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2, February (2017), pp. 591-598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2.82

장애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 분석
김혜연

요약

본 연구는 장애를 가진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 명의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으로는
비모수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로 장애를 가진 부모의 정신건강에서 대표치로 측정
되어지는 자살관련 생각과 우울증 스트레스 인지율등을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 상태 중 자살과 관련
한 항목에서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경우가 로 월등히 높았고 최근 년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여부를 묻는 경우에도 아니오 응답이 각각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우울
증 경험 우울감 스트레스 인지율에서 우울증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최근의 우울감이
없다가 스트레스 인지율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는 응답이 로 긍정적인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가족 구성원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긍정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어 장애 부모 스트레스 자살 우울증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mental health condition of 100 parents with disability based on their response for
health survey using 6th Primitive Data of National Health Nutrition Survey to investigate mental health
condition of parents with disability. Nonparametric Chisquare tests is used for statistical method. As a
result, for the item related to suicide, 93% responded that they have never considered suicidal. Furthermore,
for item asking if they have experienced suicidal thoughts and suicide attempts, 93% and 96% respectively
checked 'no'(p<.000). As for questions asking experiences of depression, feeling depressed and recognition
rate of stress, 84% responded they have never experienced depressions, the same 84% said they never felt
depressed in recent years, 79% said they feel less stressful. That is, positive response take up highest
percentages(p<.000). It indicates that mental health condition of the parents, who play key role as family
members is highly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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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약 만 를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추정 장애 인구는 년 만 명이었고 년
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년에는 만 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 사회
는 현대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인구의 증가와 산업재해 및 교통재해로 인한 후천적
정신지체 장애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보건복지정책 차원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포괄적인 건
강 문제들에 대해 국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증진법 제 조에 따라
수립 확정되는 국민건강증진동합계획
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장애인 건
강관리 가 제 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 새롭게 추가되었고 장애인 건강관리 과제에
서는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장애로 인한 이차적 질환이나 장애를 예방하고 의료이용의 불편
등을 해소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세
부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정신건강 상태에서 일반인과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치료적 관점에서 정신건강을 살펴보면 개인이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음으로 개인의 능력을 최대
한 실현시킬 수 있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적응적 관점으로 보면 환경에 단순히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
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에 적응하며 자기생활을 독립적 건설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성격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전한 성격은 인
간발달의 과정에서 인적 물적 환경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어 간다고 하겠다
정신 건강은 크게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과 같은 요소로 구분되어진다 은 우울증 환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자기 비난적인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하는데 낮은 자존감
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 장래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하
여 우울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는 자존감은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 행동적
변인들과 관련이 있어 자존감이 낮으면 우울과 불안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도 자존감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인데 자신감의 유지 통제력의 고
양과 높은 자존감이 관련이 있어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김은영 은 부모 체계는 가족의 설계자임과 동시에 하위체계의 통솔자로서 가족 내에서의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므로 부모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가족 상호 간의 모체가 되며 자녀문제 행동의 직
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부모체계의 기능을 좌우하므로 어떠한 하위체계보다도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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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으며 가족은 개인의 성격과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 가운데 가
장 중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양식의 형성과정에 부모 자녀간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의견은
이후
등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지
금까지 많은 지지를 받아 오고 있다 개인의 정신 병리를 논함에 있어 부모 자녀관계와 가족의 기
능을 이해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체계에 있어서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가족 체계는 일반적인 가족 체계와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 언급한 대로 가족 구성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가 장
애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부모가 받는 정신건강은 매우 다를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
는 가족 체계 안에서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장애 부모가 겪는 정신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를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있어 부모가 장애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족 구성원 체계와 연구되어진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이 장애인에 관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두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에서 벗어나서 가
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느끼는 장애부모의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신건강 상태의 측
정치는 정신건강하면 대표적인 측정치로 떠올려지는 자살관련 생각과 우울증 스트레스 인지율 등
의 정신건강 상태를 보고자 하였으며 장애를 가진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하여 향후 연구되
어지는 장애 가족 구성원들 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을 보고자 함에 연구 의의를 가진다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원시자료 중 장애 유무를 묻는 응답률을 가진 부모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건강 설문조사에서 정신건강을 조사한 항목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내용
장애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 설문조사 중 정신건강 항목으로 조사된 자살 생각률 자살생
각 우울증상 경험 정신문제 상담 스트레스 인지율 등의 응답을 바탕으로 장애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가 어느 만큼의 수준인지를 보고자 하였다

통계분석
장애를 가진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를 보고자 통계분석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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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장애 부모의 정신건강 중 자살 관련
장애를 가진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 중 자살과 관련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자살 생각률에서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경우가 로 월등히 높았고
최근 년간의 자살생각을 묻는 경우에도 아니요 응답이 자살시도 여부를 묻는 경우에도 아니
오 응답이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자살 관련 생각

장애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
장애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에서 우울증 경험 우울감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본 결과
우울증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최근의 우울감을 묻는 응답에 아니오 가 스트레
스 인지율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는 응답이 로 긍정적인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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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신건강 관련

논의

부모 체계는 가족의 설계자임과 동시에 하위체계의 통솔자로서 가족 내에서의 모든 관계의 중
심이 되므로 부모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가족 상호 간의 모체가 되며 자녀문제 행동의 직접적인 원
인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부모체계의 기능을 좌우하므로 어떠한 하위체계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라는 가족 구성원이 장애를 지니고 있을 때 느끼는 정신건강
상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가장 최근치의 제 기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들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체계를 들여다보았다면 본 연구는
오롯이 장애를 지닌 부모가 느끼는 정신건강 상태에 주목하였다
정신건강 상태의 분석에 있어서 대표치로 측정되어지는 자살 관련한 사항과 스트레스 인지율
우을증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장애 부모의 자살 관련한 정신건강을 분석한 결과로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
과 최근 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
에 각각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로 높게 나타났고 최근 년간 자살시도와 관련한 물음에 응답 역시도 자살시
도를 조사한 응답에도 자살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예순과 김명의 연구 에서 스트레스 인지 우울증상 경험 자살생각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살 관련한
긍정적인 응답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장애 부모의 가족체계라고 할지라도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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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신건강 상태 관련한 우울증상 경험 여부에서 우울 증상을 경험한적 없음이
최근
연속 우울감 조사에서도 주간의 연속우울감을 느낀 적이 없다는 응답이 로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율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냐는 물음에 적게 느낀다가 로 나타났다
행동이론가들은 불안은 특수한 환경 자극에 대한 조건화된 반응에 의해 발생된다고 하였다 즉
사소한 스트레스에 쉽게 불안해지는 부모를 보면서 불안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학습하게 된다고
하였다 정신역동학적 측면에서 우울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무의식적인 죄악감에서 비롯되는 것
으로 다른 사람에게 향했던 증오감이 자신에게로 향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고 불안은 인격내
부 깊숙이 억압되어 있는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이 의식화되려는 위험신호로서 인격 장애나 정신증
상 등 정신 병리현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대상관계 이론가인
은 불안
이란 유기체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유아와 양육자 간의 초기 애착관계를 통해 유아에
게 전달된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결과로 장애를 가진 부모가 우울증상 경험이 없음과 스트
레스를 적게 느낀다는 것은 가족 체계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이는 자녀 양육자로서 장애를 가진 부모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정신건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족
상호간에 미치는 상호성은 가족의 지위 마다 다를것으로 사료된다 하여 향후 연구에서 장애 부모
의 긍정적 정신건강 상태 가족 지위 별 상호작용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자신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가족 전체가 비
생산적이고 병리적인 만성적 무기력의 침체구조로 발전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장애를 가진 부모의 가족 체계는 대게 불안과 스트레
스의 양육 태도를 보일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상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일반 가족 체계와
다를 것이 없이 스트레스와 우울에 있어서 긍정적인 답을 얻은 것은 장애를 가진 부모일지라도 정
신건강에서 비롯된 가족 체계의 붕괴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는 정신건강 증진은 증상과 장애가 개선되었다기보다는 건강해질 가능성과 삶의 질이 높
아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정신건강이 기능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이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장애를 가진 부모의 가족체계일지라도 삶의 질
이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정신건강이 부정적이고 불안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장애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만을 조사한 연구라는 제한점을
남겨둔다
향후 연구되어지는 장애 부모의 가족 체계에서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자 할 때에는 장애의 유형
을 구분한 변수들이 포함되어져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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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장애를 가진 부모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를 가진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 중 자살과 관련한 항목에서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경우가 로 월등히 높았고 최근 년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여부를 묻는 경우에도 아니오
응답이 각각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애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에서 우울증 경험 우울감 스트레스 인지율에서 우울증상을 경험하
지 않았다는 경우가 최근의 우울감이 없다가 스트레스 인지율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느
낀다는 응답이 로 긍정적인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장애를 가진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를 가진 부모의 가족체계가 불안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다는 결과이며 양육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짐작하는 부정적인 상태가 아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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