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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case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 of caregivers of children on wheelchair.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how participating in family leisure activities contributes to enhancing resilience as well as reducing stress. We 
used purposive sampling and recruited 10 caregivers who are caring for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using wheelchairs. Most children were attending elementary school, and their ages ranged between 7 and 15.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wo central themes; (1) parenting stress in their daily lives and (2) fortifying 
resilience through family leisure participation with children.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caregivers were 
experiencing the burden of parenting in their daily lives. When the caregivers and children were participating 
in leisure activities together, resilience characteristics were facilitated, and parenting stress was reduced. Th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resilience of caregivers and family leisure activities had a pivotal role in 
promoting the quality of life of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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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상생활에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

울감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완화 시켜주며, 궁극

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hang et 
al., 2019; Jeong & Park, 2020; Trainor et al., 
2010). 이러한 여가활동 참여의 긍정적 영향은 

개인 여가 참여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여가 참여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Ying et 
al. (2021)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동과 보호

자가 가족 여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들의 

건강과 연계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가족여가란, 부모와 자녀가 레크리에

이션 활동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사회

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며, 
여가의 주체가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Shaw, 1997; 윤소영, 2009).
구체적으로 가족여가 참여는 공간적인 측면

과 활동유형의 측면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여가백서에서는 가족여가 시설 공간을 생활권 

공간과 광역권 공간으로 구분하였으며(여가백

서, 2008), 김민정(2008)의 연구에서는 가족여

가 활동의 영역을 교육적, 취미적, 신체적, 가
정적 활동으로 분류했다. 이처럼 다양한 공간

과 활동 영역에서 나타나는 가족여가 활동은 

구성원간의 만족과 상호교환을 만들어 내고, 
이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 신뢰,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가족여가는 가족관계만족도, 생활만족, 
가족생활 만족과 가족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

(신충식 & 박정열, 2013; Williamson et al., 
201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는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

만, 대부분의 가족여가 관련 연구는 비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아

동이 있는 가족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는 매

우 한정적이다. 김지연(2011)의 연구에서는 가

족여가 활동 여부에 따라 장애아동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odd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을 둔 가족의 가족여가 활동이 가족

응집력과 적응성, 가족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에

게도 가족여가가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아동이 여가와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긍정적 발달과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족

의 역할이 중요하다(Bult et al., 2013; Palisano 
et al., 2011; Piškur et al., 2017). 그러나 휠체

어를 사용하는 장애아동의 경우 여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함은 물

론, 기초적인 동작 수행과 독립적 이동의 제한

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이
는 주 양육자이며 돌봄 제공자인 부모의 신체

적·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Byrne 
et al., 2010; Mobarak et al., 2000). 여가참여

는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양육하

고 돌보는 부모에게도 이들의 양육스트레스 감

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에 매우 중요하다(김덕주 & 용미현, 2017; 이
경호 & 강정화, 2008). 그러나, 뇌병변 장애아

동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서에 따

르면, 장애아동 주 양육자는 일상적인 사회활

동이나 여가활동 기회의 제한뿐만 아니라 다양

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장애아동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

정에서 교육적, 심리 및 정서적, 신체적, 사회

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Crnic & 
Greenberg, 1990; 원은영, 2009),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 아동의 특

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bidin, 1990). 기존 연구에서는 뇌병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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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비장애아동 

부모들에 비해 낮은 심리적 웰빙과 삶의 만족, 
높은 불안과 우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Cheshire et al., 2010), 뇌병변과 지체장

애를 가진 장애인의 돌봄 가족이 경험하는 돌

봄 부담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

울을 통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경, 2019). 
지금까지 진행된 장애아동 보호자의 양육 스

트레스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신질환 

및 지적장애(이해린 & 이숙정, 2020),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이지현, 2013), 자폐스펙트

럼(조정연 & 신윤희, 2019), 발달장애(구본용, 
2018)등을 가진 정신 및 발달장애아동들의 보

호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신체적 장애

가 있는 뇌병변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도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양육 부담(김시내, 
2016), 양육 경험(최윤, 2016), 우울(김지숙, 
2016), 삶의 만족(김서은 & 어주경, 2014) 등
의 일차원적 접근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

다. 또한, 대부분의 여가 관련 연구에서는 장애

아동과 그 양육자의 삶을 개별적으로 바라보고 

이들의 여가를 탐색해 왔는데, 장애아동과 그 

부모의 삶이 장애아동과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

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가족여가 참여

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지연(2011)의 연구

에서 장애아동 부모의 가족여가 참여 여부와 

부모의 성별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여가 활동의 구체적

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그러

므로, 장애아동과 부모의 일상생활에서의 가족

여가 활동과 양육 스트레스 경험이 이들의 삶

에 어떠한 형태와 의미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아동 부모의 회복탄력성은 이들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웰빙에 있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다시 튀어 오르

거나 되돌아오는 힘이며,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

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Block & 
Kremen, 1996). Heiman(2002)은 장애아동을 양

육하는 부모의 회복탄력적 특성을 연구하면서, 
이들은 자녀의 장애진단 당시 많은 혼란과 좌절

을 경험하지만, 이후 자녀의 장애 사실과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다른 가족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장애아동과 가족관계

에 있어서 기쁨과 사랑, 수용, 만족, 긍정성, 강인

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유영신과 이영선(2018)의 연구에서도 장애아동 

보호자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회복 탄력

성을 통해 완화되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많은 선

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Iwasaki, MacTavish, & 
MacKay, 2005; Cocozza et al., 2020). 
가족여가 참여는 잠시나마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며, 
긍정정서를 함께 공유함으로서 긍정적인 관계

를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Denovan & Macaskill, 2015). 또한, 
여가에서 경험하는 긍정정서는 스트레스 대처

와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Iwasaki, MacTavish, 
& MacKay, 2005). 이러한 긍정정서와 가족응

집력, 안정적 관계, 사회적 지지와 같은 요인들

은 회복탄력성의 중요한 요인이다(Ahern et 
al., 2006). Jessup et al. (2010)은 장애아동의 

여가 참여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힘

을 키워 회복 탄력성을 촉진시킨다고 밝혔고, 
Duquette et al. (2016)도 장애아동의 여가 참

여는 가족의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킨다고 주장

했다. 따라서 가족여가 활동은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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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이동이 어렵고, 보호자 의존

도가 높은 휠체어 사용 장애아동과 보호자가 함

께 참여하는 가족여가 활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특히 가족여가 활동이 장애아동 부

모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양육 스트

레스를 완화시키는지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eiman(2002)의 연

구를 바탕으로 장애아동 부모에게 나타날 수 있

는 회복탄력성 특성을 수용과정과 장애아동과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 그리고 긍정정서로 

구분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동의 제약을 가

진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일상

에서의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고 가족여가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어떻게 강화되고 양육스트

레스가 완화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이동과 활동에 제약

을 가지고 있는 7세-15세의 지체·뇌병변·근육

병 장애아동의 보호자 10명(남자=1명, 여자=9
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나이는 39세∼66세(평균 46.7세)이고, 연구참

여자와 아동과의 관계는 할아버지(1명)와 어머

니(9명)이다. 장애아동의 장애 진단명은 지체(5
명), 뇌병변(2명), 척수성근위축증(2명), 근육병

(1명)이다. 모두 국가 장애 분류 기준「장애인

연금법」에 언급된 “장애가 심한 정도”의 지체

장애·뇌병변장애·지적장애 등의 중증 장애인으

로 학교, 병원, 재활 등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

간을 보내며, 이동과 활동의 장애 정도는 거의 

같다(보건복지부, 2020).

연구자들은 보조기구 부착사업에 참가한 휠

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들을 대상

으로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 심
층 면접을 희망하는 부모님을 따로 모집하였

고, 이들에게 사전 연락을 하고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에 동의를 받

고,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심층 면담을 유선

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특성

은 다음과 같다<표 1>.

연구

참여자

나이

(세)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장애 진단명

아동 나이

(세)

거주

지역

1 41 모 지체 2급 13 울산

2 39 모 척수성근위축증 7 경기

3 60 모 뇌병변 3급 15 대구 

4 45 모 지체 5급 9 경기

5 39 모 뇌병변1급 11 인천

6 66 조부 지체 1급 9 부산

7 43 모 지적, 지체 10 경기

8 44 모 지체 장애 8 대전 

9 45 모 근육병 14 인천

10 45 모 척수성근위축증 8 경남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2. 자료수집 및 분석

1) 심층 면담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이 자료수집 방법으

로 활용되었다. 연구자들은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1대1로 진행하였고, 심층 면담은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화상 인터뷰 또는 유선 인터뷰 

중 선택하도록 안내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이 선

호하는 방법인 유선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시간

은 60분 내외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

한 질문지 내용은 정동화(2007)의 연구에서 사

용된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설문지는 “장애진단 시기와 진단 후 

느낀 감정”,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고 어려

운 점”, “가족여가 활동 참여”, “장애아동 보호

자로서 행복했던 경험”, “주관적 건강 상태 및 

건강관리”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심층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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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자료수집이 충분하다고 연구자들이 판단

할 때까지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

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이후 전사되었다.

2) 자료분석

본 연구는 보조기구를 부착한 휠체어 사용 아

동과 그 보호자의 삶의 경험을 관찰하기 위해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의 이해를 

강조한 Stake(1995)의 사례연구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사례연구 방법은 실생활에서 어떤 특정

한 집단 같은 제한된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현

상의 변화 및 과정에서의 사례를 묘사하고 연구

하는 것이다(Merriam, 1998). 전사 자료의 분석

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첫째, 배열 및 범주별 

집합에서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삶

의 전반적인 내용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했다. 
둘째, 해석적 분석에서는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

스, 가족여가 활동 및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표

현을 통한 요약된 문장을 확인하고, 중요한 부

분을 간추려냈다. 셋째, 패턴 매칭에서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었던 보호자의 삶의 다각

적인 차원에서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여가 활동 

및 회복탄력성 경험의 의미가 나타나는 축약된 

작은 단위로 표시하고 특징적인 패턴을 찾아냈

다. 넷째, 일반화 반영에서는 장애아동 중심의 

일상생활에서의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 경험, 
가족여가 활동 참여를 통한 보호자 역할의 중요

성 및 회복탄력성 측면에서의 중심내용을 파악

하고 학문적 용어로 일반화하여 의미 분석이 정

확하게 되도록 중요한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3)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여가학 전공 교수 2인과 박사 1인이 상의하여 

구성원 간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동일한 전공 

박사 3인이 동료 간의 협의를 하며 연구 진행 

과정 동안 서로의 의견을 논의, 조율하였다. 연
구참여자들에게 전사 자료 및 결과 내용을 보여

준 후 확인하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
를 하였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 진행을 위해 주

제와 관련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심

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는 포화상태를 이

룰 때까지 진행하였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진행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높였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면

서 연구자의 의견 기술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

이 있을 시에는 필드 노트(fieldnote)를 통해 세

부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4)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는 A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이후에 진행되었다. 심층면담 이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

하였으며, 수집된 면담 관련 자료는 연구 이외

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인지시켰다.

Ⅲ.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

으로 부모의 일상에서의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

보고 가족여가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어떻게 강

화되고 양육스트레스가 완화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성을 강조한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주제 2
개, 주제 모음 3개, 범주 6개로 나타났다<표 2>.

1. 일상에서의 양육 스트레스

1) 아동의 특성으로 인한 밀착보호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

애아동들은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어려워 일상

생활 많은 부분에서 보호자에게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장애아동의 의존적인 특성

때문에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더 큰 양육의 책

임감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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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내려놓게 되면서 심리적

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24시간 초밀착 그렇게 해서 보호를 했었

어야 됐어요. 누워 있으면 혼자서 앉지도 못

하고 뭐가 필요하면 옆에 있다가 갖다 줘야 

돼요 (중략) 아이가 옆에서 계속 시키면 저

도 짜증이 나죠” (연구참여자 2)

“지금 모든 걸 아이한테 (집중)하다 보니

까 나의 삶이 없어. 우리 가족 전부 다 마찬

가지. 모든 신경이 다 아이한테 쓰여 있거든

요”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2와 6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자녀의 삶에 두게 되면서 보호자의 개인적인 

삶이 없어짐으로 나타나는 양육 스트레스를 느

끼고 있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어도 현실적인 

개인 자유시간의 부재로 인해 참여할 수 없음

에 힘들어하였다. 개인적 삶의 부재는 심리적

인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정

서적인 웰빙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는 Byrne et al. (2010)과 Mobaraket et al. 
(2000)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신체적 장애

를 가진 아동들은 독립성이 부족할수록 타인에

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호자는 심각한 심리적

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환경적·사회적 스트레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들과 보호자들이 휠

체어를 사용해서 이동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주

변 사람들의 장애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양육에 따른 환경

적·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많이 쳐다보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보고. 예. 그런 게 제일 좀 스트레스죠...(중
략)... 처음에는 막 화가 나서” (연구참여자 1)

“장애인 자체가 휠체어를 끌고 다니지 모

든 사람이 다 봐. ‘시선이 따갑다’라고 생각

하지”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1과 연구참여자 6은 주변 사람

들의 따가운 시선 및 장애를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보호자가 경험하

고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로서의 양육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Abidin(1990)이 

제시한 양육 스트레스의 3가지 특징 중 환경적

인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불편한 시선, 동정 어린 말, 모욕감을 느끼는 

질문들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은 

이들의 사회적 고립 현상을 야기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이기량, 1996).

“아이가 자꾸만 신경을 쓰니까 되게 상처

를 받더라고요. 어른들께서 ‘너는 어디가 다

쳐서 그러니’라고 할 때” (연구참여자 4)

주제 주제모음 범주

일상에서의 양육 스트레스
아동 특성으로 인한 밀착보호

환경적·사회적 스트레스

가족여가로 강화되는 

회복탄력성

수용의 과정 장애 수용 후 내적 성장

긍정적 관계 여가를 통한 긍정적 관계 

긍정정서
여가에서의 긍정정서

일상생활에서의 긍정정서

표 2.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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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4처럼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주

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본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까지도 느끼는 것을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그 시선으로 인해 자녀가 상처받는 것

에 대해 매우 힘들어했다. 낯선 사람들의 불편

한 시선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보호자뿐만 아니

라 자녀에게까지 확장되는 경험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로 산다는 것은 양육의 부담과 심리적·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스트레

스는 이들의 심리적인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여가로 강화되는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Heiman(2002)의 연구를 바탕

으로 장애아동 부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특성을 수용과정과 장애아동과 가족 간

의 긍정적인 관계, 그리고 긍정정서로 구분하

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동의 제약을 가진 장

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회복탄력성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가족여가 경험을 

통해 회복탄력성이 어떻게 강화되고 양육스트

레스가 완화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수용의 과정–장애 수용 후 내적 성장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는 과

정은 혼란과 좌절, 체념, 수용의 순서로 나타났

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처음에 자녀의 장

애진단을 접했을 때 당시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왜 나한테. 하필 나한테”와 같은 혼란

과 좌절의 경험으로 기억하였다. 그러나 이들

은 체념의 시기를 지나 결국 장애를 수용하게 

되면서 개인적 성장 과정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참여자 4의 “조금씩 포기”와 같은 

표현은 체념의 상태를 나타내지만, 곧이어 나

오는 “단단해지는”,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와 같은 표현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맨날 울었어요. 
조금씩 포기라고 해야되나. 무뎌지게 되는 

것 같아. 단단해진다고 해야 하나요. 이 상

황에서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

하고” (연구참여자 4)

또한, 연구참여자 5, 6은 “내 마음을 바꿨

지”,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

한 수용을 표현하였다. 장애수용은 자녀의 장

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장애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인식이다

(문종혁, 2019). 이러한 수용과정은 결국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경험으로 이어졌으

며, 나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이고 긍

정적으로 대처하는 강인함을 갖게 하였다. 

“내가 마음을 바꿨지. 후천적으로 이런 

사고로 되는 건데. 사람 사는 데 별거 있나. 
처음에는 사람들이랑 대면을 못 했어. 지금

은 다 공개를 해서 아는 사람한테 인사도 하

고. 내가 먼저 다가가니까 내가 인사하고” 
(연구참여자 6)

“고민해도 고민해서 풀릴 거면 고민 많이 

하겠지만 의학적인 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대신 이제 아기한테 

사랑 많이 주고 잘 키우면 더 좋아지고” (연
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 6은 “아는사람한테 인사도 하

고”, “의학적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

는 거니까”라는 표현을 하며 장애를 수용하며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회복탄력성의 증가를 보

였다. 수용의 과정과 상태는 회복탄력성의 특

징으로 볼 수 있으며, 윤미숙과 김동원 (2017)
은 회복탄력성의 능력이 높아지는 과정을 겪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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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부정적 상황에 적응하며 긍정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2) 긍정적관계-여가를 통한 긍정적 관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용의 단계 이후에 자

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 여가에 참여하

면서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경우 학교나 치료, 재활 

등을 위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때문

에 친구 관계를 맺거나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Bruinsma, Koegel, & 
Koegel, 2004; Sappork et al., 2013). 또한, 이
러한 일상을 아동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 역

시 자유시간과 여가시간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

는데, 이처럼 가족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

는 이들에게는 가족여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

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 시간이 뭐냐 하면 (집에서) 활동을 

돕기 위해서 (풍선) 배구를 해요. 풍선을 바

람을 크게 넣어가지고 풍선을 하늘 띄우고 

오른손을 왼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

야. 떨어지면 내가 하고 또 내가 떨어지면 

아이가 하고”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

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고 아동과의 건전한 관계

를 형성하며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가족여가 참

여는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와(신충식 & 박정열, 2013), 가족여가 활동이 

가족의 사회·정서적 행복에 중요한 부분임을 강

조하는 Coyl-Shepherd & Halon(2013)의 연구

와 일맥상통한다.

“(집 근처 공원에서) 패드민턴이라고 탁

구채하고 비슷한 걸로 배드민턴 공을 치는 

거에요. 아이가 엄청 좋아하는데.. (휠체어) 
내려서 할 수도 있고. 힘들면 휠체어에 앉아

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쳐주면 지는 휠체

어에 앉아서 치고”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3은 아동이 좋아하는 뉴스포츠

(패드민턴, 풍선 배구)를 생활권 공간(집 근처 

공원, 집 등)에서 함께 즐기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은 김민정(2008)의 연구에서 제시

된 가족 여가활동 영역 중에서의 취미적, 신체

적, 가정적 활동유형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가족여가 활동 유형에 참여함으로써 보호자는 

아동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저희가 경기도 살고 있는데 아이랑 1박 

2일로 인사동도 가기로 해서 ‘한국에 이런 

거리가 있어’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떤 

‘문화 같은 거, 정서적인 체험’ 이런 거 해 

주고 싶어서 아이가 너무 재밌어했어요” (연
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여가를 통한 가족간의 

화합, 관계성 향상을 언급하였다. Dodd et al.( 
2017)의 연구에서도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을 

둔 가족의 가족여가활동이 가족응집력과 적응

성, 가족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장애아동

을 둔 가족들에게 가족여가가 중요함을 강조하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가족여가는 가족관

계 만족도, 생활만족, 가족생활만족과 가족 기

능에 긍정적인 영향(신충식 & 박정열, 2013; 
Williamson et al., 2018)을 미치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 따라서, 여가활동을 통한 가족관계와 

기능의 향상은 보호자의 회복탄력성 요인들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긍정정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와 삶에 대한 수

용과정을 통해 성장을 경험한 후 여가와 일상

생활 모두에서 긍정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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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가. 가족여가 안에서의 긍정정서

본 연구에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가족여가 

참여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자유시간을 오

롯이 즐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

은 비장애인 가족의 경험과 동일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족감, 행복감 등으로 표현되었

다. 참여자들은 가족간의 유대감이 강화되면서 

긍정정서를 경험했고, 가족관계의 응집력을 높

여, 양육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단단한 마음의 

능력인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었다. 

“저희는 여행을 좋아하고 가는데. 아이가 

원하거든요. 제주도도 가고. 해외여행도 괌 

다녀왔어요. 앞에 나가면 바다 해변이라 아

이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가고 싶다고 만

족도가 높았어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여행이라는 가족 여가 안에서 

긍정정서를 설명하였다. 장애아동 보호자들은 일

상생활에서 받는 외부 시선에 대한 스트레스를 

보고하기도 하였지만, 가정과 일상공간을 벗어나 

교외로 나가는 가족여가 여행은 이러한 시선들

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모습을 나타낸다.

“경주 1박 2일 많이 갔고 통영 거제. 속리

산 이렇게 (중략) 순천만에 가면 전망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와 함께) 정상에 올

라가서 전망을 바라보고 그때 정말 행복하

다 너무 좋더라고”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5와 연구참여자 6은 자연 공간, 
관광지 및 휴양 공간을 가족 여행으로 다녀온 

사례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임진선 & 문보영, 
2014; Chen et al., 2019)에서 야외에서 이루어

지는 가족여가 참여는 신체적·심리적 웰빙에 영

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야외

활동은 이들의 여가참여 만족감을 높이고, 심리

적인 행복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긍정정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가족여가 등을 통한 

관계 강화는 일상적 삶 안에서의 긍정정서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는 장애아동

과 함께 살면서 자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세상을 보는 

새로운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게 되었다. 또한, 
보호자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

도는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호자의 양육 스트

레스에 대처하는 대응 능력을 높여 회복탄력성

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었다. 

“어떤 사소한 것에 조금 (달라졌죠). 옛날

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몸 불편한 애를 오빠

도 보고 저희도 보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

로. 사소한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이 덕분

에 가족들 마음에 생겼어요” (연구참여자 10)

연구참여자 10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역할

이 시작되면서 자신이 노력할 수 있는 범위 안

에서 인생을 더욱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

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장애아동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

가고 있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나 낙관성 등

은 회복탄력성의 요인으로 여겨지며, 이는 장

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

(유영신 & 이영선, 2018).

“저희 부부가 아이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 

그리고 서로 의지하기도 해요. 아이만 저희한

테 의지하지 않고 저희도 아이한테 의지하고 

서로에 대한 유대감 같은 것들.. 아이를 잘 

키워내야 한다는 목표의식”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4는 자녀를 통해 부모로서의 기

쁨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자녀에게도 의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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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감정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또한, 배우자와

의 긍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공동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부의 유대

감은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스트레스와 역

경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회복탄력성의 자

원이며,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결국 긍정정서를 

경험하도록 만든다(Fredrickson et al., 2003).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

으로 부모의 일상에서의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

보고 가족여가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어떻게 강

화되고 양육 스트레스가 완화되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과 보호

자는 심리적·환경적·사회적인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자신의 삶과 아동의 장애에 대한 

수용과정을 거치고 난 후, 장애아동과 보호자

가 함께하는 가족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

다. 여가를 통한 긍정적 관계의 형성은 긍정정

서를 통해 보호자의 심리적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의 긍정

정서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경험으로 볼 수 있다<그림 1>.
이러한 과정들은 보호자의 삶의 만족을 경험

하도록 이끌고, 궁극적으로 보호자와 장애아동

의 심리적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과 보호자

의 가족여가 참여가 일차원적인 측면에서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인 여가활동으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장애아

동의 보호자 및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가족 전

체의 의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아동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이 가족여가 참여를 통해 가능하

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 
장애아동이 있는 부모나 가족들에게 여행 등

과 같은 가족여가 활동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는 가족여가 참여를 이

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이들에게 부담

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 뿐만 아니

라 부모 모두에게 여가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가족여가 활동 참여는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중등학생을 포함한 비교

적 넓은 연령대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구

성원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다양한 연

그림 1. 연구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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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대의 장애아동 및 보호자 대상 연구는 장애

아동 및 장애 정도, 성장 및 발달 정도에 따라 

보호자의 경험의 차이가 다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장점(Declerck, 2014; Sam, 2012)이 있

긴 하지만 앞으로 장애아동의 특성을 보다 구

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고려해 연구를 진행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드려

다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아동과 보호자

의 외부 활동 및 여가 참여를 힘들게 만드는 

제약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장

애가 있는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여가 참여 제

약 및 촉진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해결방

안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들의 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휠체어 보조기구 부착사업에 

참가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다, 아동들이 휠체어

에 보조기구를 부착하고 나서 이동의 독립성이 

향상됨을 파악했고, 아동과 보호자의 야외 여가

활동 참여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므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의 야외 여가활

동 참여의 향상을 위해서 보조기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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