에 대한 낙인척도 9 .70 

 

 

 

 

보

호

요

인 

 

 

 

아동자원 • 아동의 사회성 • 기질척도(EAS) 중 사회성  9 .88 

가족자원 

• 응집력 

 

• 유연성 

 

• 의사소통기술 

• 부모건강,교육수준, 

경제수준 

• 가족적응성 및 응집력 평가

척도(FACES-III) 중 응집력 

• 가족애착 및 유연성 척도 

(FACI8) 중 유연성 

• 문제해결 의사소통(FPSC) 

• 일반적 특성 포함 

 

10 

 

8 

 

10 

 

 

.90 

 

.87 

 

.84 

 

 

지역사회 

자원 

• 친구/확대가족 지지

 

• 의료진의 지지  

• 가족대처척도(FAMCI) 중  

확대가족과 이웃의 지지 

• 진단시 의료진 지지척도 

7 

 

8 

.89 

 

.70 

• 지역사회 서비스 • 연구자 개발 9 .92 

가 족 적 응 • 가족기능  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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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Y대학교 S병원 내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연구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도구 중 장애인에 

대한 낙인척도, 기질척도(EAS), 가족적응성 및 응집력 평가척도(FACES-III), 가족애착 

및 유연성 척도(FACI8), 문제해결 의사소통척도(FPSC), 가족대처척도(FAMCI), 그리고 

진단시 의료진 지지척도는 모두 원저자에게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였다<부록 4>.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지역 다운복지관, 서울/경기를 제외한 4개 지역의 

부모회,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인터넷 부모자조모임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으로써 직접 배포와 우편발송 및 전자우편 이용 방법을 사용하여 

총 126부를 수집하였다. 서울시내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다운회의 협조를 얻어 다

운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 71명에게 연구자와 훈련된 1명의 연구보조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총 62부(87.3%)를 수거하였다. 이 때 연구보조원

은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문항과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대상자 접근에 대한 간단한 훈련과정을 거침으로써 자료수집절차 상의 오

차를 최소화시키고, 자료수집자간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다운회에 등록되어 있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부모회 4곳(강원도, 경

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통하여 우편으로 35부 발송하여 26부(74.3%)를 회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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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부모회 회장에게 전화로 연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모임이 있을 

때 설문을 부탁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포탈 부모자조모임 카페에서 연구참여자를 자원 받아 전

자우편을 통하여 42부 중 38부(90.5%)를 회수하였다. 평균 85%의 높은 회수율을 

보인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본 연구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으로 사료

할 수 있다. 

 

1)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예비 조사 

예비 조사는 2009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에 소재하는 다운복지관 

이용자 5명과 지역 부모회 2명, 인터넷 부모자조모임 이용자 3명을 대상으로 연구

수행 과정의 용이성 및 질문지 관련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예

비조사에서 질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이해되지 않는 문항이나 질문지 응답

시의 반응을 살피고, 선택된 도구의 신뢰도와 사용자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도구 중 이해되지 않는 2문항의 단어를 수정하였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15분이었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09년 2월 11일부터 3월10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의의, 설문조사에 소

요되는 시간,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

우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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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0분 정도였으며, 설문조사가 끝난 후 답례품을 제공하고 추후 원할 경우 언

제라도 육아나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

공하였다. 

 

 

E.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1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속하는 변인들은 실수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가족적응 수준에 따른 가족극복력의 위험요인, 보호요인은 ANOVA 분석을 이

용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그리고 가족적응 간의 상관관 

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4. 대상자의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극복력 요인과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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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A.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총 126명이며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약 37.65세였고, 35세 미만은 46명

(37.4%), 35세 이상은 77명(62.6%)이었으며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출생시 평균 

연령은 32.12세였다. 대부분 응답자는 어머니(117명, 93.6%)였고,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87명(70.7%)으로 비교적 높은 학력 수준이었으며, 종교는 기독교인 경우가 

54명(46.6%)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113명(91.1%)이었고, 직업은 아버지 

경우 사무직이 59명(46.8%), 어머니인 경우 없음(주부 등)이 66명(52.4%)로 가장 많

았다. 경제수준은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7%를 차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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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 특성                                                       

N=126† 

특성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연령
†
 30세 미만 

30세 이상 - 35세 미만 

35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45세 미만 

45세 이상  

 

8(6.50)

38(30.89)

44(35.77)

23(18.70)

10(8.13)

37.65세(5.46) 

다운증후군 자녀 

출생시 연령
†
 

 

25세미만 

25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35세 미만 

35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3(2.65)

38(33.63)

38(33.63)

25(22.13)

9(7.96)

32.12세(5.01) 

성별
†
 부 

모 

 

8(6.40)

117(93.60)

 

교육수준
†
 대졸이상 

고졸 

중졸 

무학 

 

87(70.73)

33(26.83)

2(1.63)

1(0.81)

 

종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54(46.55)

27(23.28)

8(6.90)

 1(0.86)

26(22.41)

 

결혼상태
†
 

 

기혼 

사별 

이혼 및 별거 

기타 

 

113(91.13)

2(1.61)

7(5.65)

2(1.61)

 

경제수준
†
 상류 

중류 중에 상 

중류 중에 중 

중류 중에 하 

하류 

2(1.63)

14(11.38)

58(47.15)

35(28.46)

14(11.38)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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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의 평균 연령은 5.42세였으며 발달주기에 따라 비교적 비

슷한 연령 분포를 보였으나 학령기 아동이 49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자 70명(55.6%), 여자 56명(44.4%)이었다. 

다운증후군 진단 시기는 평균 약 6.94개월로 출생 후 1개월 이내가 75명

(61.0%)으로 절반 이상 차지하였으며 만 1세 이후 진단받은 경우도 15명(12.2%)이 

보고되었다. 반면 장애 등록시기는 평균 17.76개월로써 12개월 이후가 47명(44.3%)

이었다. 첫 번째 자녀로 출생한 경우가 68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4.8%를 차지하였

다. 현재 소속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경우는 가정내 보육 20명(15.9%), 일반 

어린이집 24명(19.1%), 통합 어린이집 22명(17.5%), 복지관 등 기타 보육기관 21명

(16.7%)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일반 초등학교 20명(15.9%), 

특수 초등학교 11명(8.7%)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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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의 일반적 특성                                                                 

N=126† 

특성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연령 6개월 이상- 1세 미만 

1세 이상  - 3세 미만 

3세 이상  - 6세 미만 

6세 이상  - 12세 미만 

12세 이상 - 15세 미만 

 

17(13.49)

28(22.22)

32(25.39)

42(33.34)

7(5.56)

5.42세(3.88) 

성별 남자 

여자 

70(55.56)

56(44.44)

 

 

다운증후군 

진단시기
†
 

출생직후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36(29.27)

39(31.71)

19(15.44)

14(11.38)

10(8.13)

5(4.07)

6.94개월(15.77) 

장애등록시기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34(32.08)

25(23.58)

23(21.70)

12(11.32)

 12(11.32)

17.76개월(18.32) 

출생순위(번째)
†
 1 

2 

3 

4 

 

68(54.84)

36(29.03)

16(12.90)

4(3.23)

 

현재소속 학령전기 

가정내보육 

일반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기타보육기관 

학령기 

일반초등학교 

특수초등학교 

20(15.87)

24(19.05)

22(17.46)

21(16.67)

20(15.88)

11(8.73)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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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가족극복력 관련요

인 및 가족적응  

 

1. 가족극복력 위험요인, 보호요인과 가족적응 수준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가족극복력 위험요인, 보호요인과 가족 

적응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아동건강문제는 평균 1.55점으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가 한 가지 이상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우울은 최소 0점에서 최대 40점까

지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점수는 8.87점으로, 비우울 상태가 83명(65.9%), 경한 

우울 상태가 19명(15.1%), 중증도 우울 상태가 15명(11.9%), 심한 우울 상태가 9명

(7.1%)으로 나타났다. 즉 치료를 요하는 우울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중증도 이

상의 우울 상태라고 응답한 24명(19.0%)이었다. 

    아동 사회성은 평균 30.93점으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가 사회성이 높은 경

향을 보였다. 응집력 수준은 효율적인 가족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간수준의 

응집력인 분리와 연결이 55.55%으로 절반 이상 차지하였으며, 반면 양극단적 수준

인 과잉분리는 약 37%, 착은 약 8%로 보고되었다. 가족기능은 10점 최고점에 

평균 7.52점으로 좋은 가족기능에 속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좋은 가족기능 78명

(61.90%), 중증도 가족기능  37명(29.37%), 문제 있는 가족기능11명(8.73%)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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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족극복력의 위험요인, 보호요인과 가족적응 수준                                                 
N=126† 

 

 
변수 

응답 

가능 

범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구분 실수(%) 

위 

험 

요 

인 

아동건강문제 0~6 1.55(1.16) 0 6 
  

아동발달상태 8-32 19.36(4.92) 8 32   

부모우울 

 

 

 

0-63 

 

 

 

8.87(8.68) 0 

 

 

 

40 

 

 

 

비우울(0-9)  

경한 우울(10-15) 

중증도 우울(16-23) 

심한 우울(24-63) 

83(65.87)

19(15.08)

15(11.90)

9(7.14) 

부담감과 긴장 20-80 32.87(7.56) 20 57   

낙인과 차별 9-45 29.41(5.81) 9 43   

보 

호 

요 

인 

아동사회성 9-45 30.93(7.56) 9 45   

응집력 

 

 

 

10-50 

 

 

 

36.21(7.02) 10 

 

 

 

50 

 

 

 

과잉분리(10-34) 

분리(35-40) 

연결(41-45) 

착(46-50) 

46(36.51)

47(37.30)

23(18.25)

10(7.94)

유연성 8-40 27.74(6.39) 16 37   

의사소통기술 10-40 30.09(4.39) 14 40   

부모건강 0-10 6.18(2.21) 0 10   

친구/확대가족 

지지 
9-45 19.85(5.68) 9 35 

  

의료진 지지 8-32 17.95(5.26) 8 32   

지역사회서비스 9-36 24.06(8.05) 9 36   

가 

족 

적 

응 

가족기능 0-10 7.52±2.83 0 10 

좋은 가족기능(7-10) 

중증도 가족기능(4-6) 

문제 있는 가족기능

(0-3) 

78(61.90) 

37(29.37)

11(8.73)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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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적응에 따른 가족극복력의 위험요인, 보호요인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의 가족적응에 따른 가족극복력 위험요인, 보호요

인을 ANOVA를 통한 차이검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족기능은 Family APGAR 

척도의 분류(문제 있는 가족기능 0-3점, 중증도 가족기능 4-6점, 좋은 가족기능 7-

10점)에서 좋은 가족기능, 중증도 가족기능과 문제있는 가족기능 세 그룹으로 분

류하여 분석하였다. 가족극복력 요인 중 아동연령, 아동발달상태, 부모우울, 부담

감과 긴장, 의사소통, 응집력, 유연성, 부모건강, 친구/확대가족 지지, 지역사회 서

비스에서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아동건강문제, 출생시 부모연령, 낙인과 차

별, 아동의 사회성, 의료진의 지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특성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극복력의 위험요인 중 가족기능이 나쁠수록 부모의 우울 점수가 더 높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8.92, p<.0001), 좋은 가족기능과 문제있는 가족기

능, 중증도 가족기능과 문제있는 가족기능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족기능이 

나쁠수록 부담감과 긴장 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F=16.12, 

p<.0001), 좋은 가족기능과 중증도 가족기능, 문제있는 가족기능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다. 

한편, 가족극복력 보호요인에서는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의사소통, 응집력, 유 

연성의 점수가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의사소통 F=21.27, p<0.0001; 

응집력 F=33.94. p<0.0001; 유연성 F=22.72, p<0.0001) 각각의 가족기능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친구/확대가족지지와 지역사회서비스에서도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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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수로 보고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친구/확대가족 지지 F=8.02, 

p=0.0005; 지역사회서비스 F=3.62. p=0.0296), 좋은 가족기능과 문제있는 가족기능

에서 차이를 보였다.  

 

 

 

 

 

 

 

 

 

 

 

 

 

 

 

 

 



- 55 - 

 

<표 5> 가족적응에 따른 가족극복력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차이 

N=126† 

가족적응 구분 평균(표준편차) F p 
다중비교 

(Sheffe) 

좋은 

가족기능(a) 

 

중증도 

가족기능(b) 

 

문제있는 

가족기능(c) 

위 

험 

요 

인 

아동연령 a.  4.40(3.63) 6.78**     0.0017 a<b 

b.  6.88(3.71) 

c.  7.27(4.17) 

 

아동건강문제 a.  1.56(1.18) 1.75      0.1773  

b.  1.35(1.06) 

c.  2.09(1.30) 

 

아동발달상태 a. 18.42(4.93) 4.24*     0.0166 a<b 

b. 21.21(4.59) 

c. 19.63(4.50) 

 

출생시부모연령 a. 32.29(5.02) 0.45     0.6390  

 b. 31.50(4.48) 

c. 33.00(6.72) 

  

부모우울 a.  6.73(6.37)  18.92****    <.0001 a<c 

 b.  9.51(8.61) 

c. 21.82(11.87)

 b<c 

부담감과 긴장 a. 30.79(6.43) 16.12****     <.0001 a<b 

 b. 34.32(7.44) 

c. 42.73(6.94) 

 a<c 

b<c 

낙인과 차별 a. 28.86(5.76) 0.94     0.3935  

 b. 30.16(5.16) 

c. 30.72(8.03) 

  

보 

호 

요 

인 

아동사회성 a. 30.46(8.14) 0.52     0.5974  

 b. 32.03(5.92) 

c. 30.63(8.41) 

  

의사소통 a. 31.61(3.80) 21.27****     <.0001 a>b 

 b. 28.62(2.89) 

c. 24.36(6.12) 

 a>c 

b>c 

응집력 a. 39.01(5.81) 33.94****     <.0001 a>b 

 b. 33.54(4.81) 

c. 25.27(7.38) 

 a>c 

b>c 

유연성 a. 29.83(5.90) 22.72****     <.0001 a>b 

 b. 26.05(5.16) 

c. 18.55(2.94) 

 a>c 

b>c 

   부모건강 a.  6.36(2.10) 5.70** 0.0043 a>c 

   b.  6.38(2.13) 

c.  4.00(2.36) 

 b>c 

† 
무응답 제외, *p< .05, **p< .01, ***p< .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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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족적응에 따른 가족극복력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차이(계속)
 

가족적응 구분 평균(표준편차) F p 
다중비교 

(Sheffe) 

 

보 

호 

요 

인 

친구/확대가족지지 

 

 

 

지역사회서비스 

 

a. 21.10(5.94) 

b. 18.76(4.11) 

c. 14.64(5.00) 

a. 25.22(8.10) 

8.02** 

 

3.62* 

    0.0005  

 

 

0.0296 

 

a>c 

 

 

a>c 

b. 23.27(7.61) 

c. 18.64(7.16) 

 

의료진지지 

 

a. 18.96(4.78) 0.58   

 

0.5607 

 

 

b. 19.28(2.98) 

c. 17.73(3.64) 

 

† 
무응답 제외, *p< .05, **p< .01, ***p< .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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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극복력의 위험요인, 보호요인과 가족적응의 상관관계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극복력 요소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나누어 각 요인과 가족적응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표 6>과 같다. 가족적응을 측정

한 가족기능은 아동연령(r=-0.341, p=0.0002), 아동발달상태(r=-0.204, p=0.023), 부모

우울(r=-0.413, p<.001), 부담감과 긴장(r=-0.443, p<.0001)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부모건강(r=0.227, p=0.011), 의사소통(r=0.558, 

p<.0001), 응집력(r=0.640, p<.0001), 유연성(r=0.524, p<.0001), 친구/확대가족 지지

(r==0.378, p<.0001), 지역사회 서비스(r=0.253, p=0.004)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아동건강, 출생시 부모연령, 낙인과 차별, 아동의 사회성, 

의료진의 지지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건강, 가족의 의사소통정

도, 응집력 수준, 유연성 수준, 친구/확대가족 지지, 지역사회 서비스가 좋을수록 

가족기능 정도가 높았고,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아동의 발달상태가 나을수록, 

부모의 우울, 부담감과 긴장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기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아동의 발달상태의 경우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경우 성장이 느리지만 

정상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연령이 올라갈수록 발달상태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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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족극복력의 위험요인, 보호요인과 가족적응의 상관관계                                                                N=126† 

1. 아동연령, 2. 아동건강문제, 3. 아동발달상태, 4. 출생시 부모연령, 5. 부모건강, 6. 부모우울, 7. 부담감과 긴장, 8. 낙인과 차별, 9. 아동사회성, 10. 의사소통, 

11. 응집력, 12. 유연성, 13. 친구/확대가족지지, 14. 지역사회서비스, 15. 의료진지지, 16. 가족기능, 
† 
무응답 제외, *p< .05, **p< .01, ***p< .001, ****p<.00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아동연령 1.00                

아동건강문제 -0.032 1.00               

아동발달상태 0.646**** 0.019 1.00              

출생시부모연령 -0.285** -0.073 -0.174 1.00             

부모건강 0.069 -0.145 -0.011 -0.122 1.00            

부모우울 0.028 0.018 -0.015 0.027 -0.454**** 1.00           

부담감과 긴장 0.075 0.037 -0.082 0.106 -0.377**** 0.696**** 1.00          

낙인과 차별 -0.021 0.037 0.015 -0.210* -0.063 0.407**** 0.380**** 1.00         

아동사회성 -0.072 0.079 0.100 0.068 -0.040 0.013 -0.083 0.170 1.00        

의사소통 -0.243* 0.033 -0.027 0.004 0.363*** -0.314*** -0.358**** -0.047 0.033 1.00       

응집력 -0.328*** 0.019 -0.174 -0.072 0.267** -0.238** -0.344**** -0.004 0.122 0.636**** 1.00      

유연성 -0.201* -0.114 -0.053 -0.001 0.309*** -0.370**** -0.349**** -0.149 0.118 0.489**** 0.609**** 1.00     

친구/확대가족지지 -0.135 -0.038 -0.092 -0.115 0.180* -0.240** -0.267** 0.040 0.160 0.287** 0.359**** 0.286** 1.00    

지역사회 서비스 -0.250** -0.021 -0.156 0.104 -0.047 0.083 -0.093 -0.057 0.108 0.044 0.243** 0.149 0.257** 1.00   

의료진지지 -0.217* -0.100 -0.113 0.101 0.058 -0.021 -0.071 -0.015 -0.060 0.101 0.052 -0.011 0.027 0.066 1.00  

가족기능 -0.341*** -0.004 -0.204* 0.022 0.227* -0.413**** -0.443**** -0.153 -0.024 0.558**** 0.640**** 0.524**** 0.378**** 0.253** 0.1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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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족극복력 위험요인, 보호요인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 따라 독립변수인 가족극복력 요인을 위험요인과 보 

호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종속변수인 가족적응의 설명력 증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위험요인은 아동건강문제, 아동발달상태, 부모우울, 부담감

과 긴장, 낙인과 차별로, 보호요인은 아동의 사회성, 응집력, 유연성, 의사소통, 부

모건강, 친구/확대가족지지, 지역사회서비스, 의료진지지로 구성되었다. 각 회귀모

형에서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고 다중공선성 여부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계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요인이 가족적응을 설명하는 정

도는 27.19%였고, 이 때 아동의 발달상태(ß=-0.13, p=0.005)와 가족의 부담감과 긴

장(ß=-0.13, p=0.003)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족적응 영향요인이었다. 가족극복력 

위험요인에 보호요인을 추가한 결과는 전체 설명력이 56.38%로 29.19%가 증가하

였으며, 부모의 우울(ß=-0.07, p=0.036), 가족의 응집력(ß=0.13, p=0.002)과 의사소

통(ß=0.13, p=0.039)이 가족적응에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

었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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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족극복력의 위험요인, 보호요인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N=126† 

 † 
무응답 제외, *p< .05, **p< .01, ***p< .001, ****p<.0001 

 

독립변수     R²      ß   t      p      VIF      R²      ß      t     p      VIF

위

험

요

인

아동건강문제 0.2719 0.05 0.25 0.806 1.00 0.5638 0.00 0.00 0.999 1.09

아동발달상태 -0.13 -2.88** 0.005 1.02 -0.07  -1.65 0.103 1.10

부모우울 -0.07 -1.89 0.061 2.03 -0.07    -2.12* 0.036 2.55

부담감과 긴장 -0.13 -3.00** 0.003 2.01 -0.03 -0.69 0.491 2.30

낙인과 차별 0.03 0.64 0.523 1.22 -0.00 0.00 0.998 1.37

보

호

요

인

사회성  -0.04 -1.39 0.166 1.13

응집력  0.13    3.14** 0.002 2.58

유연성  0.05 1.25 0.215 1.94

의사소통  0.13 2.10* 0.039 1.96

부모건강  -0.15 -1.46 0.146 1.43

친구/확대가족지지  0.04 1.18 0.239 1.32

지역사회서비스  0.04 1.66 0.100 1.23

의료진지지  0.04 0.99 0.32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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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가족극복력 요인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분류한 동시에 아동, 가족, 지역사회로 각각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를 아

동, 가족, 지역사회 요인으로 분류하여 종속변수인 가족적응의 설명력 증가를 추

가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아동요인은 아동건강문제, 아동발달

상태, 아동사회성이고, 가족요인은 부모우울, 부담감과 긴장, 응집력, 유연성, 의사

소통, 부모건강이며, 지역사회 요인은 낙인과 차별, 친구/확대가족지지, 지역사회서

비스, 의료진지지로 구성되었다. 각 회귀모형에서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고 다중

공선성 여부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계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과 관련된 변수들이 가족적응을 설명하는 정도는 4.97%였고, 이 

때 아동의 발달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족적응 영향요인이었다(ß=-0.14, 

p=0.016). 아동관련 변수에 가족관련 변수를 추가한 결과는 전체 설명력이 53.64%

로 48.67%가 증가하였으며, 가족의 응집력이 가족적응에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었으며(ß=0.15, p=0.0004), 아동발달상태(ß=-0.09, p=0.040)와 가족의 

의사소통(ß=0.13, p=0.037)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 가족, 지역

사회관련 모든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설명력은 56.38%로써 지역사회

로 인한 설명력 증가는 2.74%였음을 알 수 있다. 가족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응집력(ß=0.14, p=0.001), 부모우울(ß=-0.07, p=0.036), 의사소통

(ß=0.12, p=0.038)이었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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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가족극복력의 아동, 가족, 지역사회 요인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N=126†  

† 
무응답 제외, *p< .05, **p< .01, ***p< .001 

 독립변수 R² ß t p VIF R² ß t p VIF R² ß t p VIF

아

동

아동건강문제 4.97 -0.06 -0.27 0.791 1.01 53.64 -0.02 -0.13 0.893 1.08 56.38 0.00 0.00 0.998 1.10

아동발달상태 -0.14 -2.44* 0.016 1.01 -0.09 -2.08* 0.040 1.08 -0.07 -1.65 0.103 1.11

아동사회성 0.00 0.11 0.913 1.01 -0.03 -1.18 0.246 1.09 -0.04 -1.39 0.167 1.13

가

족

부모우울 -0.06 -1.95 0.054 2.23 -0.07 -2.12* 0.036 2.54

부담감과 긴장 -0.05 -1.24 0.218 2.15 -0.03 -0.69 0.491 2.30

응집력 0.15 3.63*** 0.0004 2.38 0.13 3.14** 0.002 2.58

유연성 0.05 1.28 0.203 1.86 0.05 1.25 0.215 1.94

의사소통 0.13 2.15* 0.037 1.89 0.12 2.10* 0.038 1.96

부모건강 -0.15 -1.49 0.139 1.39 -0.15 -1.46 0.146 1.43

지

역

사

회

낙인과 차별  -0.00 -0.00 0.998 1.36

친구/확대가족지지  0.04 1.18 0.239 1.31

지역사회서비스  0.04 1.66 0.101 1.23

의료진지지  0.04 0.99 0.32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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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 의 

 

본 연구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관련요인과 가족극복력 위험요인, 보

호요인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A. 가족 극복력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관련요인으로는 위험요인에서

는 아동연령, 아동발달상태, 부모우울, 부담감과 긴장, 보호요인에서는 부모건강, 

의사소통, 응집력, 유연성, 친구/확대가족지지, 지역사회서비스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1. 위험요인 

 

가족적응과 관련된 가족극복력 위험요인 중 부모건강이 나쁠수록, 부모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부담감과 긴장이 많을수록 가족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 또한 부모건강은 부모우울과, 부모우울은 부담감과 긴장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Hedov 등(200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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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스웨덴의 다운증후군 자녀의 어머니는 비장애 아동 어머니에 비해 건강 영역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

를 가진 아동이 부모, 특히 어머니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다른 연구들(Harvey et al., 1997; Krauss, 1993; Taanila et al., 1996)의 결

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 수준에 따라 

비우울과 우울로 나누어 가족극복력 요인과 가족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우울 

점수가 높은 부모는 부모건강이 좋지 않았고, 부담감과 긴장, 낙인과 차별이 더 

높고, 의사소통, 응집력, 유연성, 가족적응의 평균점수가 더 낮았다. 또한 본 연구

에서 대상자 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임상적 우울 수준은 응답자 중 19%였고 경한 

우울증상을 포함하면 약 34%가 우울상태에 해당하였다. 또한 BDI 평균 점수는 

8.87점이었는데 이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Scott et al., 1997; Glidden & Schoolcraft, 2003; 

Bailey et al., 2007).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에 대한 41개의 선행연구 들을 분석한 

Bailey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약 23.6%의 어머니들이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

다고 하였고,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Scottet al., 1997)에

서는 BDI 평균 점수는 7.1점이었고, 5.6%의 응답자들이 임상적으로 우울한 상태였

으며, 약 80%에서는 우울증상이 없거나 경한 우울단계로 보고되었다. 또한 

Glidden과 Schoolcraft(2003)의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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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9.3%에서 임상적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출생 시기의 우울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일반인들의 우울증 유병률이 6%인 것(Kessler, Berglund & 

Demler, 2003; Ohayon, 2007)과 비교할 때 외국의 다운증후군 자녀의 부모의 경우 

일반인의 우울 정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에 비해 매

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울과 관련된 요소가 

부담감과 긴장, 낙인과 차별, 의사소통, 응집력, 유연성, 그리고 친구/확대가족지지

와 상관관계 있으므로 위의 관련 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 특히 부담감과 긴장, 낙인과 차별, 유연성은 우울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각각의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스에서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와 비장애 아동 부모의 부담감을 

비교하였는데 일상생활에서 비장애 아동을 돌보는 것보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돌

보는데 평균 4~5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하였다(Padeliadu, 1998). 그러나 이스

라엘의 Levy-Schiff(1986)에 의하면 오히려 일반 아동보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돌보

는데 더 적은 시간이 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적인 요인뿐 아니라 지역 

사회 지원 체계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

은 언어, 신변처리, 그리고 인지적 문제들 때문에 학교나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집

에서도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게다가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들

은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본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결국, 그리스와 같이 장애 아동을 위한 충분한 교육, 

직업, 재활과 여가시간을 위한 공적 또는 사적 서비스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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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들을 어머니가 대부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부담감과 긴장이 증가하는 이

유가 될 수 있겠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다운증

후군 자녀를 둔 부모가 장애아동에 대한 부담감과 긴장이 더 많고 우울증상이 심

화되는 것은 연속선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로써, 국내 연구(이숙자, 1993)

에서 자폐 아동 어머니보다 다운증후군 아동 어머니들이 더 많은 심리적 증후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Holroyd 

& McArthur, 1976; Goldberg et al., 1986)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서구 사회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복지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증후가 

장애의 손상 정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외양과 주위의 평가를 중시하는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외양상의 특이한 얼굴 형태를 갖고 있어 쉽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되는 다운증후군의 특성이 어머니들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더 느끼

게 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의 건강문제 정도는 가족적응과의 

관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이 다양한 건

강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아동의 진단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녀의 건강문제 

정도가 가족이 적응하는 것에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적응과 관

련된 부모건강, 부모우울, 부담감과 긴장, 낙인과 차별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작용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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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요인 

 

가족적응과 관련된 가족극복력 보호요인 중 가족이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응

집력이 높을수록, 유연성이 좋을수록, 그리고 친구/확대가족의 지지와 지역사회서

비스가 잘 될수록 가족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응집력은 의사

소통, 유연성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가족 응집력은 극복력 있는 가족의 자원 또는 특징으로 가장 강조되어 왔으

며 특히 자녀가 장애가 있을 때 가족 기능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보

고되어 왔다(Spinetta et al., 1988; Patterson, 1991; Wallendar & Varni, 1989). 장애

를 가진 자녀가 있는 것 때문에 가족응집력이 더 강화되었다는 보고들이 많은데, 

이는 가족이 서로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 가까워졌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

라 사려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응집력 수준에 따른 가족극복력 요인과 가족적응의 차

이를 분석하였는데, 응집력에 따라 아동연령, 아동건강문제, 부담감과 긴장, 의사

소통, 유연성, 친구/확대가족지지, 지역사회서비스, 의료진의 지지와 가족기능의 평

균 점수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가족극복력 관련 요인과 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연령은 가족의 응집력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

였는데 이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미옥, 2001)에서 7세 미만 집단이 7세 

이상 집단보다 응집력과 가족자원 수준이 더 높았으며 학령기 이전 집단에서 가

족자원이 더 크고, 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가족은 가족자원과 응집력이 감소한 결

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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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응집력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아동에게서도 김나영과 

이승희(2001)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자녀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가족응

집력의 수준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지지하는

데, 가족발달주기와도 관련된 응집력 특성에 따라 자녀가 출생하는 시기의 가족발

달단계에서 가족극복력이 높은 상태가 되고, 특히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는 가족을 더 응집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의 기능이 함께 지내온 시간보다는 역경에 처했을 때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의 가족응집력을 분석한 연구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옥, 2001). 이러한 결과는 가

족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는 아동의 장애유형보다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상태에 따른 가족응집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김나영, 윤호열과 이

승희(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이 가족응집력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와 비장애 아동의 부

모에게서도  양육 부담감이 적은 부모일수록 응집력이 더 높은 것을 보고하고 

있다(Hedov, Anneren & Wikblad, 2002).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응집력

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부모우울, 부담감과 긴장이나 가족간의 

의사소통, 유연성, 친구/확대가족지지 등의 가족적 요인들과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의 연령만이 아니라 그 외의 많은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 69 - 

 

한편, Olson, Portner and Lavee(1986)에 의하면 가족의 응집력은 극단적으로 

낮은 과잉분리와 극단적으로 높은 착의 단계보다는 적당히 낮은 분리와 적당히 

높은 연결 수준인 중간정도의 가족응집력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 응집력 수준에 따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집력이 높을수록 가족의 위험

요인이 적고, 보호요인이 강화되어 있으며, 가족기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응집력 평균 점수가 36.21점으로 적합한 범위대에 

속하고, 응집력 점수가 매우 높은 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10명, 7.94%) 사려되나, 

가족 응집력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친구/확대가족의 지지는 부모의 적응과 관련된다. 즉, 부모가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을수록, 더 잘 적응한다고 보고되었다(Tak & McCubbin, 2002). 

몇몇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가 긍정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Collins et al., 1993; Arkin & Ahmad, 2000), 이는 본 

연구에서 친구/확대가족지지와 가족적응의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친구/

확대가족지지는 부모의 건강, 우울수준, 부담감과 긴장, 가족의 의사소통, 응집력, 

유연성, 지역사회 서비스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Belsky(1984)는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

에 부모 역할과 기능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은 

부모 자녀 사이에 더 나은 애착이 형성되고 결국 가족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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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서비스가 잘 되어 있을수록 가족적응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어릴수록 지역사회 서비스, 의료진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

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지역사회 서비스, 의료진의 지지가 과거보다는 점점 향

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에 제시

된 몇몇 조항들에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조기특수교육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잡았다. 그러나 그 구체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

정이다. 출생 직후부터 판별이 가능한 다운증후군과 같은 경우 조기중재 프로그램

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부인앵, 

1999). 지역사회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볼 때도, 본 연구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 보건소, 응급실, 입

원시설, 교육시설 등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낮게 보

고되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다운증후군을 가진 초등학생 자녀 중 일반초등학교

를 다니는 경우가 64.5%인 반면, 특수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35.5%로 보고되었

는데,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아동들이 일반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으며 개별

화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비하여(Pueschel, 2001),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통

합교육에 대한 정책적ㆍ사회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특수초등학교를 다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장애아동이 초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부모가 

통합 교육기관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기관과 정보의 부족을 절감하게 되고 통합 

후에도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장

애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아동의 부모만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전체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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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법·교육·사회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혼자 힘으로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 없다는 고립감과 무기력감을 나타내기도(김미라 & 정남

운, 2006)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의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이 매우 절실하다. 

 

 

B. 가족의 극복력 요인이 가족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족극복력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가족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전체설명력은 56.38%로 매우 많은 부분이 설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요인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독립변수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종속변

수의 설명력 증가를 살펴본 결과 위험요인 변수들은 가족적응을 27.19% 설명하

였으며, 보호요인은 29.19%를 설명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가족극복력 요인을 대

부분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만 설명하였던 선행연구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극복력의 아동의 사회성, 응집력, 유연성, 의사소통, 

부모건강, 친구/확대가족지지, 지역사회서비스, 의료진의 지지가 가족적응에 미치

는 영향이 크지만, 이에 못지않게 아동건강문제, 아동발달상태, 부모우울, 부담감

과 긴장, 낙인과 차별과 같은 가족극복력 위험요인 또한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

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가 있는 가족을 

사정하고 가족극복력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러한 위험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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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정이 필요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적절한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함으

로써 이러한 위험요인이 중재되어 보호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한 위

험요인에 대한 문제가 적은 가족은 긍정적 강화를 통해 계속 상태를 유지·발전

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한편,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요인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아동, 가족, 지역사회 관련 요인으로 분류하여 

종속변수의 설명력 증가를 살펴본 결과, 아동관련 변수들은 가족적응을 4.97% 설

명하는 반면, 가족관련 변수가 추가되면서 그 설명력이 53.64%로 48.67%가 증가하

였으며, 지역사회관련 변수를 추가한 설명력의 증가는 2.74%였다. 이는 우리 사회

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대 한국의 가족은 외형상 핵가족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혈연 중심의 직계가족의 지배적 규범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가부장적 가족주의는 가족의 안정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구성 원리

로 작용하고 있다(백진아, 2007). 가족주의는 개인들의 행위와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족집단의 유지와 기능이 최우선의 준거가 되는 가치체계로써, 개인의 행위

를 규제하면서 가족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우선시되는 생활태도를 의미한다. 따라

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의 가족극복력에 있어서도, 아동의 특성이나 지역사회 

요인 보다는 가족주의적인 가족내의 요인들이 가족극복력에 대해 대부분의 설명

을 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는 가족적응을 위한 가족극복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족 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파악 하여 가족 특성

에 따른 맞춤식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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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에서 아동관련 변수들이 가족적응을 설명하는 정도가 약 4.97% 

임을 미루어 볼 때, 부모가 자녀의 다운증후군 진단을 일단 수용하게 되면 자녀의 

건강문제, 발달상태, 사회성 등이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미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특성을 변화시키기는 힘들지만, 다운증후군을 가

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를 좀 더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지지적 중재가 더 

필요할 수 있겠다.  

또한, 외국의 연구들에서 가족적응에 낙인과 차별, 친구/확대가족 지지, 의료

진 지지, 지역사회 서비스 등의 지역사회 요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그 설명력이 약 2%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반대로 해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에 대한 사

회적·정책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가족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지 선행연구를 미루어 볼 때 그 중요성이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 연구 결과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의 다운증후군 진단시

기가 평균 6.9개월이며 장애등록시기가 평균 17.8개월이었다. 스웨덴의 경우 진단

설명을 75%에서 자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들은 반면(Hedov, Wikblad & 

Anneren, 2002), 본 연구에서는 약 70% 이상에서 1개월 이후에 진단을 받았다. 다

운증후군은 대부분 출생 즉시 특징적인 외모로 의심 가능하여 염색체 검사로 진

단을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Cohen, 2005),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용하는 1차·2차 

의료기관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의료기관의 병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진단에 대해 의심되는 바를 부모에게 이

야기 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애등록시기가 진단을 받은 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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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자녀의 장애에 대해 부모가 수용하기까지의 시간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혜택이 부족하기 때문

에 등록을 즉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족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서비스의 개선이 매

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극복력 관련요인으로 규명된 요인 중 주요 변

수로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응집력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적응을 높이기 위해 응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앞서 분석에서 응집력과의 상관관계가 높았던 부모건강, 부모우울, 부담감과 긴장, 

의사소통, 유연성, 친구/확대가족지지를 이용하여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응집력은 아동연령과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 있으며 가족발달주기

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가족의 발달주기에 따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가

족적응의 영향요인으로 부모우울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는

데, 가족극복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부모우울에 대한 사

정이 이루어져 임상적 우울에 해당되는 부모들은 적합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추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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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을 편의표출방법에 의해 대

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 중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부분의 대상자가 어머니였으므로 아버지가 

영향을 주는 가족극복력을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측정변

수들이 자가 보고형 도구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편견으로 인하여 개념간의 

관계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D.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관련요인에 대하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가족적응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극복력 

요인들에 대하여 다양하게 규명되어 왔으나 매우 복잡하고 구분이 모호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분류하고 각각 아동, 가족, 지역사회 측면에

서 분석하여 간호 임상에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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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이론 측면 

 

    지금까지 간호학 분야에서 가족극복력에 대한 고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

고, 소수의 연구에서도 가족극복력 요인을 대부분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규명하는 

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족극복력 요인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

였으며, 보호요인만큼 위험요인이 가족극복력을 설명하는 정도가 크다는 결과를 

통해 가족극복력 이론에서 위험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장애아동을 가진 가족의 가족극복력 관련 요인이 장애아동보다는 

가족요인으로 설명되었으므로 가족극복력 이론을 가족이 있는 문화 현상과 연결

시켜 고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간호연구 측면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극복력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이해를 도

모하고 다양한 후속연구를 이끌어 각각의 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도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77 - 

 

3. 간호실무 측면 

 

다양한 간호 실무 영역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을 만날 수 있

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가족과 아동에게 전문적 지지와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중

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가족의 위험요인을 최소화시키고, 가족의 

강점을 발견하고 보호요인을 강화시킴으로써 가족 적응을 위한 자원을 유지하도

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족극복력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조직

화하여 실무에서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이 적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가족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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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A.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 요 

인들을 조사하고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Patterson(2004)의 극복력 모형(Family Resilience 

Model)에 근거하여 독립변수로써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의 건강 관련 문제와 발

달상태, 부모의 우울, 부담감과 긴장, 사회의 낙인과 차별이 위험요인으로 측정되

었고, 아동의 기질, 가족의 응집력과 유연성, 의사소통, 부모의 건강과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상태, 친구/확대가족 지지, 지역사회 서비스, 의료진의 지지가 보호요

소로 측정되었으며, 종속변수로 가족적응을 측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서울지역 다운복지관 이용가족과 4개의 지역부모회, 인터넷 부모 

자조모임 카페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2009년 2월 11 

일부터 3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26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9.1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와 상관관계 분석, t 검정, 분산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가족극복력의 위험요인, 보호요인과 가족적응의 상관관계에서는 아동연령이  

어릴수록, 아동발달상태가 낮을수록, 부모의 우울 수준, 부담감과 긴장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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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건강이 좋고 가족의 의사소통, 응

집력, 유연성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확대가족의 지지와 지역사회 서비스가 잘 되

어 있을수록 가족적응이 잘 되었다.  

가족극복력 관련요인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56.38%였으며,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때, 위험요인은 27.19%, 보호요인은 

29.19%로 가족극복력을 설명하였다. 한편,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을 

아동, 가족, 지역사회로 분류하여 시행하였을 때, 가족관련 변수가 가족적응의 영

향 정도를 48.67%로 설명한 반면, 아동관련 변수 4.97%, 지역사회변수는 2.74%로 

가족극복력의 가족적응 영향정도를 설명하였다. 이 때 부모의 우울, 가족의 응집

력과 의사소통이 가족적응에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에 대한 위험요인, 보 

호요인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가족적응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을 찾아 

고자 한 첫 시도로서의 의의가 있으며, 가족극복력 영향요인 중 부모의 우울, 가 

족의 응집력과 의사소통이 가장 강력한 가족적응 영향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 

구에서 확인된 가족적응 영향요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 

가 태어났을 때 가족들이 쉽게 적응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가족 사정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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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1. 본 연구는 소수의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가족극복력의 위험요인, 보호요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반복할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자료수집 특성 상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부

모들 중 비교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는 부모들이었으므

로, 보다 소외된 가족들을 포함시켜 가족극복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일반

화할 수 있어야겠다. 

 

3. 본 연구의 대상자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 즉 부모를 대상으

로 하였으나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대부분 어머니였으므로, 부모 모두를 

포함한 가족극복력의 차이를 분석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4.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족극복력 요인을 바탕으로 가족극복력 도구개발 연

구를 제언한다. 

 

5. 연구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부모우울, 가족응집력, 의사소통이 중요함이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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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연구 결과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의 부재로 인

한 지역사회 설명력이 매우 미약했으므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공적,

사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족극복력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어야하겠다.  

 

7.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높일 수 있는 전향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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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연구승인서 

 



- 103 - 

 

 

 



- 104 - 

 

부록 2. 연구 참여 설명문 

연구 참여 설명문 
 

1.      연구 제목 

     :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2.      연구 배경 및 목적 

 : 자녀가 출생 후 다운증후군을 진단 받는 것은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증가 

되는 사건으로 그 결과 초기 적응과정에서 자녀와의 애착형성 및 모성역할  

획득이 지연되고, 이는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 및 아동의 정상적 성장  

및 발달을 저해하여 가족의 부적응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많 

은 가족들은 결국 이를 극복하고 적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은 자녀의 다운증후군 진단 

을 가족이 잘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전략 뿐만 아니라, 

가족 부적응에 처할 수 있는 고위험 가족을 선별하고 그 가족들을 위한 프 

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실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하는 대상 환자 수 및 예상되는 연구 기간 

      : 연구책임자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유일영 교수(가족건강관리학과)이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다운복지관에 등록되거나, 온

라인 부모자조모임에 등록된 부모 200명이 될 것입니다. 

 

4.       연구 방법 

       : 다운복지관에 등록되거나 OO 온라인 부모자조모임에 등록되신 분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설문지 작

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20-25분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항목누락이 있으면 사

용할 수 없으니, 누락 없이 설문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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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정보 제공 여부 

      : 본 연구자는 아동전문간호사로 현재 대학교 부속 3차 의료기관에서 어린 

이 건강검진과 양육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8년 이상의 어린이병원 간호사  

경력과 풍부한 학생 실습지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 

하신 분께서는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어린이 건강과 육아에 대한 전화 상 

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 설문조사를 마치신 후 감사의 뜻으로 가정용품과 관련된 소정의 선물을 보 

상으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7.     비 보장 및 허용 범위 

       : 본 연구에 참여하신 분의 정보는 본 연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8.     자유로운 참여 동의와 동의 철회 가능성  

     : 본 연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으며, 설문지 작성

도중 원하지 않으시면 그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연락처: 최은경 (010-9019-XXXX) 

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유일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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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족의 적응에 대한 극복력 영향요인 에 관한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

후에 본인은 상기 연구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 연구

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사본 1부를 받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9년       월       일    

피험자 

성명 (서명) 

주소   

연락처 
TEL : 

H.P : 

 

연구자 
성명 최 은 경 (서명) 

연락처 TEL : 010-9019-XXXX 

            
(이하 해당되는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 

성명  (서명) 

관계   

주소   

연락처 
 TEL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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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도구 사용 허가서 

1) 낙인과 차별 Discrimination and Stigma(Green, 2003)  

 

 

RE: Social Science & Medicine...  

보낸 사람:
Green, Sara(sgreen@cas.usf.edu) 

보낸 날짜:2008 년 12 월 1 일 월요일 오후 5:05:11

받는 사람: fluto97@hotmail.com 

첨부 파일 1 개 

Disabilit...doc (3.5 KB)  
I'm very intersted to hear about your research.  I've attached the adapted stigma 
measure that I've used in several studies (with both parents of childen with disabilities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I hope you find it useful and would love to hear more 
about your project as you progress. 
  

Sara  
 

 
2) 아동의 사회성 EAS (Buss & Plomin, 1984)  

 

Re: Agreement on the use of your EAS  

보낸 사람:
Arnold Buss(buss@mail.utexas.edu)

보낸 날짜:2009 년 1 월 31 일 토요일 오후 5:12:16

받는 사람: ̂÷¿†ƒÊ (fluto97@hotmail.com) 
 

permission g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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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족응집력 FACES-III (Olson, Portner & Lave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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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족유연성 FACI8 (McCubbin, Thompson & Elver, 1996)  

가족의사소통기술 FPSC (McCubbin, McCubbin & Thompson, 1988) 

친구/확대가족 지지 FAMCI (McCubbin, Thompson & Elver, 1996) 

Re: Abstract for resilience measures  

보낸 사람: hamilton mccubbin(hamiltonmccubbin@earthlink.net) 

보낸 날짜:2009 년 2 월 1 일 일요일 오후 4:00:55 

받는 사람:최은경 (fluto97@hotmail.com) 

 
 

첨부 파일 1 개 

image.png (5.4 KB)  
 

Well done. Eunkyoung Choi. Stay in touch. Our priivilege to support you.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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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적응에 대한 극복력 영향요인

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가 잘 성장발달 하여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가족의 도움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수용하여 잘 적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자 또한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필

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위기상황에서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설문지 작성에는 2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응

답 중에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솔직히,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지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주저 없이 말씀해주시고, 설문 이후 문의 사항

이 있으면 전화 010-9019-XXXX  전자우편 XXXXX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연구자 최 은 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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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귀하의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음식을 혼자서 먹을 수 있다 □ □ □ □ 

2. 놀이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 □ □ □ 

3. 용변기나 기저귀를 사용한다  □ □ □ □ 

4.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있다 □ □ □ □ 

5.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다 □ □ □ □ 

6.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사표현을 다 할 수 

있다 
□ □ □ □ 

7. 의사소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 □ □ □ 

8. 버스/지하철을 혼자서 타고 다닐 수 있다 □ □ □ □ 

 

 

2. 다음은 우울할 때 자주 경험하는 생각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어보신 후에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 항 

1 □ 나는 슬프지 않다. 

□ 나는 슬프다. 

□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 인 것 같다. 

□ 나는 인간으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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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 생활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 

□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다. 

□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 나는 매사가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 나는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6 □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 나는 내가 앞으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 나는 내 자신이 싫다. 

□ 나는 내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 

8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하여 내 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 

□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 자신을 질책한다. 

□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하여 내 자신을 질책한다.  

9 □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 나는 행동에 옮기지는 않지만 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다. 

□ 나는 자살하고 싶다. 

□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 나는 전보다 더 자주 울지 않는다. 

□ 나는 요즘 전보다 자주 운다. 

□ 나는 요즘 항상 운다. 

□ 나는 너무 울어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 

11 □ 나는 전보다 더 자주 화를 내지는 않는다. 

□ 나는 전보다 더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다. 

□ 나는 요즘 항상 짜증스럽다. 

□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인데도 이젠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 나는 전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어졌다. 

□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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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나는 전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 나는 전에 비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룬다. 

□ 나는 전보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 나는 더 이상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14 □ 나는 전보다 내 모습(외모)이 추해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 나는 내가 나이 들고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 이젠 남에게 매력을 주지 못할 만큼 내 모습이 변했다. 

□ 나는 내가 못 생겼다고 생각한다. 

15 □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 어떤 일을 하기가 무척 힘들다. 

□ 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16 □ 나는 전처럼 잘 잔다. 

□ 나는 전처럼 잘 자지 못한다. 

□ 나는 전보다 한 두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 나는 전보다 몇 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 수가 없다. 

17 □ 나는 전보다 더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 

□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을 느낀다. 

□ 나는 거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피곤을 느낀다. 

□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 내 식욕은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 내 식욕은 좋지 않다. 

□ 내 식욕은 요즘 매우 좋지 않다. 

□ 요즘은 전혀 식욕이 없다. 

19 □ 나는 요즘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  

□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조금 줄었다. 

□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 나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다. 

20 □ 나는 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신경쓰지는 않는다. 

□ 나는 두통, 소화불량, 변비 등으로 건강에 신경이 쓰인다. 

□ 나는 건강에 신경이 많이 쓰여 다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대해 걱정이 심하다. 

21 □ 나는  성(性)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없다. 

□ 나는 전보다 성(性)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나는 요즘 성(性)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었다. 

□ 나는 성(性)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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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을 읽고 귀하의 가족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에서 ‘아이’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뜻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식구들이 아이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만 한다 □ □ □ □ 

2. 우리 가족은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다 □ □ □ □ 

3. 아이 시중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식구들이 하는 일에 지장

을 준다 
□ □ □ □ 

4.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곤 한다. 
□ □ □ □ 

5. 아이는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데 지장이 없다 □ □ □ □ 

6. 아이로 인해 점점 경제적 부담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가족

의 여가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 □ □ □ 

7. 내가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 
□ □ □ □ 

8. 휴가 때 아이를 데리고 가면 온 가족이 휴가를 즐길 수 없다 □ □ □ □ 

9. 우리 가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정하게 지내고 있다 □ □ □ □ 

10. 내 삶을 생각하면 화가 나게 된다 □ □ □ □ 

11. 우리 가족은 아이와 함께 다니며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 □ □ □ 

12. 내 자신을 즐기기에는 나는 너무나 피곤하다 □ □ □ □ 

13. 우리 가정은 늘 불화가 많다 □ □ □ □ 

14. 아이 시중이 많아 내 자신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다 □ □ □ □ 

15. 아이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는 슬퍼진다 □ □ □ □ 

16. 나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항상 부담스럽다 □ □ □ □ 

17. 다른 가정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 가정도 다 할 수 있다 □ □ □ □ 

18. 나는 피곤할 때, 쉽게 쉴 수 있다 □ □ □ □ 

19. 나는 우울한 적이 거의 없다 □ □ □ □ 

20. 나는 많은 시간을 걱정하며 보낸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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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을 읽고 귀하가 경험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에서 ‘아이’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뜻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험 

없다 

1. 다운증후군과 관련된 전문적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 □ □ □ 

2.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 □ □ □ 

3.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 □ □ □ □ 

4. 아이가 물리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 □ □ □ 

5. 아이가 작업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 □ □ □ 

6. 아이가 언어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 □ □ □ 

7. 아이가 직업훈련 받을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 □ □ □ 

8. 아이가 사회적응 훈련 받을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 □ □ □ 

9. 아이를 위한 자립시설(그룹홈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 □ □ □ 

 

5. 다음을 읽고 귀하의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해 주십

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내 아이와 짝을 하기 싫어할 것 

같다 
□ □ □ □ □ 

2.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함

을 느낀다 
□ □ □ □ □ 

3.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동정심

을 갖는다 
□ □ □ □ □ 

4.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이 대한다 
□ □ □ □ □ 

5.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 □ □ □ 

6.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기꺼이  

가까운 친구로 기꺼이 인정하려고 한다 
□ □ □ □ □ 

7.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데이트하지 않으려

고 한다 
□ □ □ □ □ 

8. 장애가 있어도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으면 고용될 수 있을 

것이다 
□ □ □ □ □ 

9.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 있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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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귀하의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 □ □ □ □ 

2.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 □ □ □ □ 

3. 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이 노는 

걸 좋아한다 
□ □ □ □ □ 

4. 우리 아이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 □ □ □ □ 

5. 우리 아이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 □ □ □ □ 

6. 우리 아이는 매우 사교적이다 □ □ □ □ □ 

7.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 □ □ □ □ 

8. 우리 아이는 외톨이다 □ □ □ □ □ 

9.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과 잘 친해진다 □ □ □ □ □ 

 

7.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우리 가족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소리지르며 싸움한다 □ □ □ □ 

2. 함께 노력한다 □ □ □ □ 

3.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협조한다 □ □ □ □ 

4. 가족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 □ □ 

5. 갈등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았지만 넘어간다 □ □ □ □ 

6. 서로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한다 □ □ □ □ 

7. 다툴 때 지난 일까지 들추어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 □ □ □ 

8. 각자 말하고 싶었거나 느낀 것을 들어주는 시간을 갖는다 □ □ □ □ 

9. 화가 나도 먼저 진정한 후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 □ □ 

10. 화가 나도 좋은 말로 끝내려고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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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우리 가족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서로에게 도움을 청한다 □ □ □ □ □ 

2. 각자의 친구들을 인정해준다 □ □ □ □ □ 

3. 여가 시간은 우리 가족끼리만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 □ □ □ □ 

4. 가족 외의 사람보다는 우리 식구에게 더 친근감을 느

낀다 
□ □ □ □ □ 

5.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기 좋아한다 □ □ □ □ □ 

6. 서로 매우 친하게 지낸다 □ □ □ □ □ 

7. 가족이 모두 모일 일이 있으면 모두가 참석한다 □ □ □ □ □ 

8. 가족이 함께 해낼 수 있은 일들을 쉽게 생각해낸다 □ □ □ □ □ 

9. 결정을 내려야하는 일에 있어서 식구들과 의논한다 □ □ □ □ □ 

10. 가족이 함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 □ □ □ □ 

11. 자기 의견을 쉽게 표현한다 □ □ □ □ □ 

12. 가족들 모두 중요한 가족 결정에 참여한다 □ □ □ □ □ 

13. 문제를 논의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만족함을 느낀다 □ □ □ □ □ 

14. 다른 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 □ □ □ □ 

15. 우리 집에서 훈육은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 □ □ □ □ 

16.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한다 □ □ □ □ □ 

17. 우리 집에서는 모두 역할분담을 한다 □ □ □ □ □ 

18.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양보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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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귀하의 가족이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때 친구/친척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우리 가족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 친척의 도움을 받는다 □ □ □ □ □ 

2. 친구에게 격려와 도움을 구한다 □ □ □ □ □ 

3.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한 다른 가족들로부터 정

보와 조언을 구한다 
□ □ □ □ □ 

4. 친척(조부모 등)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 □ □ □ □ 

5. 친구로부터 선물과 도움을 받는다 □ □ □ □ □ 

6.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 □ □ □ 

7. 가까운 친구에게 고민을 상담한다 □ □ □ □ □ 

 

 

10.  귀하가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면서 도움을 받는 서비스에 모두 V 표하시고  

이에 대한 만족정도를 응답해주십시오. 

 

이용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 종교(교회, 성당, 절 등) □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 부모모임 □ □ □ □ □ 

□ 보건소 □ □ □ □ □ 

□ 병원   

    소아과의원(1차 의료기관) 

    응급실 

    입원 

 

□ 

□ 

□ 

 

□ 

□ 

□ 

 

□ 

□ 

□ 

 

□ 

□ 

□ 

 

□ 

□ 

□ 

□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 □ □ □ □ 

□ 교육시설(학교 등) □ □ □ □ □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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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귀하의 자녀가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을 당시 의료진의 태도와 정보제공에 대

한 내용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단에 대해 설명한 의료진은 나를 동정했다 □ □ □ □ 

2. 진단에 대해 설명한 의료진은 아기에 대해 질문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 □ □ □ 

3. 의료진은 진단 시 나의 느낌을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 □ □ □ □ 

4. 진단에 대해 설명한 의료진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기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 □ □ □ 

5. 진단에 대해 설명한 의료진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기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 □ □ □ 

6. 진단 시 다운증후군 아기를 가진 다른 부모나 관련 단체의 

연락처를 제공받았다 
□ □ □ □ 

7. 진단 시 받은 다운증후군에 관한 정보는 최신 정보였다 □ □ □ □ 

8. 이 때 받은 다운증후군에 관한 정보는 아기를 양육하는데 도

움이 되었다 
□ □ □ □ 

 

 

12.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 항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거의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만족한다 
□ □ □ 

2. 나는 나의 가족이 나와 함께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하

는 방법에 대해 만족한다. 
□ □ □ 

3. 나의 가족은 새로운 활동을 하고 생활의 변화를 가지려는  

나의 소망을 수용해 줄 것임을 나는 안다 
□ □ □ 

4. 나는 나의 가족이 애정을 표현하고 분노, 슬픔, 사랑과 같은  

나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에 만족한다 
□ □ □ 

5.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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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에 직접 기입하시거나 빈칸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 귀하의 자녀(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에 대하여 > 

 

1. 생년월일              년         월        일 

2. 성별       남                여          

3. 장애 진단 시기    만           년           개월 

4. 장애 등록 시기    만           년           개월 

5. 자녀순위              명의 자녀 중           째 

 

6. 현재 소속은 

초등학생인 경우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학령 전 아동인 경우   일반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가정내보육            

 

7. 현재 받고 있는 특수치료/프로그램은? 

물리치료     회/주        작업치료     회/주         언어치료     회/주  

놀이치료     회/주        인지치료     회/주      

기타 프로그램 이름:                         /                회/주 

                      이름:                         /                회/주 

                      이름:                         /                회/주 

 

8.   출생시 또는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는? (중복 표시 가능) 

        심장이상                                      청력이상                     

시력문제(시력, 안구진탕 등)                    갑상선 기능문제               

치아문제                                          근골격계문제            

신경계문제                                    성형외과적 문제             

        기타                                           

 

<< 뒷장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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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에 대하여 > 

 

1. 생년월일              년         월        일 

2. 성별       남                여          

3. 학력       대졸이상          고졸            중졸           국졸          무학       

4.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5. 현재 결혼상태  기혼          사별            이혼 및 별거           기타                 

6. 가족 직업  아빠                              엄마                                     

7. 우리나라 전체가정과 비교해 볼 때, 귀하의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상류          중류 중에 상         중류 중에 중          중류 중에 하           하류       

 

8. 지난 한 달 간 귀하의 건강에 대해 생각할 때 0부터 10까지 중 해당하는 곳에 O 표

시해 주십시오. 

 

나는 매우 

건강하지 않다. 
0    1    2    3    4    5    6    7    8    9   10 

나는 매우 

건강하다. 

 

 

 

 

 

<<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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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are related to family resilience 

which influence adaptation in family with children with Down syndrome(DS). 

   A hypothetical model was based on the Family Resilience Model of Patterson(2004).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hypothetical model were health problems, the development of child 

with DS, parental depression, disability hassles and strain, discrimination and stigma as risk 

factors, child characteristics, family cohesiveness, flexibility, communication skills,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health, supportive family/relatives, quality of health and community 

service as protective factors. The dependent variable was family adaptation.  

    Data were collected between February, 11 and March, 10, 2009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sample included 126 parents who used program at Korea Down Welfare 

Center, participated in 4 local parental support groups and 1 web site-based parental support 

group.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AS 9.1.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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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family resilience factors and family adaptation, child 

age, development of a child with DS, parental depression, disability hassles and strain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family adaptation, while parental health, family 

cohesiveness, flexibility, communication skills, supportive family/relatives, quality of 

community service were negatively correlated. 

 

    2. On regression analysis, the family resilience factor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family 

adaptation were parental depression, family cohesiveness and communication skills. 

Risk factors explained 27.19% and protective factors explained 29.19% of the variance 

the family adaptation. Also, the variables related to children explained 4.97% and 

community 2.74%, while family variables explained 48.67% of the variance the family 

adaptation.   

 

    This study presented baseline data to identify whether family resilience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the family adaptation with children with DS and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family adaptation. Accordingly, parental depression, family cohesiveness and communication 

skills were factors strongly influence to family adaptation. These factors may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the effective parental guidance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families with 

children with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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