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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적장애인가족을위한보호와배려는겨우특수학교

졸업까지이며성인기장애인가족에는졸업후롤모델의부재에서

비롯된 「예측가능성의저하」의문제가있다(나카네 2006). 그러나

장수화는성인기장애인가족에게조부모의노후문제도안겨주었다.

목적：3 가지라이프사이클이교차하는 3세대의성인기지적장애인

가족에게일어난 "예측가능성의저하"는어떤것인지, 어떤지원을

필요로하는지를밝히고자한다.

3세대의 성인기 지적장애인 가족의 50대 어머니(이하, A씨)를
대상으로 8년에 걸친 인터뷰 조사를 실시,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의 작업장 입소 전, 작업장입소 후, 현재로 시기를 구분하여
가족변화의경위를분석하였다.

◆ 3세대의성인기지적장애가족이겪는 "예측가능성의저하"란어떤것인가？

◆어떠한지원이필요한가？

문제및목적

◆A씨가 경험한 "예측가능성의저하“란…3개의라이프사이클이교차하는가족의혼란과부부의위기

성인기지적장애인가족이행기:작업장입소전후입소전의딸은자기주장이나혼자외출한경험도없어새로운환경에대한걱정이있었지만

「의외」로 잘 적응했다. 같은 시기, 지금까지 딸의 양육과 가족을 지탱해 온 할머니(이하, 생모)가 나이가 들어가며 급격한 ADL저하와 함께

「케어를하는사람」에서 「케어를받는사람」이되었다. 그동안의가족관계에무언가변화를느꼈다.

혼란기:작업장 입소 2~3년 후 작업장 경험으로 딸은 강한 주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은둔하기 쉬운 할머니를 가정 이외의 「장」으로

데이케어에 보내지만, 데이케어에서 「아이처럼 다룬다」는 스트레스가 더해져 의존적 태도와 폭언이 심해지면서, 손녀(딸)의 자기 주장과

할머니(어머니)의 싸움으로 가정은 A씨를 사이에 두고 혼란 상태가 되었다. 남편은 딸의 성장은 이해하나 할머니의 태도에는 납득하지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A씨는 「자신의 부모니까 남편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와 앞이 보이지 않는 가족의 존재 방식에 혼자서

곤혹스러워하고있다.

위험기：작업장 입소 4~5년 후 혼란 상태가 계속되자 남편은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A씨는 혼자서 할머니와 딸을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헤아릴 수 없는 중압감과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또한「나는 도망 갈 수 없다」라는 딜레마에 짓눌려 간다.「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

라고말하는 A씨는모든면에있어서예측불가능이되었다.

재구축기:1년전~현재남편으로부터이혼신청취소와 「난도망치기만했어, 이제는함께하는하자」란말을듣고부부의위기를넘겼다. A씨는

안정을 되찾고 할머니와 손녀에 대해서도 「각자 서로 잘 버티고 있다」는 여유가 생겼다. 현재 딸의 마지막 거처, 할머니의 노년에 대한 대응,

A씨부부의노후에대해서모색하고있다.

◆어떠한지원이필요하였나？・・・ A씨가 언급한 2가지！ ①남편이라는반려자②할머니에게맞는지원

① A씨 가족은 중증장애가 없거나 늙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에서 가정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그것은 반대로 가정 내부에는 지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흔들림 없이 가족 내부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그것은

남편(아버지)가아닐까.

②할머니가데이커어를 「아이처럼다룬다」며싫어한것처럼, 고령자지원은다양한대상을일정공간에서일괄적으로취급하는경향을보인다.

개개인에대한적절한지원이이루어져야고령자를가정내에서가정밖으로보낼수있는것은아닐까.

<문헌> 나카네나루히사(中根成寿)，2006，『지적장애인가족의임상사회학――사회와가족에서케어를나눠갖기위해 』명석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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