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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and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social support, family function, and rehabilitation needs in caregivers.

Methods : A total 98 pair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eir caregiv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examin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eir caregivers. The evaluation 

included analysis of the level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ability to communicate, and health status of the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hile the family income, health status, utility and the need for rehabilitation, social support 

(multidimensional scaled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and family function (adaptation, partnership, growth, affection, 

resolve, and APGAR index) of the caregivers were measured.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of the characteristic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e social support, family function, and rehabilitation needs of 

caregivers using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 The rehabilitation need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age of the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p<.01), 

and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the caregivers (p<.05). The education level of the caregivers affected social support 

significantly (R2=.058, p=.021). The communication ability of the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ffected family function 

(R2=.071, p=.01). The social support of caregiv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amily function (R2=.488, p<.001).

Conclusion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barriers to community rehabilitation should be lowered, and the authors 

discussed the results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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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는 지적기능과 사회적 

기능 및 수행기술 등을 포함한 적응행동 모두에서 심각

한 문제를 나타나는 장애이다(De Ligt 등, 2012). 지적기

능은 전반적인 지적능력으로서 학습, 추론, 문제해결 등

을 말하며, 적응행동은 일상생활에서 행동하고 학습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돈, 시간과 같은 개념과 의사소통을 통

한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역할기능, 자존감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 그리고 자조관리, 계획하기, 전화 사용하기

와 같은 실행기술 등이 포함된다(Lanphear 등, 2005). 장

애인 복지법에서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IQ)가 70 이하

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며, 교육

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

하고 있다. 지적장애의 판정은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

하여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정하며, 사회성숙도 검사

를 시행하여 참조하게 된다. 이렇게 시행한 검사를 기반

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적장애 정도를 장애

등급으로 구분한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

나라 지적장애인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 

유형 중 다섯 번째로 많다고 보고되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7).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인구 1000명 당 지적장애인의 발생률은 4.4건이었는데,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1000명 당 3.8건으로 

2014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성인기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은 비장애

인과 유사하게 나이 증가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변화

를 경험하는데, 최근 장애인의 수명이 비장애인과 비

슷한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으며(Bruckner와 Herge, 

2003), 이러한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고 있는 현상이다(Maulik 등, 2011). 

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성인 지적장애

인의 비율은 80.9 %로 나타났으며, 이 중 71 %는 독

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고 이들 부양자의 65.3 %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장애인의 평

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생각해보

면, 지역사회에서 성인 장애인을 돌보는 노인 또는 장

년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가족들에게는 

이 시기가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는데(Maes 등, 2003), 이때 사회적 지원이 적

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성인 지적장애인들과 이들

의 부양자의 삶의 질 감소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고립

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Verdonschot 등, 

2009). 사회적 지지와 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적 고립

이 지속되면,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

한 우울 및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며(Son과 Jo, 

2014), 가족들의 역할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결국 가족기능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Kim & Kim, 

2013).

성인 지적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혼란, 스트레스, 

소진,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하고 이들 장애인의 부양자

는 대부분 부모인 것으로 보고되었다(Hill & Rose, 

2009; Kim 등, 2003). 그들의 부모들은 지적장애를 가

진 자녀를 부양하는 부담이 증가되는 원인이 장애인의 

장기적인 의존성, 그리고 부양자의 노화로 인한 신체

적, 경제적 한계 등이 있다고 하였다. 신체 및 심리적 

부담을 갖는 지적장애인의 부양자는 보통 사람들이 살

아가는 일상환경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 부담은 

부양자의 삶의 질 감소와 사회적 고립을 유발한다

(Mugno 등, 2001).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서 성인기 지적장애인 및 부양자를 위한 보건의료, 재

활 및 복지 등의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Mary 등, 2002).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부양자를 위한 다양한 보건의

료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그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

나,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전개 및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리나라 성인 지적장애인은 보건의료서비스

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우위를 차지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Choi, 2008). 이 원인은 서비

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

어치료사 등과 같은 재활전문가의 충분한 준비 부족 

및 그 체계의 문제(Barnes, 2003; Cole과 Cai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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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활이 주로 지적장애 아동의 교육과 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점 등이 있다(Emerson, 2003). 

따라서 다양한 재활전문가들이 성인기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을 돌보는 부양자에 관한 연구로는 시각장애

인과 주부양자의 특성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연구

(Kang, 2011), 장애아동 부양자의 양육부담 및 가족지

원에 관한 연구(Oh와 Jeon, 2004),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요인 연구(Song과 Choi, 2007), 뇌

졸중 환자 일상생활수준이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미치

는 영향 연구(Kim 등, 2014),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환자의 행동변화와 관련

한 부양부담 연구 등이 있었다(Lillo 등, 2012). 이렇게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부양자의 부양부담

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으나 성인기 지

적장애인에 대한 부양부담 연구는 대체로 미흡하게 보

고되었다. 

지적장애인의 부양부담을 주제로 보고된 연구로는 

지적장애인의 형제들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Kim과 

Jang, 2011; Kim과 Jang, 2012; Jang, 2010;), 지적장애인 

부모의 양육부담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Seo 등, 

2016), 성인기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노년기 부모를 대

상으로 돌봄 평가 연구(Kim, 2011),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부모의 신체, 심리적 부양부담에 대한 연구(Maes 

등, 2003),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인식 연구(Choi, 2008)

가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기 지적장애인 및 부

양자의 특성에 따른 부양자의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재활 필요성을 알아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특히 

재활에 대한 필요성은 어떠한 특성을 가진 부양자가 

재활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

정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재활 필요성 사이에 연관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

음은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이다. 

첫째, 성인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그들의 주부양자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재활 필요성 사이

에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둘째,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본다.

셋째, 주부양자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넷째,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가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훈련된 조사원 2명이 수도권 소재 장애인 

복지관 5곳에 있는 담당자와 접촉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조사한 전체 응답자는 150명이었으며, 이 

중 성인기 지적장애인을 선별하였다. 20세 이상의 성

인을 가려내어 총 98명의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보호자

가 응답한 설문이 분석되었다. 연구에 참가한 모든 사

람은 연구의 목적과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의 특성과 주부

양자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지적장애가 있는 성

인의 특성은 나이, 성별, 교육수준, 장애등급, 일상생활

수준, 의사소통능력, 건강상태로 구분하였고 주부양자

의 특성은 나이, 성별, 장애인과 관계, 교육수준, 가구

소득,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부양자의 재활

치료 경험, 재활치료 필요성, 사회적지지, 가족기능을 

조사하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의 일상생활수준에 대한 질문

은 ‘일상생활활동(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화장

실 사용 등)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로 하였으며, 5

점 척도(① 전혀 할 수 없다, ②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

다, ③ 간헐적 도움이 필요하다, ④ 약간의 도움이 필

요하다, ⑤ 스스로 할 수 있다)로 구성하였다.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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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대한 질문은 ‘의사소통 능력은 어떻습니까?’로 하

였으며, 역시 5점 척도(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지 않다, ⑤ 문제없다)로 구성

하였다. 지적장애인과 주부양자에 질의한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은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하였으며, 문항은 ‘① 전혀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

다, ⑤ 매우 건강한 편이다’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재

활치료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이용경험 ‘있음’과 ‘없음’

으로 이분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재활치료의 필요

성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로 제시하였다. 통계분석에 사용한 

코딩은 번호로 입력된 값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사회적지지와 가족기능은 객관화된 설문지를 이용

하였다. 두 설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회적지지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는 Zimet 등(1988)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를 Shin과 Lee(1999)가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MSPSS는 이전 연구에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는

데, Dahlem 등(199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62로 

나타났다. Shin과 Lee(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로 나타났다. MSPSS의 문항은 12문항이며, 가족

의 지지, 친구의 지지, 의미있는 주변 사람의 지지에 

대한 문항 각 4개씩으로 구성된다. 이 도구는 5점 리

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표시되고, 점수 범위는 최소 12점에서 최대 60점이다. 

사회적지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일치도 Cronbach's α=.913로 나

타났다. 

2) 가족기능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Smilkstein 

(1979)이 개발한 가족기능 지수(Family APGAR index)

를 Yoon과 Kwak(198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적응(adaptation), 협력(partnership), 발전

(growth), 애정(affection), 해결(resolve)의 5가지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Yoon과 Kwak(1985)의 연구에서는 2

점이 ‘항상 만족한다’, 1점이 ‘때때로 만족한다’, 0점이 

‘불만이다’로 구분되어 0점에서 10점까지의 범위로 계

산된다. 이 척도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7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 아니었는데(Sim, 2004),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적용하였으며, 항목은 

1점이 ‘전혀 아니다’, 2점이 ‘아니다’, 3점이 ‘보통이

다’, 4점이 ‘그렇다’, 5점이 ‘매우 그렇다’로 표시하였

다. 가족기능의 점수범위는 최소 5점에서 최대 25점으

로 가족기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점수가 높다. 본 연구

에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한 가족기능 척도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 Cronbach's α=.878를 나타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

되었다. 본 조사는 1대1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서면

조사로 실시하였다. 조사장소는 장애인 복지관 5곳에

서 지적장애인을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훈련된 조사원 2명이 설

문내용을 숙지한 후 시행하였다. 설문에 응한 대상자

는 지적장애인의 주부양자가 실시하였다. 설문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연구원은 설문내용에 대해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설명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 참여한 지적장애인과 주부양자의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성인기 지적장애인 및 

주부양자의 특성과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재활의 필요성 사이에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스

피어만 상관분석(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과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에는 사회

적지지 총점, 그리고 가족기능 총점을 각각 종속변수

로 하였으며, 독립변수에는 장애인 나이, 장애인 교육

수준, 장애인 장애등급, 일상생활수준, 장애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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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능력, 장애인 건강상태, 주부양자 나이, 주부양자 

건강상태, 주부양자 교육수준, 가구소득 총 10개로 설

정하였다. 그리고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가 가족기능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

계학적 유의수준은 α= .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특성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 나이

가 25.81±6.32세, 성별이 남자가 48명(49 %), 여자가 50

명(51 %), 교육수준이 무학 2명(2 %), 초등학교 졸업 2

명(2 %), 중학교 졸업 1명(1 %), 고등학교 졸업 82명

(83.7 %), 대학 이상이 10명(10.2 %)이었다. 장애등급은 

1급이 37명(37.8 %), 2급이 33명(33.7 %), 3급이 28명

(28.6 %)이었다. 일상생활수준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3명(3.1 %),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14명

(14.3 %), 간헐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11명(11.2 %),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16명(16.3 %), 독립적으

로 가능한 사람이 54명(55.1 %)으로 나타났다. 의사소

통능력은 매우 부족한 사람이 21명(21.4 %), 부족한 사

람이 35명(35.7 %), 보통인 사람이 24명(24.5 %), 부족

하지 않은 사람이 5명(5.1%), 문제없는 사람이 13명

(13.3 %)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매우 나쁜 편이 1명

(1 %), 나쁜 편이 14명(14.3 %), 보통이 45명(45. 9%), 

건강한 편이 30명(30.6 %), 매우 건강한 편이 8명(8.2 

%)이었다(Table 1). 

Number %

Age (years)1) 25.81±6.32

Gender
Male 48 49.0

Female 50 51.0

Education levela

Illiteracy 2 2.0
Elementary school 2 2.0

Middle school 1 1.0
High school 82 83.7
≥ College 10 10.2

Disability grade
Grade 1 37 37.8
Grade 2 33 33.7
Grade 3 28 28.6

ADL ability

Dependent 3 3.1
Maximal assist 14 14.3
Moderate assist 11 11.2
Minimal assist 16 16.3

Independent 54 55.1

Communication ability

Very low 21 21.4
Low 35 35.7

Low ~ minimal 24 24.5
Minimal 5 5.1
Normal 13 13.3

Health status

Very bad 1 1.0
Bad 14 14.3

Usually 45 45.9
Healthy 30 30.6

Very Healthy 8 8.2
1)M±SD, a1 Missing value,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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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부양자의 특성

주부양자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 나이가 53.91±8.55

세, 성별은 남자가 16명(16.3 %), 여자가 82명(83.7 %)

이었다. 장애인과 관계는 부모가 93명(94.9 %), 형제 

또는 자매가 4명(4.1 %), 도우미가 1명(1 %)이었다. 교

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5명(5.1%), 중학교 졸업이 7

명(7.1 %), 고등학교 졸업이 51명(52 %), 대학교 또는 

대학 졸업이 32명(32.7 %), 대학원 졸업이 3명(3.1 %)

이었다. 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5명(15.3 %), 100

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0명(30.6 %), 200만원 이

상~300만원 미만이 17명(17.3 %), 300만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21명(21.4 %), 500만원 이상이 14명(14.3 %)

이었다. 건강상태는 매우 나쁜 편이 3명(3.1 %), 나쁜 

편이 17명(17.3 %), 보통이 55명(56.1 %), 건강한 편이 

18명(18.4 %), 매우 건강한 편이 5명(5.1%)이었다. 재활

치료 이용경험 여부는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이 53명

(53.1 %), 없는 사람이 45명(45.9 %)이었다. 재활치료 

필요성은 ‘전혀 불필요’ 2명(2 %), ‘불필요’ 7명(7.1 %), 

‘보통’ 16명(16.3 %), ‘필요’ 45명(45.9 %), ‘매우 필요’ 

26명(26.5 %)이었다. 그리고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 총

점은 39.98±8.22점이었으며, 가족기능 총점은 17.30±3.73

점이었다(Table 2). 

Number %

Age (years)1) 53.91±8.55

Gender
Male 16 16.3

Female 82 83.7

Relationship
Parents 93 94.9

Brother or sisters 4 4.1
Helper 1 1.0

Education level

Illiteracy 0 0
Elementary school 5 5.1

Middle school 7 7.1
High school 51 52.0

College or university 32 32.7
≥ Graduate school 3 3.1

Family income

(10000 won)a

＜ 100 15 15.3
100 ~ 200 30 30.6
200 ~ 300 17 17.3
300 ~ 500 21 21.4
≥ 500 14 14.3

Health status

Very bad 3 3.1
Bad 17 17.3

Usually 55 56.1
Healthy 18 18.4

Very Healthy 5 5.1
Experience of 

rehabilitation use

Have 53 53.1

No 45 45.9

Need for Rehabilitative 

Treatmentb

Very unnecessary 2 2.0

Unnecessary 7 7.1

Usually 16 16.3

Need 45 45.9

Very Need 26 26.5

Social support total score1) 39.98±8.22

Family function total score1) 17.30±3.73
1)M±SD, a1 Missing value, b2 Missing value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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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주부양자의 특성, 사회적지지, 가

족기능, 재활 필요성 사이의 상관

Table 3은 지적장애인과 주부양자의 특성 및 사회적

지지 총점, 가족기능 총점, 그리고 재활필요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이다. 상관분석에서 분석한 

변수는 총 13개였고 결과는 재활의 필요성, 사회적지

지 총점, 가족기능 총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재활의 필요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수는 장애인

의 나이(r=-.273, p<.01), 주부양자의 건강상태(r=-.202, 

p<.05)였다. 그리고 장애인의 나이는 주부양자의 나이

(r=.554, p<.01)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주부양자의 

나이는 교육수준(r=-.358, p<.01), 가구소득(r=-.223, 

p<.05)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주부양자의 건강상

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수준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r=.205, p<.05).

사회적지지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수는 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r=.234, p<.05), 주부양자의 건강상태

(r=.207, p<.05), 교육수준(r=.260, p<.05), 가구소득

(r=.254, p<.05)득이었다. 가족기능과 유의한 상관이 있

었던 변수는 장애인의 장애등급(r=.211, p<.05), 일상생

활수준(r=.291, p<.01), 의사소통능력(r=.319, p<.01),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r=.232, p<.05), 교육수준(r=.207, 

p<.05), 가구소득(r=.210, p<.05)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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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096 1

3 -.070 .048 1

4 -.060 .005 .581** 1

5 -.074 .021 .528** .538** 1

6 -.016 -.174 .181 .348** .063 1

7 .554** -.100 -.160 -.079 -.126 -.036 1

8 .159 .163 .067 .205* .016 .137 -.020 1

9 -.303** .205* .016 .050 .034 .070 -.358** .202* 1

10 -.186 .215* .108 .212* .138 .212* -.223* .174 .361** 1

11 -.273** .015 -.114 .052 -.134 .043 -.101 -.202* .119 .179 1

12 -.187 .062 .125 .179 .234* .056 -.096 .207* .260* .254* -.023 1

13 -.169 -.061 .211* .291** .319** .101 -.030 .232* .207* .210* -.007 .675** 1

1: Age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2: Education level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3: Disability grade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4: ADL ability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5: Communication ability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6: Health statu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7: Age of caregivers, 8: Health status of caregivers, 9: Education level of 

caregivers, 10: Family income, 11: Need for Rehabilitative Treatment, 12: Social support total score, 13: Family function total score; 

Missing value (n=3)
*p<.05, **p<.01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and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social support, family function, rehabilitation needs in caregivers       (n=95) 

4.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

립변수 10개(장애인 나이, 장애인 교육수준, 장애인 장

애등급, 일상생활수준, 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장애인 

건강상태, 주부양자 나이, 주부양자 건강상태, 주부양자 

교육수준, 가구소득) 중 주부양자의 교육수준으로 나타

났다(R2=.058, p=.021, Durbin-Watson 값: 1.544)(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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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Social support of caregivers

B β p F

(Constant) 30.285

Education level of caregivers 2.347 .241 .021* 5.528

R2 .058
*p<.05, Missing value (n=3)

Table 4. Factors affecting social support of caregivers           (n=95)

5.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부양자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독립

변수 10개 중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으로 나타났

다(R2=.071, p=.010, Durbin-Watson 값: 1.705)(Table 5). 

Factor
Family function

B β p F

(Constant) 15.365

Communication ability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788 .266 .010* 6.928

R2 .071
*p<.05, Missing value (n=2)

Table 5. Factors affecting family function    (n=96) 

6.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주부양자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2=.488, p<.001, Durbin-Watson 

값: 1.998)(Table 6).

Factor
Family function

B β p F

(Constant) 4.562

Social support .318 .698 <.001*** 88.582

R2 .488
***p<.001, Missing value (n=3)

Table 6.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f caregivers on family function                                         (n=95) 

Ⅳ. 고 찰

이전에 보고되었던 성인기 지적장애인과 부양에 관

한 연구는 부모의 부양부담이나 형제, 자매의 부양에 

대해 몇몇 보고되었으나(Choi, 2008; Jang, 2010; Maes 

등, 2003; Kim, 2011; Kim과 Jang, 2011; Kim과 Jang, 

2012; Seo 등, 2016), 성인기 지적장애인과 이들 부양자

의 특성과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재활 필요성을 알아

본 연구는 보고된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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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 가족기

능, 재활 필요성 사이에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저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4가지로 구분하였

고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그들

의 주부양자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재

활 필요성 사이에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을 통하여 특정 변수 사이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각 종속변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종

속변수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과 상관분석에서 확인한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해석하고 함의하였다. 

먼저 주부양자의 재활 필요성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

이 있었던 변수는 장애인의 나이와 주부양자의 건강상

태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나이는 주부양자의 나이와 

중등도의 상관이 있었으며, 주부양자의 나이는 교육수

준, 가구소득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장애

인의 나이가 어릴수록, 주부양자의 건강상태가 나쁠수

록 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부양자의 건

강상태는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나빴

다는 점에서 노년기 부양자가 젊은 성인기 지적장애인

을 돌보아야하는 경우,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된 지적장

애인을 돌보는 경우에 재활의 필요성을 더 높게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주부양자는 장

애인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부모(94.9 %)였는데, 

Kim(2011)의 연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자녀의 기

능수준이 낮을수록 돌봄자인 어머니의 돌봄 부담감,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주부양자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장애인의 일상생활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주부양자의 

나이가 많았고 주부양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소득

이 낮았는데, 이 결과와 위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

면, 성인기 지적장애인이 경제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직업을 갖지 못하면 부양자의 주관적 건강이 감소되어 

있거나 부양자가 노인인 경우 부양부담이 크게 증대되

어 우울,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Greenberg 등, 

1993; Kim, 2010). 사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과는 달

리 성인기 지적장애인 가족에 대한 재활서비스는 미흡

하며, 장애인복지 영역 및 노인복지 영역에서 우선순

위에 있지 못하는 지적장애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부양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대한 지원, 그리

고 성인기 지적장애인에 대한 재활, 복지 서비스, 정

보,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서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부양자의 교육수준이었다. 그리

고 주부양자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나이, 건강상태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주부양자의 사회

적지지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과 관련이 있었

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지적장애인의 특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Maes 등(2003)의 연구

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의 행동 및 정신적 문제보다 가

족과 관련한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다. 이전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로서 주부양자의 가족기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이었고 

의사소통능력은 지적장애인의 장애등급, 일상생활수준

과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 이 3개의 변수들은 모두 중

등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지적장애가 신체

장애가 아닌 인지기능의 저하 즉 지적기능의 감소로 

나타나는 문제가 다양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적장애

에 대한 중재로서 의사소통문제 및 일상생활수준 개선

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Maes 등(2003)의 연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의 

정신 및 행동문제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족을 

지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가 영구적인 장애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지적장애인의 지속적인 행동문제는 가

족에게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에 

도움받기를 원하거나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 

실제로 지역사회 재활 및 위탁 간호와 같은 다양한 지

원 서비스는 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과 정신적, 정서

적 문제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Cummins 등, 1997), 지적장애인과 가족들 사이에 의사

소통을 조금 더 자발적으로 유도하도록 구현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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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성인

기 지적장애인을 위한 중재에 참여하는 다양한 재활전

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한데, 그 예로는 먼저 문

제가 발생되는 행동을 다루고 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가족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지체장애인 가족의 소셜 네

트워크 및 전문가에게 특정 전문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재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문

제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을 찾을 수 있

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Jeevanandam, 2009; Kwok 등, 2011; Sonnander & 

Claesson, 1997).

마지막 연구문제로서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가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um 등(2016)은 장애

아동 부모 141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와 가족건강성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와 가족건강

성은 우울 예측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Ko와 Nam(2016)은 장애아동의 어머니 452명을 대상으

로 사회적지지가 장애수용을 매개로 가족기능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Ko와 Nam(2016)의 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해보면,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 r=.257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r=.675보다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측정한 평가, 대

상자(아동, 성인), 표본크기가 달랐던 점이 차이를 나

타낸 이유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적장애인의 

가족 및 부양자가 장애수용을 할 수 있도록 재활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중재가 확대되어야하고 이를 통해서 

부양자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여 장애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먼저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장

애인과 주부양자를 모집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

반화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 과정

에서 장애인 본인이 아닌 이들의 주부양자가 수행하여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는 횡단적 단면 설계로 진행되었으므로 인

과관계가 명확히 성립되기 위해서는 추후 종단연구 설

계를 통하여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재활 필요성 사이에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양자의 재활 필요성은 장애인의 나이, 주

부양자의 건강상태와 유의한 음의상관을 보였다. 

둘째, 주부양자의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주부양자의 교육수준이었다.

셋째, 주부양자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이었다.

넷째, 주부양자의 사회적 지지는 가족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장애인의 정신적 행동적 문제가 매우 다양하므

로 각기 다른 문제를 가진 가족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지원 계획을 개별화하고 유연하게 구성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재활복지

체계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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