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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중섭․모지환

이 연구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이

들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이용시설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미등록된 

재가 발달장애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인 자녀의 자립능력, 사회적지지, 사회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총 279부였고 무응답이 많은 설문

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245부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성인 발달장애인은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자립능력 그

리고 사회통합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자립능력이나 사회통합 또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 발달장애인

의 사회통합은 신체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능력 등 자립정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중복장애 유무, 사회적 자립의 정도 

그리고 제도적 지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의학적 치료와 사회적 재활이 동시에 추

진될 수 있도록 아동기단계에서 재활치료사업을 확대하고, 수혜대상에서 소득기준을 완

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재활을 위한 중추기

관으로서 장애인복지제공기관의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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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은 평등한 기회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에 있다. 사회통합이 장애인 정책의 기본적 가치로 강조되는

이유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누구나 인간이라는 기본 이해와 어느 누구

도 장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철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이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 완전

한 사회참여를 이루는 사회통합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평등의 기초위에서 사회의 한 부분이 되어 장애인이 속한 지

역사회의 사회적․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 즉 장애인이 장애를 가

졌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실천할 능력이

있는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될 때 장애인은 사회에 완전하게 통합되는

것이다(이익섭, 1994; 1998).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1960년대 탈시설화 정책 이후 정신질환자나 지

적장애인, 뇌손상 장애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중심의 보호프로그램이 도

입되면서부터 구체화되었다. 이후 사회통합은 UN의 세계장애인의 해

선언을 거쳐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의 주된 패러다임이 되어 왔으며 장

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지향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발맞추어 1980년을 기점으로 보호차원과 배

려 위주의 장애인복지시책에서 지역사회생활에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장애인복지의 이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은 통합교육과 지

역사회 내 고용기회의 확대, 소규모 가정형태의 주거방식의 도입, 편의

시설 관련 법안의 제정과 시행,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업 전개 등의 가시적인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다(백은령, 2002).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

려움이 있고 의사소통기술도 부족할(Solish et al., 2003) 뿐만 아니라 학

교 부적응(Merydith, 2001)으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여기에 발달장애인은 사회통합의 전제인 의사소통기술이 지체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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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또래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도 어려움

이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중 성인 발달장애인은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서

비스 조차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회통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대부분 미취학 아동이나 학령기

아동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능력이 뒤떨어

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지위 또한 낮은 것이 특징이다. 결국, 발달장애

인들은 가정과 학교생활의 어려움, 신체․인지․행동 영역의 장애로 인

한 낮은 자존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을 일상적으로 경험(Miyahara &

Piek, 2006)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고용이나 고등교육 및 훈련, 생활계

획 그리고 재정관리 등의 사안들이 중요한 생활영역이 된다. 그래서

학교생활 이후 성인세계로의 진입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능력이 낮

은 발달 장애인에게 심각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학령기 이

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성인 발달장

애인의 사회적 관계유형, 지역사회로의 통합정도 및 영향요인을 실증적

으로 규명하여 사회적 지원체계를 정교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발달 부모의 부양부담이

나 부양비용(전혜연, 2002) 스트레스의 요인(김은숙, 1985; 서혜영, 1994)

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다룬 연

구도 주로 장애아동(이지수, 2002; 김남순, 2002; 서윤정, 2001)을 중심으

로 사회통합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중심

으로 사회통합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

증적으로 규명하여장애인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성인 발

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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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

1) 발달장애의 개념 및 정의

발달장애의 개념은 국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관

련 전문가들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한다(Miyahara & Register, 2000). 가

령, 뉴질랜드의 경우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를 포함하는 것으

로 정의되고, 일본은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를

발달장애로 이해한다. 그러나일본의발달장애지원법과특수교육체계는기

존제도적체계에서충분히지원받지못한중증의자폐장애인(autism)과학습

장애(learning disabilities) 그리고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에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Miyahara(2008)는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는 국제적 합의에 따를 것을 제안한다.

WHO의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es,

and Handicaps(ICIDH)는장애를건강상태와그에따른결과를모두포괄

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ICIDH는 건강상태를 신체적 손상(impairment),

개인적장애(disability), 그리고사회적불리(handicap) 세가지관점으로구

성한다. 그래서개정된기능과장애에관한국제분류(ICFD)는장애를활동

의 제약과 참여의 제한이 있는불리로변경하였다.

한편, 미국은 1976년 제정된 발달장애지원 및 권리장전(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에서 발달장애를 18세 이

전에 발생하는 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 또는 자폐증에 기인한 지속적인

장애로 정의하였다. 미국의 Lanterman법도 발달장애의 범주에 기능상

의 장애를 가진 뇌병변장애, 정신지체, 자폐, 간질을 포함하고 있다.1)

1) Lanterman법률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의 제공을 내용으

로 하는캘리포니아 주의 법률로서 미국의 주단위중 가장 최초로 제정한종합적

인 발달장애인 지원 법률이다.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주의 하원의원이었던

Lanterman이 1973년 미국 장애인 부모의 요구에 의해 의회에 제한 법률로서, 법

률 제안자인 이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Laterman법률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발달장애인법(1963)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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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 이전까지 발달장애가 우리나라 법제상

장애인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1999년 12월 31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이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는 발달장애 1급은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적 발

달장애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

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

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이 연구에

서도 발달장애인은 불충분하게 발달된 지적능력으로 인해 학습이나 사

회활동을 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으로

정의한다.

2) 지역사회통합의 개념 및 측정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 분야의 실증연구에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60년대 이후 탈시설화 경향에 따라 장애인 재활의 효과성을

지역사회통합에 두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이다.

지역사회통합은 사회통합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데, Power(1981)

는 사회통합을 사회의 다양한 단위들이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

게 되는 역동적인 과정이자 어떤 통합적 과정의 산출이나 결과적 상황

으로 정의한다. 이 같은 사회통합을 지역사회통합개념으로 한정하고

이를 개인의 지역사회 연관 활동의 수행정도로 측정하게 된 것은 Segal

과 Aviram(1978)이 정신질환자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

서 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들은 경험적 연구를 위해 사회통합을

지역사회통합(community integration)으로 구체화하고, 주로 개인의 역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

Lanterman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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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행을 지역사회연관기능으로 조작화하였다.2) 지역사회통합의 개념

에는 장애인이 일반 시민들의 이용하는 지역사회자원을 똑같이 이용하

는 것,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장애가 없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등이 포함된다(이익섭 외, 2003).

한편, 지역사회통합은 기본적인 권리의 형태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지역사회통합은 공동의 시민권(common citizenship)의 개념을 전제한

다. Racino(1995)에 따르면, 장애인도 천부적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비

장애인과 동등하게 생존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그리고

여가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Racino(1995)에

게 있어 지역사회통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은

천부적 권리로 이해된다.

지역사회통합은 그 영역에 따라 신체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

는 두 가지 차원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Wolfensberger,

1972; Wolfensberget & Thomas, 1983; Wolfensberger, 1993). 여기서 신

체적 통합은 비장애인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환경, 활동, 맥락에서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물리적 존재를 의미한다. 반면, 사회통합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공히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비장애인들

2) Segal과 Avriam(1978)의 캘리포니아 지역 지역사회 중심 보호시설에 관한 연구

는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통합과 관련된 연구에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었다.

이들은 정신장애인이 관련을맺는 장소에 따라외적 통합(external integration)과

내적 통합을 구분하였다. 내적 통합은 보호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관계로 정의되

며, 시설이 중심이 되어 시설 내에서 접근 가능한 활동자원, 개인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와 반대로 외적 통합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며 일반

대중과 공유하는 관계맺음을 지칭한다(김미령, 2001). 여기서 외적 통합은 다섯

가지 수준의 연관(involvement)으로 설명되는데 첫째는 존재(presence)로 이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보는 시간의 정도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접근(access)으로 상

품과 서비스, 사회적접촉의 이용가능성을 의미하고 세번째는 참여로 다른사람

들과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네번째는 개인이 소득재생산하는 고용

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

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이다(Wong & Solom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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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아울러

지역사회통합은 그 강도에 따라 강한 사회통합(strong social integration)

과약한 사회통합(weak social integration)으로 구분(Ely, 1991)되기도 하

는데, 전자의 사회통합은 가족이나 의미 있는 타인과 함께지역사회에서

의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약한 사회통합은 장애인 혼자서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한편, 지역사회통합의 개념적 정의는 사회통합에 대한 측정과 결부

되어 있다. 사회통합의 개념적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측

정을 위한 범주도 차별화되고 다양화된다. 지역사회통합의 측정과 관

련하여 가장 많이 활용된 지표는 지역사회 중심 보호시설 거주자를 대

상으로 한 Segal과 Aviram(1978)의 지표이다. 이들은 사회통합을 시설

내의 참여와 구분되는 것으로 거주시설 외부의 참여정도로측정하였고,

이외부적 참여의 범주는 존재(presence), 접근(access), 참여(participation),

그리고 생산(participation), 소비(consumption) 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존재는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의 정도를 의미하고, 접근

은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이용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참여는 다

른 사람들과의 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의미하고, 생산은 소득을 생산

하는 고용에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소비는 개인의 재정을 관리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정도

를 의미한다.

Segal과 Aviram(1978)의 사회통합척도는 많은 연구(Aubry & Myner,

1996; Kennedy, 1989; Knizich, 1985; Shadish & Bootzin, 1984; 신은

경․최정아, 2007)에서 사회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

다. 이외에도 Siverman과 Segal(1994)는 소속감과 참여를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조사대상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의 주관적

인식과 참여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지역사회통합의 정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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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편, Kennedy(1989)와 Nagy et al.(1988)은 Segal과 Aviram(1978)

의 5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화한 사회통합척도를 단순화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혹은 접근성만을 사회통합의 척도로 활용하

여 관련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3) 지역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발달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과 지역사회통합간의 관계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는 주로 주

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연구보다는 이론적 담

론수준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탐색하기 위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가령, 김용득 외(2007)의 연구에서는 발달 장

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자녀의 지속적 보호에 따른 경제적 어

려움과 비장애 자녀와의 관계의 마찰에서 오는 자녀 간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가족갈등의 문제가 수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연구는 유영준 외(2008)의 연구에서 시도되었다. 지적장애인

과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자립생활과 사회적 지지가

이들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보다는 주로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신체적장애를가진장애인을대상으로사회통합과관련요인들간의인

과적관련성을검증하였다. 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크게장애외적요인

과 내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외적 요인으로는

주로 주거환경(Timko, 1996), 사회적 지지 등의 요인에 주목하였고 내적 요

인으로는 연령, 민족, 성, 사회경제적 지위(Segal & Aviram, 1978; Segal &

Everett-Dille, 1980), 그리고 신체적인건강상태 등의 변수가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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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투입변수 영향변수

서윤정
(2000)

발달
장애인

교육만족도, 직업훈련받은 유무, 가족과의
대화정도, 장애등급, 종교생활, 경제생활

가족과의 대화정도

이익섭외
(2003)

시각
장애인

성, 연령, 학력, 주관적 경제상태, 장애등
급, 장애시기, 현재건강상태, 일상생활제
약, 장애태도,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행동교육 참가여부, 의사교
육 참가여부, 정보교육 참가여부, 재활서
비스 활용수준

연령, 최종학력,
주관적 경제상태,
일상생활제약,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재활서비스활용수준

유영준외
(2008)

지체
장애인/
지적
장애인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취업유무,
월수입, 신체적 자립, 정신적 자립, 사회적
자립, 친구지지, 가족지지, 기타

연령, 장애유형,
월수입, 취업유무,
신체적 자립,
친구 지지

신은경․
최정아
(2007)

척수
손상
장애인

사회적지지, 우울, 장애정체감
사회적지지, 우울,
장애정체감

박승탁․
황석웅
(2008)

지적
장애인

개별화계획유무, 사회재활교사의 태도, 서
비스 프로그램 수, 지역사회자원의 양, 성
별, 연령, 중복장애

개별화계획유무,
성별

황수정
(2001)

지적
장애인

자립생활, 사회적응, 여가지원, 집의크기,
집의위치, 입주자 성, 공공생활가정 식구
수, 장애등급, 언어능력, 장애인기관, 연령,
결혼유무, 종교유무, 학력, 자원봉사자수

자립생활,
사회적응,
언어능력

신은경외
(2009)

청각
장애인

고용유무, 사회적 교제관계, 장애정체감
고용유무,
사회적 교제관계

최미영
(2003)

화상
장애인

성별, 연령, 거주지역, 종교, 교육수준, 소
득, 직업, 화상후 경과시간, 화상원인, 화상
정도, 화상범위, 화상부위, 기타 장애여부,
사회적 낙인, 사회적 지지(정서적 지지, 평
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직업유무,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김은정
(2002)

시각
장애인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가족 내 상호작용
정도, 직업훈련유무, 연령, 성별, 경제상태,
종교, 결혼상태 장애정도

가족지지,
가족 내 상호작용,
경제상태

이은혜
(2006)

여성
장애인

자존감, 일상생활능력, 연령, 교육정도, 직
업, 결혼, 종교,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 사
회적 낙인

일상생활능력,
종교,
사회적 지지

<표 1> 장애인의 사회통합 영향요인 선행연구

한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은경 외(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

통합의 영향요인으로 고용상태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였고, 연구결과

청각장애인의 고용유무와 사회적 교제관계가 사회통합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연구에는 장애인의 자립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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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논증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영향요인으로 주로

사회적 지지를 주목해 온 다른 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의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신체적 자립능력이 사회통합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발견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끊임없이 다른사람과 관계를

맺고 서로 지지를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회적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인간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또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얻게 되는 것이다(황

보옥, 2005). 사회적 지지란사회적 관계를통해서타인들로부터얻을 수

있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욕구를충족시켜줄뿐만 아니

라 환경에 대한 통제능력을 형성시켜줌으로써 인간의건강한 발달 및 적

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유영미․문승태, 2005).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장애

인 사회적 지지가 자립생활을 도모하고(김순곤, 2003), 사회적응을 촉진

하며(나동석, 1992) 사회통합을 증진하는(Segal & Aviram, 1978; 박수경,

1997; 김은정, 2002) 중요한요인으로제시된다. 특히, Segal과 Aviram(1978),

그리고Davidson et al.(1981)은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지역사회외

향성 통합과 심리적 고통을 완화 그리고 성공적인 재활을 촉진하는 중

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원이 장애인의 적응이나 사

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령, Timko

와 Moos(1998)는 적극적인 지지의 정도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의 정도도 높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특히 이들은 적극적인 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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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참여의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강

력한 요인임을 논증하였다.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박수경(1997)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의 관계는 양 변수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물론 사회정서적 안정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에도 유의미한 인과관계

가 입증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를 내생변수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한 신은경과 최정아(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는

사회통합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울이나 자아정체

감을 매개하여 사회통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함으로

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유인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을 규명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은 장애의 유형 혹은

대상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많은 연구(이지훈,

2000; 김순곤, 2003; 황보옥, 2005)에서 가족의 지지보다는 친구나 동료

의 지지가 사회통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산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박수경(1997)의 연구와 중증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김순곤(2003)의 연구에서는 동료의 지지가 가족의 지지보

다도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변소현(1998)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지지보

다는 동료나 여타 중요한 타인의 지지가 사회통합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료의 지지보다는 가족의 지지와 사

회통합간의 인과관계가 검증된 연구(강우진, 2001; 김윤정, 2002)도 다

수 발견된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항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유리(200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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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 사회통합 간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도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은경(2008)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사회통합의 하위요소인 접근성과 참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간의 인과적 관련성

이 논증된 선행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사회통합과의 인과적 관

련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유의미한 조절효

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지역사회통합

에 완충효과를 가지는 혹은 역완충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영향관계

의 규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1) 조사대상 및 방법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지적

장애인을 둔 부모이다. 발달장애인은 낮은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어 타

인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자를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장애부모로 제한하였

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이용시설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미등록된 재가장애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이루어졌고 조사

방법은 우편조사와 일대일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회수된 설문은 총 279부였고 무응답이 많은 설

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245부였다. 자료

의 분석은 SPSS 15.0 for Window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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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정의와 측정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지역사회통합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Segal & Aviram의 사회통합척도 중 외향적 사회통합척도의 접근성

(accessibility)문항을 발달 장애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지역사회 자원에의 접근성은 장애인이 슈퍼마켓, 백화점, 시장,

극장이나 공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방문, 병원 및 약국, 운동경기 관

람 및 참여 등을얼마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묻는 8개의항목으로

구성되었고 5점 Likert 척도를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통

합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종속변수인 자립능력척도는 일본의 Human Care Association(1996)

의 자기평가지표를 참고하여 국립재활원(2000)에서 개발한 자가평가척

도를 발달장애인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자립능력의

영역으로 신체적 자립, 사회적 자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으로 범주화하

고 있고, 이 연구도 자립능력의 측정영역을 세 부분으로 범주화하고 각

각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Winefield가 개발하고 박수경(1997)이 재

구성한 다차원 지지척도와 The Medical Outcomes Study(MOS)의 사회

적 지지척도를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MOS의 사회적지지 척도는 사

회적 지지와 소외감 그리고 소속감 등의 유사개념들 간의 개념적 혼돈

의 가능성이 최대한 배제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척도를 활용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제시한 자립능력과 사회적지지 그리고 지역사회통

합과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 우선 각 변인 간 개념중복이나

측정항목들의중복등의판별타당성을확인하기 위해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요인추출은 관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

방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직각회전인 베리멕스법을 사용

하였다. 판별타당성의 판단기준은 일반적 기준인 고유값(eigen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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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통성(communality) .40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Segal & Aviram의 외향적 사회통합척도의 접근성 문항 중

4.0이상의 기준에 미달된 항목을 제거하고 최종 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798이었다. 자립능력척도도 사회통합척도와

동일하게 요인분석을 통해 동일성분에서 제외된 항목을 제거하였으며,

제거 후 각 자립영역별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사회적 자립 .913, 경제적

자립 .885, 그리고 신체적 자립 .826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척

도도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20문항을 추출하였고, 각 지지영역

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가족지지 .909, 동료지지 .958, 제도적 지지

.937이었다.

한편, 변수 쌍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측도는 자립능력 .905, 사회적 지

지 .904, 사회통합 .87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또한 각각의 변수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잠재변수
문
항
수

신뢰도
Cronbach'α

요인
적재량

추출
제곱합

분산
KMO
측도값

Bartlett
구형성
검증

자립
능력

사회적 자립 6 913 .667~.824 7.125 50.893

.905 2280.909***경제적 자립 4 .885 .631~.857 1.547 11.767

신체적 자립 4 .826 .752~.807 1.179 8.418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6 .909 .784~.882 3.627 18.134

.904 4664.185***동료지지 6 .958 .857~.948 4.074 20.370

제도적 지지 8 .937 .740~.871 7.498 37.492

사회
통합

여가문화시설
접근

5 .798 .645~.766 4.234 42.338 .870 734.544***

***p < .001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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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자녀 중

남자가 149명(60.8%), 여자가 96명(39.2%), 연령대에서는 20대에서 30대

가 가장 많은 176명(71.6%), 다음으로 30세~40세 미만이 61명(24.9%),

40세 이상 8명(3.3%) 등의 순이었다.

가구소득에서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이상이가장많은 91명(37.9%)이

었고, 다음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56명(22.9%)으로 나타났다.

장애 시기는 돌 이후가 177명(72.2%), 돌 이전이 61명(24.9%), 출생

전이 7명(2.9%)이었다.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106명(43.3%)이었고,

중복장애가 없는 장애인이 139명(56.7%)으로 중복장애가 없는 장애인

이 다소 많았다. 미취업 장애인(160명, 65.3%)이 취업 장애인(85명,

34.7%)보다 많았다.

부모의 학력 중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 가장많은 93명(38.0%)이었고,

분류 구분 빈도(비율) 분류 구분 빈도(비율)

성별
남자 149(60.8)

취업유무
취업 85(34.7)

여자 96(39.2) 미취업 160(65.3)

연령

20세-30세 미만 176(71.8)

부학력

무학 1(0.4)

30세-40세 미만 61(24.9) 조촐 11(4.5)
40세 이상 8(3.3) 중졸 27(11.0)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9(20.0) 고졸 88(35.9)
100-200만원 미만 56(22.9) 대졸 93(38.0)

200-400만원 미만 91(37.1) 대학원졸 25(10.2)

400만원 이상 49(20.0)

모학력

무학 7(2.9)

초졸 23(9.4)

장애시기

출생 전 7(2.9)

돌 이전 61(24.9) 중졸 35(14.3)

고졸 102(41.6)돌 이후 177(72.2)
대졸 67(27.3)중복장애

여부
중복장애 있음 106(43.3)

대학원졸 11(4.5)중복장애 없음 139(56.7)

전체 245(100.0) 전체 245(100.0)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2 사회연구 통권 24호(2013년 1호)

다음으로 고졸이 88명(35.9%), 대학원졸이 25명(10.2%) 등의 순이었다. 어

머니의학력도고졸이가장많은 102명(41.6%)이었고, 다음으로대졸이 67명

(27.3%), 초졸이 23명(9.4%) 등의순이었다. 조사대상장애인의부모의학력

은 대체로 고졸과 대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립능력, 사회적지지, 사회통합비교

사회통합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26.03세였고, 가구 평균

소득은 3.7점으로 월평균가구소득은 200만원에 가까웠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53.2세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각각 4.3점과 3.9점으로

최종학력은 고졸의 학력에 가까웠다.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43.4%였고, 남자 장애인이 60.6%로 여자

장애인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재 취업중인 장애인은 34.8%였다.

자립능력에서는 5점 만점에 신체적 자립이 3.2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자립 2.38점, 경제적 자립이 1.88점 순이었다. 사회적

지지에서는 5점 만점에 가족의 지지가 가장 높은 3.59점이었고, 동료의

지지와 제도적 지지가 각각 1.7점과 2.7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의 종속변수인 사회통합은 5점 만점에 3.13점이었다.

구분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단위 평균 표준편차 N

자녀연령 세 26.03 6.54 취업더미 더미 .34 - 245

평균소득 점수 3.72 1.94 신체자립 점수 2.67 .80 245

부모연령 세 53.27 9.26 경제자립 점수 3.32 .93 245

부학력 점수 4.36 .99 사회자립 점수 3.57 1.11 245

모학력 점수 3.94 1.10 가족지지 점수 3.59 .81 245

장애시기 점수 2.69 .520 동료지지 점수 1.71 .90 245

중복장애더미 더미 .43 - 제도지지 점수 2.73 .78 245

성별더미 더미 .60 - 사회통합 점수 3.13 .87 245

<표 4> 기술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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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신체적 자립 경제적 자립 사회적 자립 가족 지지 동료 지지 제도적 지지 사회 통합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성별
남자 2.64(.81)

-.268
3.93(1.01)

-.819
3.47(1.04)

-.894
3.55(.84)

-.898
1.63(.78)

-1.758
2.73(.80)

.072
3.19(.06)

1.304
여자 2.67(.81) 4.05(1.07) 3.61(1.13) 3.64(.76) 1.84(1.05) 2.72(.75) 3.04(.90)

연령

30세
이하

3.30(.91)

.1472

1.79(.86)

2.975

2.33(1.08)

.888

3.59(.83)

.019

1.68(.84)

2.717

2.72(.75)

.019

3.21*.84)

3.016
30~40세
이하

3.07(1.11) 2.08(1.15) 2.42(1.23) 3.60(.75) 1.71(.98) 2.74(.86) 2.92(.94)

40세
이상

3.40(.65) 2.31(.99) 2.85(.68) 3.54(.86) 2.43(1.31) 2.76(.93) 2.85(.54)

장애
시기

출생전 2.85(.71)

1.193

1.89(.86)

5.684**

1.76(.87)

2.647

2.95(.76)

4.179*

1.71(.68)

.126

2.03(.73)

3.092*

2.88(.47)

.306돌이전 3.15(.96) 1.53(.72) 2.18(1.14) 3.47(.91) 1.66(.77) 2.70(.67) 3.15(.86)

돌이후 3.30(.96) 2.00(1.00) 2.46(1.10) 3.66(.76) 1.73(.95) 2.77(.81) 3.13(.88)

취업
유무

취업 3.35(1.02)
1.174

2.27(1.07)
4.984***

2.77(1.16)
4.184***

3.66(.79)
1.004

1.93(1.14)
2.776**

2.92(.84)
2.843**

3.03(.99)
-1.327

미취업 3.20(.92) 1.67(.80) 2.16(1.03) 3.55(.82) 1.59(.72) 2.63(.73) 3.18(.79)

중복
장애
유무

장애유 3.07(.90)
-2.722**

1.76(.90)
-1.676

2.13(.97)
-3.153***

3.56(.80)
-.489

1.59(.84)
-1.893

2.67(.85)
-1.013

3.13(.85)
.091

장애무 3.40(.98) 1.97(.98) 2.57(1.18) 3.61(.82) 1.81(.94) 2.78(.73) 3.12(.88)

*p < .05, **p < .01, ***p < .001

<표 5> 인구학적 특성별 자립능력,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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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신체적 자립 경제적 자립. 사회적 자립 가족지지 동료지지 제도적 지지 사회통합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M(SD) t/F

소득

100만원
이하

3.30(1.07)

.592

2.29(1.13)

4.196**

2.78(1.25)

3.121*

3.50(.92)

.633

1.78(1.07)

.297

2.67(.93)

.959

3.08(1.02)

3.869*

100~200
만원 이하

3.11(.87) 1.85(.99) 2.37(1.12) 3.52(.80) 1.71(.91) 2.79(.77) 2.93(.82)

200~400
만원 이하

3.26(.93) 1.75(.81) 2.27(1.03) 3.61(.81) 1.73(.89) 2.65(.77) 3.08(.84)

400만원
이상

3.35(.98) 1.72(.84) 2.15(1.04) 3.70(.71) 1.61(.71) 2.86(.62) 3.48(.71)

부모
연령

40세 이하 3.53(.88)

1.893

1.92(.92)

.402

2.78(1.27)

.478

3.59(1.10)

.095

1.57(1.08)

.134

2.67(.90)

.369

3.25(.39)

3.354*
40~60세
이하

3.30(.92) 1.85(.92) 2.36(1.11) 3.50(.80) 1.70(.87) 2.71(.75) 3.20(.39)

60세 이상 3.02(1.08) 1.98(1.06) 2.36(1.11) 3.54(.82) 1.75(1.01) 2.82(.89) 2.84(.93)

부학력

중졸이하 3.28(1.04)

1.070

2.27(1.11)

4.141*

2.77(.126)

3.328*

3.31(.90)

6.503**

1.85(1.08)

.718

2.84(.84)

4.439*

2.92(.94)

2.336고졸이하 3.13(.91) 1.83(.86) 2.37(1.08) 3.46(.86) 1.72(.85) 2.53(.84) 3.07(.89)

대학이상 3.33(.96) 1.78(.93) 2.25(1.06) 3.77(.69) 1.65(.88) 2.84.69) 3.24(.81)

모학력

중졸이하 3.21(.88)

3.695*

2.16(1.06)

4.200*

2.56(1.17)

1.527

3.45.86)

3.275*

1.78(1.03)

.311

2.79(.80)

3.197*

2.91(.93)

5.986**고졸이하 3.10(1.03) 1.80(.91) 2.25(1.11) 3.53(.82) 1.67(.89) 2.58(.87) 3.07(.08)

대학이상 3.48(.89) 1.74(.85) 2.37(1.07) 3.77(.72) 1.70(.79) 2.87(.59) 3.39(.75)

*p < .05, **p < .01, ***p < .001

<표 6> 가족의 사회적 특성별 자립능력,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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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특성별이론변인들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성별, 연령별로는 자립능력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사회통합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장애시기와 취업유무 그리

고 중복장애의 유무에 따라 자립능력의 정도와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령, 경제적 자립의 경우 장애를 가지게 된 시기가 출생 전보다는

돌 이전 그리고 돌이후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제도적 지지의 정도에 있

어서도 출생 전보다는 돌이전이나 돌이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중복장

애 유무에 있어서는 신체적 자립의 정도와 사회적 자립의 정도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중복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이 없는 장애인보다

는 신체적 자립정도와 사회적 자립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자립능력, 사회적 지지 그리고 사

회통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정도에 따라 경제적 자립 과 사회적

자립, 그리고 사회통합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부와 모의

학력에 따라 신체적 자립과 경제적 자립 그리고 가족의 지지 및 제도적

지지와 사회통합의 정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사회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의

정도는 낮았지만 사회통합의 정도는 높았다. 아울러, 부모의 학력과

연령별로도 사회통합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부모의 학력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연령은 낮을수록 사회

통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상관관계 분석결과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

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자녀의 연령(r=-.163, p<.05), 평

균소득(r=.181, p<.01), 부모의 연령(r=-.178, p<.01), 부의 연령(r=.165,

P<.01), 모의 학력(r=.240, P<.001), 신체적 자립(r=.361, p<.001),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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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통제
변수

자녀연령 1

평균소득 -.433*** 1

부모연령 .693*** -.333*** 1

부학력 -.276*** .538*** -.202** 1

모학력 -.398*** .595*** -.344*** .761*** 1

장애시기 .114 -.001 .028 -.025 -.042 1

중복장애
(무)

.195** -.057 .194** -.068 -.126* -.070 1

성별(여) -.110 .105 -.089 .132* .082 .010 -.073 1

취업(무) .491*** -.322*** .357*** -.222*** -.306*** .033 .088 -.118 1

독립
변수

신체자립 -.042 .035 -.094 .017 .083 .097 -.172** -.040 .075 1

경제자립 .201** -.198** .088 -.160* -.180** .174** -.107 .052 .305*** .451*** 1

사회자립 .136* -.170** .020 -.131* -.070 .145* -.199** -.012 .259*** .522** .681*** 1

조절
변수

가족지지 .018 .091 -.020 .203** .152* .178** -.031 -.058 .064 .277*** .171** .165** 1

동료지지 .113 -.050 .063 -.062 -.030 .027 -.121 -.112 .175** .347*** .377*** .535*** .146* 1

제도지지 .082 .040 .085 .028 -.009 .118 -.065 .005 .179** .281*** .272*** .316*** .229*** .226*** 1

종속
변수

사회통합 -.163* .181** -.178** .165** .240*** .018 .006 .083 -.085 .361*** .237*** .389*** .209** .284*** .275*** 1

*p < 05, **p < .01, ***p < .001

<표 7>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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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r=.237, p<.001), 사회적 자립(r=.389, p<.001), 그리고 가족의 지지

(r=.209, p<.01), 동료의 지지(r=.284, p<.001), 제도적 지지(r=.275, p<.001)

등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만,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연령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사회통합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소득, 부모의 학력, 자립능

력과 사회적 지지는 사회통합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관관계분석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요 독립변수들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변수 간 상관관계계수

가 전반적으로 .7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Durbin-Watson 계수도

1.836으로 나타나 2에 근접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기상관도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어머니의 학력(p<.05)이 발달장애인의 사회

통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

는 어머니의 높은 학력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양육방법간의

상당한 인과적 관계에 연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구학적 변수

만을 투입한 모형 1의 조정결정계수는 0.4%이고, F값은 2.177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자립능

력을 추가한 모형 2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에서 모의 학력이 영향요인에

서 탈락하고 중복장애 유무(p<.01)가 지역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변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요인을 연구한 박승탁과 황석웅(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자립능

력에서는 신체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이 사회통합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결과는 지적장애인의 자립능력과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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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통합간의 인관관계를 규명한 유영준 외(2008)의 연구결과와 동일하

다. 자립능력을 추가한 모형2의 조정결정계수는 26.4%이고, F증가분은

24,56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사회적 지지요인을 투입한 모형 4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에서 중복장

애유무(p<.01), 자립능력에서 사회적 자립(p<.001) 그리고 사회적 지지

에서 제도적 지지(p<.01)가 지역사회통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립능력과 제도적 지지는 발달장애인의 지역

사회통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립능력과 제

도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도 향상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통합간의 인과

적 관련성은 논증한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이은혜, 2006; 최미영, 2003;

신은경․최정아, 2007; 이익섭 외, 2003)와 유사하다. 사회적 지지요인

을 투입한 모형4의 조정결정계수는 33.5%이고, F증가분은 3.945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립능력과 사회적 지지간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모형 4

에서는 경제적 자립과 동료지지의 상호작용이 지역사회통합에 유의미

한 부의 영향 즉 역완충효과(reverse buffering effect)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의 부족으로

사회지지의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역완충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는 못

했지만, 직무만족이나 소진과 관련된 많은 연구(Kickul & Posig, 2001)

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완충효과와 함께 직무만족감을 오히려 감퇴시키

는 역완충 효과도 함께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어 왔다. 따라서 지적장

애인의 동료지지와 경제적 자립간의 조절효과에 대한 이 같은 결과는

향후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조절변수를 투입한 모형 4는 F증가분이 1.683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들 변수의 상호작용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설명하는 데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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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는 지역사회통합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완충효과(Cohen &

Lazarus, 1979)보다는 주효과(박수경, 1997; Timko & Moos, 1998)가 보

다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조절변수는 자립능력이 지역사회통

합을 설명하는데 있어 그 주효과는 유의하였지만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 특히 제도적 지지

구분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베타 t 베타 t 베타 t 베타 t

통제

변수

연령 -.029 -.294 -.063 -.734 -.064 -.757 -.060 -.714

평균소득 .036 .439 .078 1.063 .047 .651 .024 .327

부모연령 -.098 -1.110 -.040 -.515 -.060 -.786 -.073 -.949

부학력 -.050 -.507 .026 .297 -.005 -.061 .031 .359

모학력 .226 2.120* .132 1.392 .146 1.572 .168 1.770

장애시기 .035 .550 -.029 -.509 -.043 -.766 -.045 -.782

중복장애유무(무) .062 .948 .168 2.891** .172 3.002** .169 2.902**

성별(여) .064 .995 .063 1.106 .077 1.366 .058 1.018

취업유무(무) .035 .482 -.087 -1.313 -.111 -1.696 -.106 -1.591

독립

변수

신체적 자립 (A) .180 2.681** .132 1.955 -.291 -.823

경제적 자립 (B) -.009 -.116 -.024 -.301 .525 1.167

사회적 자립 (C) .400 4.888*** .325 3.740*** -.094 -.206

조절

변수

가족지지 (D) .075 1.260 -.136 -.801

동료지지 (E) .098 1.501 .411 1.574

제도적 지지 (F) .151 2.530* -.075 -.403

조절

효과

A × D .564 1.545

B × D -.326 -.793

C × D .192 .530

A × E .075 .150

B × E -.722 -2.425*

C × E -.287 -.650

A × F -.345 -.722

B × F .607 1.610

C × F .552 1.221

상수 2.859*** 1.643** 1.335* 2.227*

R2 .077 .300 .335 .378

adjusted R2 .042 .264 .291 .310

F Chnage 2.177* 24.561*** 3.945** 1.683

유의확률 .024 .000 .009 .094

*p < .05, **p < .01, ***p < .001

<표 8>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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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설명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자립능력과

상호작용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가족이나 동료의 지지보다는 국가의 정책적 지

원을 통한 제도적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단절되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5. 요약 및 결론

저소득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장애인정책이 이루어지고 있

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환경은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배제를 강제하고 있다. 성인발달장애인은 학령기 이후 사회적 지원의

단절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의

관계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는 장애의 특성상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로의 통합에 필

수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

도적 배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사회통합이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이자 방향이라는 점을 감안하

면,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함께 학령기 이후 국

가에 의한 제도적 배제는 발달장애인을 장애인복지의 가치와 방향에서

분리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학령기 이후 사회적․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된 발달장애인의

실태를 탐색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여 성인발달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발달장애인은 인구학적 요인

에 따라 사회적 지지와 자립능력 그리고 사회통합의 정도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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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다. 즉, 발달장애인의 장애시기와 취업유무 그리고 중복장

애의 유무에 따라 자립능력과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보다는 중복장애가 없는 장애인

의 신체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의 정도가 높았고, 장애를 갖게 된 시기

에 있어서도 선천성 장애보다는 후천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능력이

더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중복장애의 유무나 장애시기가 단순히 신

체적 자립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립이나 경제적 자립과 같은 사회

경제적 능력과도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이나 사회통합은 가족의 사회경제

적 지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가구의

소득이 높고 부모의 학력, 특히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통합의 정도

도 높았다.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의학적 치료와 지역사회와의 활

발한 상호작용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구의 소득과 부모

의 학력이 미치는 영향을매우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어려운 저소득 빈곤 가정

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신체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능력과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탔고, 이 같은 결과는 발달장애

인의 조기치료와 사회적응훈련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발달장애인의 조기치료는 생애 전 과정에서 장애의 정도를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의학적 방법이다. 적시에 조기치료를 받는다면, 발

달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완화될 수 있고, 이는 이후 사회적 자립과 사회

통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에서는 바우처방식을 통해

발달장애아동에게 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

였지만, 이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약 20%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

달장애인이 출생이후 아동기에 적절한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

도록 재활치료서비스의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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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중복장애 유무, 사회적 자립의

정도 그리고 제도적 지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의학적 치료와 사회적 재

활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때문에 의학적 치료를 위

해서는 성인발달장애인 이전의 아동기단계에서 재활치료 사업을 확대

하고, 수혜대상에서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재활을 제공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장애인

복지제공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부족으

로 성인 발달장애인은 한도가 정해진 이용기간이 지나면 이후에는 전

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후 보호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가족

에게 맡겨져 있다. 돌봄과 교육의 기능이 병합된 평생교육기관이 설치

하여 운영하는 것도 성인 발달장애인의 제도적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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