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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장애인 복지의 주요 이념은 완전한 사회적 참여 즉, 통합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은 장애인이 차별과 편견에서 해방되고 비

장애인들과 함께 교육받고 생활하며 자립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능력향상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함께 변화되어야하는데, 특히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할 비장애인

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갖는 태도는 사회 심리적 환경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혹은 문화적 환경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비장애

인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갖는 태도가 편견과 차별 속에 부정적으로 작용하

는 것이라면 장애인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사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게 되

는 의미 있는 사회적 통합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들 연구들에서 사용된 효과적 방안들을 종합해보면 

장애인과의 구조화된 접촉, 장애에 대한 정보전달, 장애 체험 부여, 집단토

의 등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방안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과 차별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이런 방안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비장애인들의 직접적 

참여와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망의 구축도 중요하겠지만, 

광범위한 전달력을 지닌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간접적 체

험을 유도하고 그로인한 의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한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여러 장애인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TV프로

그램을 더욱 늘리고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

금까지 TV효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로 수행되어온 연구들에서는 TV가 

긍정적인 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 역시 많이 발생시키고 

있으며, 특히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방식이나 관점에 따라 그 효과는 변별

적이라는 것이 밝혀져 왔다. 실재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장애인 관련 동 상

을 보조적 교육매체로 적절히 활용하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긍

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도 찾아볼 수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일부 내용만



이 강조된 경우 오히려 장애나 장애아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찾아볼 수 있다(강수균, 조홍중, 2003). 또한 일부 질적 연구

에서는 TV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소외계층 묘사 방식에 따라 소외계층을 오

히려 더 소외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황인성, 1999). 

이런 점은 언론이 장애인을 어떤 집단으로 규정하고 틀 지우고 있는가와 

매우 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쉬나이더와 인그램(Schneider & Ingram, 

1993)은 대상 집단의 사회적 의미와 대중적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

느냐가 관련 정책의 방향 결정에 중대한 향력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장애

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장애인을 어떤 집단으로 규정하느냐 즉, 장애인에 

대한 개념 모델이 무엇이냐는 장애인 문제에 접근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 모델이 되어왔던 것으로 ‘인

간적 한계 모델(human limitation model)’과 ‘인간적 다양성 모델(human 

variation model)’을 들 수 있다. 인간적 한계 모델에서는 장애를 개인적 수

준의 속성 내지는 병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장애인을 사회에 대해 의존적이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그 조건이 일반인보다 열악하고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한다(황근, 2001). 이에 비해 장애문제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써 

스코치와 쉬리너(Scotch & Schriner, 1997)가 히긴스(Higgins, 1992)의 논의

를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제안한 인간적 다양성 모델은 장애가 개인ㆍ가족ㆍ공

동체 등 다양한 사회적 수준을 포괄하는 다원적인 문제로 보는 가운데, 장애

를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의 하나로서 정의하고,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정체성’을 지닌 동등한 사회의 권리 주체로 간주한다. 

이런 개념 모델들 중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제의 결정 및 수행의 과정이 달라지며, 장애인 TV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그 

메시지의 강조점과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TV가 장

애인 관련 이슈들을 어떻게 틀 지우며 의미를 구성해 내는가, 즉 TV프레이

밍(framing) 방식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의식, 가치, 판단 

및 태도 체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장애인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TV프레이밍 효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 등장 TV프로그램이 시청한 비장



애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특히 프로그램 

안에 내포된 프레이밍 방식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 보려하는 바, 이런 

논의를 위해 장애에 대한 개념 모델인 인간적 한계 모델과 인간적 다양성 

모델 개념을 장애인 문제에 대한 프레이밍 방식의 유형화에 적용하고 실험

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TV의 관계

태도(attitude)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태도는 특정 대

상에 대해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Rosenberg, 

1956). 그간 통합과 관련하여 비장애인이 갖는 장애인에 대한 수용 태도는 

효과적 통합의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여겨져 온 반면, 부정적 태도와 고정

관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에 대한 가장 큰 장벽이 되어 왔다(송수

지, 김정민, 2008). 이런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TV는 과연 어떤 향을 미

치는가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수가 매우 소수에 불과한 실

정이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미

디어 효과의 차원에서 주로 프로그램 포맷에 중점을 두고 비교한 연구들이

고, 두 번째 유형은 주로 장애와 관련된 특수 교육의 차원에서 장애인 문제

에 대한 일반학생들 교육의 보조매체의 관점에서 동 상 효과를 조사한 연

구들이다. 

전자의 경우 먼저 1970년대의 연구물로 사드릭과 펜타(Sadlick & Penta, 

1975)의 연구와 도날드슨과 마틴슨(Donaldson & Martinson, 1977)의 연

구를 찾아볼 수 있다. 사드릭과 펜타(1975)는 편마비 장애인에 대한 다큐멘

터리 프로그램을 간호사들에게 보여주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는데 

시청전보다 시청 후에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도날드슨과 마

티슨(1977)의 연구에서는 신체장애자가 토론 패널로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TV형태와 라디오형태로 보여주거나 듣게 한 후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

했는데, 토론을 TV로 시청한 경우 긍정적인 태도로 변했지만 라디오로 들



은 경우에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프로그램 포맷별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일부 발견된다(Elliott & 

Byrd, 1983; Stirling, 1991; Hall & Minnes, 1999). 엘리오트와 버어드

(1983)는 코미디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상물을 보여

주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는데,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그룹에서만 

긍정적인 변화가 발견되었다. 스터링(1991)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형식으

로 다우증후군장애인에 대한 상물을 보여준 결과 다큐멘터리 시청그룹에

서만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 다. 그러나 홀과 

마인스(1999)가 스터링의 연구에서처럼 다운증후군 장애인에 대한 상물

을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형태로 보여준 결과 다큐멘터리보다는 약하지만 드

라마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런 미디어 효과차원의 연구와 더불어 특수교육의 보조매체 차원의 동

상 효과 연구가 있었는데 이들 연구결과들에서는 대체로 상물은 비장애인

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간접경험을 갖게 하고 사회적 학습 효과를 유발

시켜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교육매체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ttlieb, 1980; Westervelt & Mckinney, 

1980; Anderson, 1983; Kelly, 1997). 

그간 국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TV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발표된 학술논문은 거의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단지 특수교육분

야의 석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상자료를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효과 관

점의 연구가 일부 진행된 바 있는데, 이들 연구 내용을 살펴봐도 장애 관련 

상물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교육매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엄혜선, 2004; 최명심, 2004; 박애신, 

2006). 또한 상물은 장애 체험활동, 장애인의 수기 읽기 등과 같은 여타 

방식의 교육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

도 찾아 볼 수 있다(하성수, 2004).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TV를 보는 방식이나 환경과

는 다르게 교육자의 중재 혹은 토론 등 여타의 태도변화 기술과 결합하여 

연구된 것들이거나, 장애학생과의 구조화된 직접적인 접촉이 쉽지 않은 교

육현장에서 부차적인 시청각 보조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었

다. 이에 비해 현실의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교육현



장과 달리 여타의 중재나 토론 없이 TV를 시청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교육 현장에서 여타의 태도변화 기술과 결합되어 부차적 도구로써 이

용되는 동 상의 역할이나 보조매체관점이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엄 한 미

디어 효과 연구의 차원에서 장애문제와 관련된 TV의 효과에 주목해 볼 필

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기존의 미디어 효과 차원의  연구에서는 프로그

램의 포맷차이(드라마, 코미디, 다큐멘터리)에 주목하여 비교하고 있지만 메

시지 자체의 관점과 묘사방식에 의한 차이는 간과되고 있다.

프흘과 헨리(Pfuhl & Henry, 1993)는 미디어에 의해 창출되는 의식은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는가에 의해 크게 향 받는다는 점을 강

조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낙인의 전환(transformation of stigma)과정에서 

소재가 선택되는 방식, 제시되는 양식, 초점이 맞추어지거나 강조되는 부분, 

커뮤니케이션 문법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장애

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집단’으로서는 그들과 연관된 사건, 이슈, 

사례 등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통제된 상황 하에서 TV 메시지의 화면구성이나 해설

내용을 일부 변형시켜도 피험자의 이해나 선택에 다른 차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TV의 프레이밍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같은 장소

에서 같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일지라도 그 장애인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묘사하는가와 관련된 프레이밍 방식에 따라 장애인을 보는 

비장애인들의 태도는 변별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미디어의 프레이밍에 대한 논의

프레이밍이란 어떤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그것을 조직하고 분

류하며 해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TV뉴스나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여 전달하는 방식 역시 프레이

밍의 과정을 거친다. 즉, 사건들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관여를 

지배하는 조직화의 원칙으로 ‘틀’은 일상 세계의 단편들을 조직한다

(Goffman, 1974). 장애인과 관련된 TV 프레이밍 역시 특정 장애인 관련정

보의 요소에 사람들이 더욱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특정한 맥락에 위

치시키는 행위로 바라볼 수 있다. 즉, 선택된 장애인 관련 정보의 어떤 요



소들이 개인의 판단이나 추론에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식인 

것이다.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프레이밍 개념의 연

구 전통은 사회학 및 심리학의 양대 계보를 지니고 있다. 프레임을 어떤 상

황이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 내려지게 하는 경험들의 조직 양식으로 개념화

한 고프만(Goffman, 1974)의 연구에 연원을 두고 있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의 프레이밍 연구의 경우 특히 미디어의 표상(representation) 속에서 스토

리라인(storylines), 상징(symbols), 그리고 정형화된 관념 등(stereotypes)

이 사용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텍스트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리학 

분야에서의 연구 결과들은 프레이밍을 이슈의 특정 요소가 개인의 인지적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어떤 맥락에 정보를 위치 짓는 것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선택된 요소들은 개인들이 판단하고 추론하는데 중요한 

향을 미친다고 지적되고 있다. 심리학 분야의 프레이밍 연구는 미디어 프

레임의 변화에 따라 수용자의 인지적 판단과 가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살피는 즉, 프레임이 효과를 유발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사회학 

분야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준웅, 2000). 

이런 연구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언론학 역에서 역시 미디어의 프레이밍

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크게 미디어 

프레임의 수용자 효과 연구와 미디어 텍스트 분석적 프레임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텍스트 분석적 프레임 연구는 미디어 텍스트가 어떻게 사건과 

이슈들을 틀 지우며 의미를 구성해내는가에 대하여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데, 국내 연구 대부분 사회 갈등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강내원, 2002; 박경숙, 2002; 양정혜, 이현주, 2005; 원

만해, 채백; 2007). 이에 비해 미디어 프레이밍 효과 연구들은 메시지의 수

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에는 메시지가 틀 지워진 방식과, 메시지의 처

리 과정에서 수용자가 동원한 지식이 동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측면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는 내용(what is said)’

은 궁극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표현되는 방식(how it is said)’이 다른 메시

지에 대해 피험자들이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Kahneman 

& Tversky, 1983). 국내의 프레임 효과 연구로는 국가의 정치나 정책에 대

한 해석적 프레임이 수용자의 인식과 해석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들



(이준웅, 2000; 이건혁, 2002; 박노일, 한정호, 홍기훈, 2007)이나 기업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향(강문정, 차희원, 2007)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배제 대상을 주제로 한 프레임 연구로 동성애에 대한 담론분석(백선

기, 2002)과 성매매방지법 보도 프레이밍 분석(양정혜, 이현주, 2005), 노숙

인에 대한 언론의 프레이밍(강내원, 2007) 연구가 있다. 

미디어 프레임의 수용자 효과 연구는 그 성격에 있어 의제설정 2차 단계

(second-level agenda setting)의 연구나 점화(priming) 효과와 연관이 있

다. 특정 이슈의 ‘속성’(attribute)에 주목하는 의제설정 2차 단계에 관한 연

구들은 속성을 “언론인과 대중들이 각 대상에 대해 생각할 때 사용하는 시

각이나 틀의 집합”으로 본다(Ghanem, 1997). 단순한 논의거리가 제공하는 

의제설정 1차 단계와 달리 사실을 판단하는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의제

설정 2차 단계에서는 여러 주제의 나열이 아니라 주제가 가진 속성을 강조

한다. 즉, 일련의 주제 이슈들(issue agenda)에 대한 매체의 현저성

(salience)에 초점을 맞춘다. 이 같은 미디어의 전달 양식은 수용자에게 현

실에서 일어난 복잡한 사건을 해석해서 전달하며 이것이 축적되어 수용자들

에게 점화(priming)되어 평가를 유도하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미디어의 

프레이밍은 궁극적으로 수용자가 특정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판단하게끔 도

와주는 장을 제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매스미디어의 장애인 관련 프레임

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문제해결의 인식에 향을 주게 된다. 

즉, 미디어의 프레임 전개방식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감정, 

사회적 거리감과 같은 편견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증가시킬 수도 있다. 또

한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이나 정책에 대한 태도, 장애인 문제해결에 탐구하

고자 하는 의도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

3) 장애인에 대한 TV 프레이밍 방식

그간 장애인 문제와 관련하여 미디어의 프레이밍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먼저 백선기(2005)는 장애인, 비정

규직, 노동자, 외국노동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재현과 이미지 분석을 수행

한바 있는데, 연구결과, 장애인에 대한 보도에서 장애인을 일반인과는 다른 

‘타자(the other)’로서 간주하고 있으며,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주로 ‘실제 현장 프레

임’, ‘자아 반성 프레임’, ‘동정 및 연민의 프레임’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때 실제 현장 프레임은 장애인 시설의 낙후함과 복지

시설의 미비함에 집중하고 있고, 자아 반성 프레임은 주로 장애인들의 인간 

승리적 성과나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는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일반

인으로서의 자괴감이나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고, 동정 및 연

민의 프레임은 장애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처우나 대접을 하거나 범죄의 대

상으로 삼거나 사회에서 무관심하여 자살을 하게 되는 사례들에 주목하면서 

일반인들로서의 부끄러움이나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종은(1999)은 시사주간지에 실린 장애인 관련기사를 프레이밍

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그러한 프레이밍 방식에 따라 독자의 장애인에 대한 

감정이입, 편견의 감소 및 문제해결 동기화에 미치는 향을 실증적으로 분

석했고, 황근(2001)은 프레이밍의 관점을 도입하여 TV의 장애인 관련 프로

그램들에 대한 내용분석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 두 연구에서는 공통적

으로 히긴스(Higgins, 1992), 스코치와 쉬리너(Scotch & Schriner, 1997) 

등에 의해 논의된바 있는 장애에 대한 개념 모델인 인간적 한계 모델과 인

간적 다양성 모델 개념을 장애인 문제에 대한 프레이밍 방식의 유형화에 적

용하여 ‘인간적 한계 프레임’과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분석

하고 있다. 

인간적 한계 프레임이란 장애를 인간의 존재를 제약하고 한계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간주하며, 장애인을 사회에 대해 의존적이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로 인하여 그 조건이 일반인보다 열악하고 비정상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측

면이 두드러지는 미디어 메시지 프레임을 말한다. 이와 달리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은 장애를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의 하나로서 정의하고, 

장애인을 사회에 대해 의존적이거나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대신 장애를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 중의 하나로서 

정의하고, 장애인을 ‘정체성’을 지닌 동등한 사회의 권리 주체로 평가하는 

프레임을 말한다(황근, 2001). 히긴스(1992)는 장애를 개인ㆍ가족ㆍ공동체 

등 다양한 사회적 수준을 포괄하는 다원적인 문제로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장애인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정치적 삶이 일반인과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며,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질서와 사회적 조건들이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

다. 즉, 현재의 사회제도는 비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그러한 제도적 혜택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대한 저항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장애인들

이 사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양성이

라는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성 실현을 위해서 사회구현

이라는 적극적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진보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종은(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을 수용한 집단의 

경우 인간적 한계 프레임을 수용한 집단보다 장애인에 대한 감정관여의 수

준 및 장애인 중심 관점채택의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인 중심의 관점을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감정관여의 수준이 높은 집단일

수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가운데, 장애인 문제 

해결에 대해 더욱 높은 참여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황근

(2001)의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장애인 방송에 있어서 ‘인간적 다양성 프레

임’보다 ‘인간적 한계 프레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TV 프레이밍 방식을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과 ‘인간적 한

계 프레임’의 관점을 도입하여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가지

고 있는 편견은 인간적 한계 프레임과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통상 TV에서 묘사되는 장애인 이미지도 장애인에 대한 연민의 시선과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화려한 구호들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 역

시 인간적 한계 프레임에 경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강준만, 1997). 장애

인 대상 TV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분석한 보고서(박웅진, 2001)에 의

하면 장애인 등장 드라마에서 장애는 인생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묘사

되고 있고, 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불행을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그것

에 순응하며 체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실패자로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은 비장애인에 비해 부족하고 질 

낮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도 묘사되고 있

는 가운데 장애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오락 프로그램 속의 장애인들에 대한 모니터 분석

결과에서도 극단적 설정에 치우친 잘못된 사례가 적지 않으며, 가난과 불행



에 찌든 동정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기획

된 장애인 프로그램에서도 발견된다. 국내의 장애인을 위한 전문 TV프로그

램은 1981년 KBS 제3TV(현 EBS)의「해 뜨는 교실」을 필두로 하여 

1993년 SBS의「사랑의 징검다리」, 2003년 EBS「도전! 죽마고우」, 2006

년 EBS「다큐 죽마고우」가 있었다. 2009년 현재 장애인 문제 등에 집중

하여 방송되고 있는 TV프로그램은 KBS 1TV의「사랑의 가족」과 EBS의

「희망풍경」이 있고,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2001년도에 만들

어진 KBS「사랑의 리퀘스트」가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 중 특히 어려운 장

애인의 처지를 소개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유도한 프로그램의 

경우 인간적 한계 프레임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가령,「사랑

의 리퀘스트」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을 소개하고 실

질적 지원을 위해 시청자 모금참여를 유도하는 성격을 지닌 것인데, 모금참

여 프로그램의 성격상 장애인의 어려운 처지를 주로 부각하는 가운데, 대체

로 장애인을 사회에 대해 의존적인 존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

반인보다 열악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처해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묘사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최성주(2001)는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 본인이 주인공으로 출연하

고 시청자들이 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ARS전화로 직접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방송의 순기능에 시청자들의 순수한 마음이 합쳐져서 많은 성금이 모이고 여러 사람

을 도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에만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

는 장애인들의 모습은 가슴이 너무 아파 끝까지 보기조차 힘들다는 것과 그래서 이 

방송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오히려 고착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며, 이 프로그램이 가진 공

익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앤트만(Entman, 1993)은 미디어 프레이밍의 구성요인으로 ‘문제정의

(problem definition)’와 ‘대상에 대한 평가(evaluation)’ 차원으로 나누고 있

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문제의 정의’와 ‘장애인에 대한 평가’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 장애인 문제에 관한 미디어 프레이밍의 유형화를 시도해 볼 수 있

는데 이것을 인간적 한계 프레임과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을 대입해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이종은, 1999; 황근, 2001). 

프레임의 종류

프레임의 구성차원
인간적 한계 프레임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장애에 대한 문제정의

(Problem/Issue 

Definition)

장애를 인간의 존재를 

제약하고 한계를 부여하는 

요인으로서 정의하고 

부각시킴

장애를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의 

하나로서 정의하고 

부각시킴

장애인에 대한 평가

(Evaluation)

사회에 대해 의존적이며 

일반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평가함

장애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닌,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의 권리주체로 평가함

TV 프로그램의 경우 동일한 장애인을 동일한 장소에서 촬 을 하더라도 

그 장애에 대한 문제정의와 장애인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에 따라 스토리라

인이 달라지며, 상편집에 있어서도 샷과 어휘의 선택과 강조점 등이 달라

진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정형화된 관념

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가령, 인간적 한계 프레임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된 

경우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라는 콘셉(concept) 하

에 장애인들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스토리라인을 구축

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화면과 음성적 요소를 선택하여 편집하는 경우를 예

로 들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 동정이나 연민감과 함께 ‘장애인은 

의존적이며 열등한 존재’ 등과 같은 고정화된 관념 역시 동반하여 생산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형화된 장애인 문제에 관한 두 가지 프레이밍 방식, 즉 ‘인간

적 한계 프레임’과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의 분류는 장애인 관련 TV프로그

램을 프레이밍 관점에서 분석해 보려는 본 연구에 있어서도 유용성이 높아 

보이는바, 본 연구의 독립변인의 하위 수준 분류 기준으로 적용하여 논의해 

보려한다. 



4) 장애인에 대한 태도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편견(prejudice)과 고정관념(stereotype), 사회적 거리감

(social distance)의 개념을 각각 개별적인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수행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편견은 외부집단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로서 인지

적, 감정적, 행동적 관점에서 모두 부정적이다. 편견의 유사개념인 고정관념

은 인지적 측면의 고정적 표현이며, 외부집단의 구성원의 속성에 대한 일련

의 신념인데, 고정관념은 반드시 비호의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호의적인 경

우도 있다(조홍중, 박주성, 2001). 이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관점에서 수행

된 장애인 관련 연구들에서는 사회편견, 사회적 거부, 낙인을 포함하는 연

구로 진행되었다(Crocetti, 1971; 김광일 외, 1989; 조홍중, 박주성, 2001). 

이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아가 느끼는 친근-거부

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는 보가더스

(Bogardus, 1928)가 인종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처음 측정한 이후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편견과 차별의 정도를 연구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

되어 왔다. 사회적 거리감측면에서 수행된 국내 장애인 연구로는 김미옥

(2002), 정선 ㆍ공마리(2004)의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실러(Siller, 1970)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를 보다 다차

원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105개의 문항으로 구

성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요인분석을 통해 일곱 가지의 하위요인을 추출

하여 DFS(Disability Factor Scales; 장애요인분석척도)를 개발했다. 이 척

도의 하위 태도 요인은 무조건적 거부(generalized rejection), 왜곡된 동일

시(distressed identification), 추론된 정서 장애(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권위주의적 태도(authoritarian virtuousness), 친교의 거부

(rejection of intimacy), 접촉시 긴장(interaction strain)과 같은 일곱 가지

인데, 현재까지 이 척도는 국내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일곱 개의 하위 태도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무조건적 거부 요인은 장애

인에 대한 지식이나 철학도 없이 장애인 분리 교육이나 지역 사회에서 분리



를 바라며 장애인 사회통합을 반대하는 태도로 장애인 차별과 직접적인 관

계가 있는 것이다. 둘째, 왜곡된 동일시 요인은 장애와 죄와 동일시하는 태

도이며, 나아가서는 장애와 응답자 자신의 약점과 동일시하는 태도이다. ‘나

는 가끔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와 같이 장애와 응답자 

자신의 약점을 동일시함으로 불안을 자아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추론된 정서 장애 요인은 장애인이 심리적으로 왜곡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태도로써 장애인들은 소극적이고, 비관적이며, 고집

이 세고, 비위생적이라는 등의 편견을 담고 있다. 넷째,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 요인은 장애인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 신체 어느 기관에 장

애를 입으면 그것이 개인 능력 전반에 향을 준다고 믿는 태도이다. 다섯

째, 권위주의적 태도 요인은 자신은 건강한자로서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를 묻는 것으로써 장

애인을 도와야한다는 생각과 관련된 것이다. 여섯째, 친교의 거부 요인은 

장애인과 가까운 관계를 거부하는 태도다. 일곱째, 접촉시 긴장 요인은 장

애인을 접촉할 때 긴장 또는 창피한 감정을 느끼는 태도이다. 이런 DFS척

도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측정을 수행하는 본 연구에 있어서도 

유용성이 높아 보이는바, 종속변인 측정도구로 사용하려 한다.

3. 연구문제 및 방법론

1) 연구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했다. 

[연구문제1] TV 상물의 장애인 묘사방식이 ‘인간적 한계 프레임’인가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인가에 따라 시청한 비장애인의 장애

인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프레임 효과 연구차원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통제된 상황 하에서 메시

지의 어휘 사용을 일부 변형시켜도 피험자의 이해나 선택에 크나큰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Cappella & Jamieson, 1997) 및 ‘동일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메시지임에도 그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따라 해석의 결

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Kahneman & Tversky, 1983)을 찾아볼 수 

있다. [연구문제1]은 이런 프레임 효과를 장애인 TV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적 한계 프레임과 달리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은 장애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의 하나”임을 함축하는 

동시에 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현

저하게 부각시키는 메시지 프레임이다. 그러므로 다양성 프레임을 수용한 

일반인의 인지반응체계 내에서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사전 지식 중 

‘일반인보다 열악한 조건의 장애인’이라는 지식 부문이 비교적 덜 활성화되

고,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유하고 있는 보다 보편적인 조건들과 공통점들에 

대한 인지요소들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 주간지에 실린 장

애인 관련 기사를 실험물로 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한 이종은(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의 기사를 읽은 집단의 경우 인간적 

한계 프레임의 기사를 읽은 집단보다 장애인에 대한 감정관여의 수준 및 장

애인 중심 관점채택의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중심의 

관점을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감정관여의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장애인

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가운데, 장애인 문제 해결에 대해 

더욱 높은 참여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간적 다

양성 프레임이 수용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TV동

상을 실험물로 하여 장애인에 대한 피험자의 태도를 DFS척도를 통해 조

사하는 본 연구에 있어서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 [연구문제1]과 관련하

여 <가설1>을 설정했다.

<가설1-1> 인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시청

집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2] TV의 장애인 묘사방식이 ‘인간적 한계 프레임’인가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인가에 따라 시청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

한 태도가 변별적이라면 그 차이는 태도 척도(DFS)의 일곱 

가지 하위수준별로 어떤 양태를 보일 것인가?



DFS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곱 가

지 하위수준별 검증결과는 전체 태도와 대체로 같은 방향의 평균차이를 나

타내지만 때로는 일부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정선

, 공마리아, 2004).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의 요인에서는 <가설1>의 설정이유와 동일하게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의 긍

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권위주의적 태도 요인은 장애인을 

도와야한다는 생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서 오히려 장애인을 동정적 

시각에서 묘사하는 인간적 한계프레임 시청집단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 효과

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문제2]와 관련하여 하위척

도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2-1> 인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시청

집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 태도가 더 긍정적으

로 나타날 것이다.

<가설2-2> 인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시청

집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동일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가설2-3> 인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시청

집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추론된 정서 장애 태도가 더 긍정적

으로 나타날 것이다.

<가설2-4> 인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시청

집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 태

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가설2-5> 인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시청

집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위주의적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나

타날 것이다.

<가설2-6> 인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시청

집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친교의 거부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가설2-7> 인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시청

집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촉시 긴장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2)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에 의한 연구방법을 

이용했다. 위에서 서술한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시청할 실험물에 따른 실

험집단1, 실험집단2, 통제집단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분석(일원배치분산분석) 

했고, 더불어 변화의 양태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세 집단 각각의 사전-사

후 검사의 차이를 살펴보는 집단내 비교 분석(대응표본 t-test)을 함께 했

다. 이를 위해 실험집단1, 실험집단2, 통제집단 학생 모두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그로부터 1주후 실험집단 학생들에게는 실험물을 시청하게 한 후 

사후검사를 실시했다. 통제집단은 아무 처치 없이 사후검사를 실시했다. 

(2) 피험자 

본 연구는 대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표 2>에서처럼 실험집

단1, 실험집단2, 통제집단 각각의 인원수는 각각 36명으로 구성했고, 성별 

차이를 통제하기위해 각 집단별로 남녀동수로 각각 18명씩 할당하여 구성

했다. 그리고 송수지와 김정민(2008)의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 장애인 유무’, ‘장애인을 위한 봉사경험유

무’ 분포를 살펴보면 집단별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 다. 전체 응답자 중 

가족 장애인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이고, 장애인을 위한 봉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1%다.

집단 N 성별 가족 장애인 유무 장애인 봉사경험 유무

실험집단1 36
남18 (50%) 유2 (6%) 유18 (50%)

여18 (50%) 무34 (94%) 무18 (50%)

실험집단2 36
남18 (50%) 유3 (8%) 유19 (53%)

여18 (50%) 무33 (92%) 무17 (47%)

통제집단 36
남18 (50%) 유3 (8%) 유18 (50%)

여18 (50%) 무33 (92%) 무18 (50%)

전체 108
남54 (50%) 유8 (7%) 유55 (51%)

여54 (50%) 무100 (93%) 무53 (49%)



(3) 실험 상물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인간적 한계 프레임’과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의 특성을 실험 상물의 집단별 분류기준으로 도입했다. 앤

트만(1993)은 미디어 프레이밍의 구성요인으로 ‘문제정의’와 ‘대상에 대한 

평가’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 화면과 음성의 형태를 지닌 TV프로그램의 경

우 동일한 장애인을 동일한 장소에서 촬 을 하더라도 그 장애에 대한 문제

정의와 장애인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에 따라 상편집에 있어서도 샷과 어

휘의 선택 및 강조점 등이 달라진다. 이런 관점을 도입하여 제작한 본 연구

의 실험 상물은 서울에 소재한 한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성인정신지체 장

애인들의 일상을 집중 촬 한 기존의 자료(약 100분 분량)를 활용하여, 공

중파 방송사에서 장애인 관련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직접 대학원생들과 함께 연구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각각 약 15분 분량으로 

제작한 것이다. 물론 기존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된 장애인 등장 프로그램 

중 선별하여 그대로 실험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피하고 

직접 편집하여 제작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비교하려는 프레이밍 요인 외의 

요소를 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물은 ‘말하고 있는 내용(what is said)’은 궁극적

으로 동일하지만 그 ‘표현되는 방식(how it is said)’을 프레임 특성별로 달

리하여 제작한 것이다. 즉, 같은 공동체의 동일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

들이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일상의 에피소드의 기본내용 및 분량을 같게 하

되, 실험물들에 대한 화면편집내용과 해설내용의 일부를 달리하여 각각 두 

가지 프레임별 특성에 잘 부합되도록 제작했다. 이를 위해 먼저 15분 분량

의 미니다큐멘터리 형식의 가편집본을 한편 완성한 후 이것을 그대로 두 가

지로 복사하여 각각 한계 프레임과 다양성 프레임의 특성이 부각되도록 해

당부분의 상만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두 실험물의 샷

(shot)과 씬(scene)의 기본적인 배열과 구성, 등장인물의 등장 빈도 등이 

거의 같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인 인서트 수정편집을 통해 일부 

화면과 강조점이 다르도록 편집한 것이다. 내레이션의 경우도 기본 안을 한

편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프레임별 특성이 부각되도록 각각 일부의 어휘와 

문구를 수정하 다. 이때 동일 화면에 대한 객관적 사실(fact) 설명부분의 

내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도록 하되 화면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문구

나 어휘에서는 프레임별 특성이 부각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구분
실험집단1의 시청물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실험집단2의 시청물

(인간적 한계 프레임)

공통점

ㆍ동일한 촬 장소(장애인직업재활센터 중심) 및 대상(성인정신지체장애인)
ㆍ동일한 분량과 형식(각각 약 15분물의 미니다큐멘터리)
ㆍ동일한 기본내용(공동체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일상의 에피소드)
ㆍ샷(shot)과 씬(scene)의 기본적인 선택과 배열 (전체 90여개의 샷으 
로 이루어진 화면구성 중 약 70%정도의 화면구성 동일)
ㆍ동일한 자막처리 

장애에 대한 

문제정의와 

평가

ㆍ장애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의 하나
ㆍ장애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닌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의 권리주체

ㆍ장애는 인간의 존재를 제약하고 한계
를 부여하는 요인
ㆍ사회에 대해 의존적이며 일반인보다 
열등한 존재

표현의 

차이점

ㆍ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한계, 
의존성, 동정심의 느낌을 유발
시키는 샷과 어휘는 배제
ㆍ장애인이 일반인과 다르거나 
특별하지 않은 측면 부각
ㆍ예) “우리의 다양한 조건들 
중 하나인 장애”,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웃고, 사랑하며, 
미래를 꿈꿔야할 바로 우리의 
소중한 이웃”

ㆍ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한계, 의존성, 동
정심의 느낌을 유발시키는 샷과 어휘 강조
ㆍ장애인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는 측
면 부각
ㆍ예) “모든 일에 미숙한 이들에게는 일
상의 작은 일도 어려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걱정스러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 호가 측은했던지 빵가게 주인은...”,
“도움에 익숙해져온 호는”

(4) 장애인에 대한 태도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러

(1970)가 개발한 DFS(Disability Factor Scales)를 이종남(1994)이 번안하

여 작성한 <장애태도요인 분석척도>를 이용했다. 이 척도는 요인 분석의 결

과로 7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Siller가 개발한 설문지는 105개 문

항이고 태도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실러(1970)의 연구에서 α=.73

에서 α=.87로 나타났고,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한 강 우(1986)의 연구에서

는 전체 신뢰도 α=.95이었고, 태도 요인별 신뢰도 α=.78에서 α=.87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문항이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척도를 이종남(1994)

이 43문항으로 축소ㆍ작성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장애인 관련의 여러 연구

들에서 활용되어 왔는데, 이 척도는 강현숙 등(2003)의 연구에서 전체신뢰

도 α=.84로 나타났고, 정선 과 공마리아의 연구(2004)에는 태도요인별로 

α=.73에서 α=.87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전검사 응답 결과로 전체 및 태도요인별 척도의 신뢰

도를 다시 분석해본 결과에서는 전체 43문항 중에 태도 요인들별 내적신뢰

도를 현저하게 낮추는 7개의 문항이 발견되어서 이들 문항을 제거하 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사용된 36문항은 <표 4>에서와 같이 전체 신뢰도가 α

=.90으로 나타났고, 태도 요인별 신뢰도는 α=.72에서 α=.86 사이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검사지라 할 수 있다. 장애태도요인 분석척도는 6점 척도로

써 질문에 대한 응답은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런 편이다 ④그렇지 않

은 편이다 ⑤그렇지 않다 ⑥절대 그렇지 않다로 하여 중립적인 응답을 피하

도록 했다. 점수는 매우 그렇다가 1점이고 절대 그렇지 않다가 6점이며, 응

답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하위척도 문항(요약)
Cronbach's 

α

무조건적인 

거부

장애인들끼리 모여 살아야 함/ 그들끼리 일하게 함/ 그들끼리 
결혼해야 함/ 내가 장애인이라면 타인 만나는 것 꺼릴 것/ 

정상생활 불가능/ 장애인이 되느니 죽는 것이 낫다
.77

왜곡된 

동일시

장애인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끔 팔이나 다리를 다쳐 
장애인이 될까 봐 걱정/ 시각장애인을 보면 나도 시력을 

잃을지 걱정
.82

추론된 

정서장애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어울리는데 있어서 소극적/ 장애로 
인해 비관적/ 고집이 강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지저분하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음/ 힘든 일은 

쉽게 포기/ 세상에 대한 분노/ 의심이 많음 

.76

손상되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

장애인과 일하면 손해/ 작업속도가 느려서 업무에 지장/ 
의존성이 있어서 늘 도움 필요/ 일할 때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지켜보고 있어야 함/ 일을 원해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음/ 장애인 도움 받는 것은 불가능

.81

권위주의적 

태도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없음/ 내가 장애인이라면 
사회에 잘 적응할 것/ 내가 장애인이 되도 도움 없이 이전 

생활 잘 할 수 있음/ 손상된 기능 이외는 일반인보다 잘 발달
.72

친교의 

거부

나의 아이는 장애아와 같이 못 놀게 할 것임/ 도울 수는 
있지만 이성으로서 사랑은 어려움/ 나의 가족이나 친구 중 
장애인과 교제한다면 적극 반대/ 장애인과 결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김/ 나는 이성으로 장애인 사랑 불가능 

.83

접촉시 

긴장

장애인이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 불쾌/ 사용하는 지팡이, 
목발, 휠체어, 의수 등이 섬뜩/ 겉모습 달라 긴장/ 장애인을 
만나게 될 때 불쾌한 일이 생길까 긴장/ 소개 받으면 긴장

.86

합 총 36 문항 .90



4. 분석결과

먼저 [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전체 태도의 평균 점수와 

유의성 검증 내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가설1-1>의 검증을 위해 

먼저 실험집단1, 실험집단2, 통제집단의 평균차이를 비교하는 집단간 검증

을 실시했고, 더불어 변화의 양태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별로 실험 

전후를 비교하는 집단내 검증을 함께 실시했다. 

 

구분 N
사전 사후 집단내 검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df p

실험집단1 36 136.77 17.54 142.83 19.26 -2.86 35 0.00

실험집단2 36 137.30 18.72 131.30 20.33 3.18 35 0.00

통제집단 36 137.11 16.59 137.22 16.61 -0.02 35 0.97

집단간 검증 F2,105=0.07, P=.993 F2,105=3.38, P=.038

집단간 검증 결과, 사전검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서 

세 집단은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후검사에서는 전체 태도평균

점수가 실험집단1, 통제집단, 실험집단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세집

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내 검증결과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의 실험 상물을 시청한 실험집단1에서는 실험전보다 실험 후에 전체

태도 평균 점수가 6.06점 유의미하게 높아져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

적으로 변한 반면, 인간적 한계 프레임의 실험 상물을 시청한 실험집단2에

서는 실험전보다 실험후의 태도점수가 오히려 6점 유의미하게 낮아져서 장

애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1>  

“인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시청집단에서 장애

인에 대한 전체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다음은 [연구문제2]와 관련하여 장애태도요인 분석 척도의 일곱 가지 

하위 역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각각에 해당되는 

가설을 검증을 해보았다.



1) 무조건적인 거부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나 철학도 없이 장애인 분리 교육이나 지역 사회에

서 분리를 바라며 장애인 사회통합을 반대하는 태도인 장애인에 대한 무조

건적인 거부의 집단간ㆍ집단내 검증 내용은 <표 6>과 같다. 집단간 검증결

과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1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가운데,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내 검증결과 실험집단1에서는 실험

전보다 실험후에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태도의 평균점수가 1.93점 

유의미하게 상승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한 반면, 실험집단2에서는 실험전보다 

실험후에 2.17점 유의미하게 낮아져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1> “인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

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시청집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구분 N
사전 사후 집단내 검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df p

실험집단1 36 22.75 4.97 24.69 5.17 -3.55 35 0.00

실험집단2 36 23.72 4.53 21.55 5.60 3.96 35 0.00

통제집단 36 23.41 5.22 23.05 4.29 0.37 35 0.71

집단간 검증 F2,105=0.36, P=.69 F2,105=3.47, P=.03

2) 왜곡된 동일시

장애와 응답자 자신의 약점과 동일시하는 태도인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동일시의 집단간ㆍ집단내 검증 내용은 <표 7>과 같다. 집단간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1, 실험집단2, 통제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내 검증에서도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2> “인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

임 시청집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동일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

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구분 N
사전 사후 집단내 검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df p

실험집단1 36 11.05 3.31 10.72 3.55 0.97 35 0.33

실험집단2 36 10.58 3.51 9.66 3.25 1.98 35 0.06

통제집단 36 11.11 3.58 10.52 3.22 0.67 35 0.50

집단간 검증 F2,105=0.25, P=.77 F2,105=1.01, P=.36

3) 추론된 정서장애

장애인은 심리적으로 왜곡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태도인 장애인에 대한 추론된 정서장애의 집단간ㆍ집단내 검증 내용은 <표 

8>과 같다. 집단간 검증결과,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1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가운데 세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내 검증 결과, 실

험집단1에서는 실험전보다 실험후에 평균점수가 1.75점 유의미하게 상승하

면서 긍정적으로 변한 반면, 실험집단2에서는 실험전보다 실험후에 1.12점 

유의미하게 낮아져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2-3> “인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시청집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추론된 정서 장애 태도가 더 긍정적으

로 나타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구분 N
사전 사후 집단내 검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df p

실험집단1 36 27.94 4.69 29.69 4.89 -2.03 35 0.04

실험집단2 36 27.00 5.25 25.88 4.34 2.04 35 0.04

통제집단 36 27.11 5.24 27.83 4.73 -0.63 35 0.52

집단간 검증 F2,105=0.37, P=.69 F2,105=5.99, P=.003



4) 손상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

신체 어느 기관에 장애를 입으면 그것이 개인 능력 전반에 향을 준다고 

믿는 태도인 장애인에 대한 손상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의 검증 내용은 

<표 9>와 같다. 집단간 검증 결과, 사후검사에서 세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냈다. 그리고 집단내 검증결과 실험집단1에서는 실험전보다 실험후

에 태도의 평균점수가 1.78점 유의미하게 상승하며 긍정적으로 변한 반면, 

실험집단2에서는 실험전보다 실험후에 1.14점 유의미하게 낮아져서 장애인

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4> “인

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시청집단에서 장애인

에 대한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이다”는 지지되었다.

구분 N
사전 사후 집단내 검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df p

실험집단1 36 22.19 4.84 23.97 4.87 -3.37 35 0.01

실험집단2 36 21.69 4.04 20.55 3.72 2.19 35 0.03

통제집단 36 21.72 5.24 22.16 3.51 -0.44 35 0.66

집단간 검증 F2,105=12, P=.88 F2,105=6.31, P=.003

5) 권위주의적 태도

장애인에 대한 권위주의적 태도는 자신은 건강한자로서 장애인이 일상생

활이나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를 묻는 것으

로써 장애인을 도와야한다는 생각과 관련된 것이다. 검증 내용은 <표 10>

과 같다. 집단간 검증결과,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1보다 살험집단2에서 평

균점수가 1.27점 높았으나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가설2-5> “인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

임 시청집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위주의적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집단내 검증을 통해 변화의 양태를 좀 더 살



펴보면, 실험집단1에서는 실험전보다 실험 후에 1점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

났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무조건적인 거부, 추론된 정서장애,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의 장애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할 경우 긍정적인 태도로 변한데 비해 장애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와야한다는 권위주의적 태도에 있어서는 반대로 

다소 낮아진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N
사전 사후 집단내 검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df p

실험집단1 36 14.75 3.03 13.75 2.58 2.67 35 0.01

실험집단2 36 14.80 3.00 15.02 3.08 -0.90 35 0.36

통제집단 36 14.77 2.65 15.12 2.58 1.05 35 0.30

집단간 검증 F2,105=0.003, P=.99 F2,105=3.04, P=.06

6) 친교의 거부

장애인에 대한 친교 거부의 집단간ㆍ집단내 검증 내용은 <표 11>과 같

다. 집단간 검증과 집단내 검증결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6> “인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

임 시청집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친교의 거부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구분 N
사전 사후 집단내 검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df p

실험집단1 36 16.88 4.28 17.91 5.03 -1.99 35 0.06

실험집단2 36 17.66 5.06 17.08 5.02 1.10 35 0.27

통제집단 36 16.75 4.97 17.80 4.35 -0.93 35 0.35

집단간 검증 F2,105=0.38, P=.68 F2,105=0.31, P=.72



7) 접촉시 긴장

접촉시 긴장의 검증 내용은 <표 12>와 같다. 집단간 검증과 집단내 검증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2-7> “인간적 한계 프레임 

시청집단보다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시청집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촉시 긴

장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구분 N
사전 사후 집단내 검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df p

실험집단1 36 21.19 5.01 22.05 4.57 -1.52 35 0.13

실험집단2 36 21.83 4.59 21.25 4.83 1.17 35 0.24

통제집단 36 21.55 5.15 21.69 3.85 -0.12 35 0.90

집단간 검증 F2,105=0.15, P=.85 F2,105=0.29, P=.74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같은 장애인 TV프로그램일지라도 그 프로그램마다에 

내재되어 있는 프레이밍 방식에 따라 시청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태도에 변별적인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등장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

과 ‘인간적 한계 프레임’의 분류 기준을 도입하여 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

련 동 상을 각 프레임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실험집단1, 실험집단2의 실험

도구로 각각 할당하고 피험자로 하여금 시청하게 한 후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시청한 장애인 관련 TV프로그램의 프레이밍 방식에 따라 매우 

상반된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의 

TV 상물을 시청한 집단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거부, 추론된 

정서 장애, 손상을 입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 항목에서 시청전보다 긍정적으

로 변화된 반면, ‘인간적 한계 프레임’의 상물을 시청한 집단에서는 장애

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항목은 없었고 오히려 무조건적인 거부, 



추론된 정서 장애, 손상입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의 항목에서 장애인에게 더

욱 부정적인 태도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프레임에 따라 서

로 상반되게 나타난 결과는 통제된 상황 하에서 메시지의 어휘 사용을 일부 

변형시켜도 피험자의 이해나 선택에 크나큰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기존

의 주장(Cappella & Jamieson, 1997) 및 동일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메시

지임에도 그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따라 해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

다는 주장(Kahneman & Tversky, 1983)을 지지하는 것으로써, 특히 이런 

프레임 효과를 장애인 문제와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어 보인다. 

‘인간적 한계 프레임’의 상물을 시청한 후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으로 바뀐 항목들 중 ‘무조건적인 거부’는 우리사회의 장애인 차별과 매우 

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

나 철학도 없이 장애인 분리 교육이나 지역 사회에서 분리를 바라는 태도로

서, 그 세부 질문내용 속에는 ‘장애인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장애인들끼리 

모여 살아야 한다’, ‘장애인들은 그들만의 작업장에서 그들끼리 일하게 해주

는 것이 더 좋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와 같은 

문항이 들어 있었다. 이런 결과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직접적으로 반대하

는 태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거부와 더불어 부정적으로 나타났던 ‘손상을 입지 않

은 타기능의 제한’ 항목은 ‘장애인과 일을 하면 손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어린아이처럼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도움을 주어야 

한다’와 같이 장애인의 부분적인 장애를 전범위의 능력부족으로 확장하여 과

소평가하고 왜곡시키는 것이어서 비록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현실에서 장애인과 함께 일하면 손해라는 잘못된 편견으

로 장애인의 사회진출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특성을 내포한다. 

그리고 ‘인간적 한계 프레임’의 상물을 시청한 후 장애인은 심리적으로 

왜곡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태도인 ‘추론된 정서 장

애’ 항목에서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항목의 세부 질문 내용 속에는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어울리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며 비관적인 생각을 많

이 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지저분하고 세상에 대해 분노와 의심이 많다는 편견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간적 한계 프레임’의 상물은 사실 장애인을 돕자

는 좋은 의도에서 그들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부각하여 보여준 것으로써, 

이런 유형의 장애인 프로그램은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니는 긍정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대로라면 시청자로 하여금 당장 어려운 소수의 장

애인에 대하여 연민이나 동정심 등을 갖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사회적 거리를 더 벌어지게 할 수도 있으며, 장

애인의 완전한 사회적 참여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도 유념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점은 본래의 의도와는 관련 없이 TV 속에 보

이는 소외계층에 대한 상이미지가 소외계층을 더욱 소외시킬 수 있다는 

주장(황인성, 1999; 강준만, 1997)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소

외계층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그 관점과 표현방식에 따라 순기능보다 역기

능적 측면이 돌출되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소외계층 사람들에게서 더욱 멀

어지게 하며, 우리가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은 그들

을 ‘귀찮고 성가신 존재’ 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만 될 것 같은 존재

로 대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 다양성 프레임’의 상물을 시청한 집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 추론된 정서 장애,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

한 항목에서 실험전보다 실험후의 평균이 모두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다

는 점은 분명 TV의 올바른 사용 여부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매우 유

용한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보다 

대등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 가운데, 사회통합을 반대하는 무조

건적인 거부나 장애인의 능력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제한하는 태도 역시 긍

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은 

순간적인 동정이나 연민보다 궁극적인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어 보인다. 

다만 이런 관점에서 한 가지 깊이 고려되어야 할 점은 본 실험에서 ‘인간

적 다양성 프레임’의 프로그램을 시청한 집단의 경우 권위주의적 항목에서

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 다는 점이다. 즉, 이런 결과는 장애인은 비장

애인들의 배려 없이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동정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도하게 장애인을 미화하거나 성공담 

위주로만 장애인을 묘사할 경우 마치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배려와 도움이 

전혀 불필요한 존재로 잘못 인식되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선으로 보되 그들의 불편함 자체를 외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때 장애인의 불편함은 장애인 자체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회제도 자체가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구

조화되어 있고 장애인은 그러한 제도적 혜택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동안 TV에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본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떤 관점과 어떤 표현방식으로 전달해야만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더 깊은 숙고와 논의 역

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자나 언론인들 역시 그 출발점에 있어서 항상 먼저 숙고해야할 것이 바

로 ‘장애인을 어떤 집단으로 규정하는가’이다. 장애를 개인적 수준의 속성 

내지는 병으로 간주하거나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단순히 동정하는 시각

이 아니라 장애를 다양한 사회적 수준을 포괄하는 다원적인 문제로 보고 다

양성이라는 의미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전재되어야 한다. 또한 성금모금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장애인 프로그램 제작자의 경우에도 어떻게 장애인을 표

현하면 성금을 많이 거두고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만 집

중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이 전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적 참여 

즉, 통합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일차적인 고려 점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적 참여 즉, 통합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동일시, 친교의 거부, 접촉시 긴

장감 요인에서는 인간적다양성 시청집단이 인간적 한계성 시청집단보다 비

록 평균점수에서는 각각 조금씩 높게(1.06점, 0.83점, 0.8점)는 나타났지만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런 항목들은 다른 항

목들에 비해 좀 더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긴장감과 

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즉, 왜곡된 동일시는 장애인을 보고 자신도 

장애인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측면이고, 접촉시 긴장 역시 장



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무서움이나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 친교의 거부 역시 이런 감정과 관련성이 깊다. 따라서 시청한 상물에 

등장하는 장애인의 열악한 생활환경 묘사차이, 장애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외모묘사차이, 장애로 인한 고통이나 심각성 묘사차이, 청결도와 같

은 외모묘사차이 등에 따라 피험자들은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본연구의 실험물에 등장하는 장애인들은 모두 겉으로 

보기에 장애의 외양이 다른 신체 장애인들에 비해 비교적 두드러지게 보이

지 않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이었고, 촬 장소 또한 개개인의 사생활 환경의 

열악성 등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재활센터라는 공적장소를 중심으

로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구성된 것이어서 실험용 시청물들에 이런 요소들의 

묘사 방식 차이를 효과적으로 반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TV에서는 인간적 한계성 모델로 접근하는 장애인 프로그램인 경우 때로는 

동정심 등을 유발시키기 위해 장애자와 관련된 좀 더 열악한 현장과 환경으

로 깊이 들어가 불결하거나 때론 섬뜩한 느낌까지도 불러일으키는 화면을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강조하는 경우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런 묘사방식

이 실험물 제작시 프레임별로 좀 더 적절히 조정되어 배치된다면 왜곡된 동

일시, 친교의 거부, 접촉시 긴장감과 같은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이런 점들을 함께 고려한 심도 있는 검

증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는 피험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실험집단을 구성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데, 특히 도덕적 인지발달 정도 및 미디어정보처리 특성 등에 있어서 

성인과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아동집단 및 통합교육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확장된 논의는 더욱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물은 미니다큐멘터리 형식의 장애인 프로그램

으로 국한된 것이었지만, 장애인 등장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부 선행연구들

에서는 시청한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시청자들의 태도에 있어서 효과가 

변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Stirling, 1991; Hall &  

Minnes, 1999).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다큐멘터리 형식뿐만 아니라 웃음을 

동반한 코미디나 오락프로그램 및 드라마 등의 형식차이를 고려하여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강내원(2002). 사회갈등 보도기사의 비판적 읽기: 언론의 새만금 간척사업 프레이밍에 

대한 갈루아 래터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46권 3호, 5~44. 

강내원(2007). 사회적 배제 대상으로서의 노숙인에 대한 언론의 프레이밍: <조선일

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8호, 203~231.

강문정ㆍ차희원(2007). 기업명성과 공중의 이슈 프레임이 기업 정당성 인식에 미치는 

향: 삼성의 경 권 승계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479~507. 

강수균ㆍ조홍중(2003).『장애이해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강 우(1986). 특수교육개론 선택이 일반 교사의 장애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향. 

『특수교육연구』, 13권 1호, 109~121. 

강준만(1997). ‘이지메’의 원조는 한국인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정신장애. 『인물

과 사상』, 3권,  서울: 개마고원, 203~224.

강현숙ㆍ조결자ㆍ지은선ㆍ장미희ㆍ이경혜ㆍ최은 ㆍ송 아ㆍ장정미ㆍ이경재ㆍ김소 , 

유경희(2003). 대학생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재활간호학

회지』, 6권 2호, 164~172.

김광일ㆍ서혜미ㆍ박용천ㆍ이승탁ㆍ김이 (1989).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 추

적조사. 『신경정신의학』, 15권 4호, 118~132.

김미옥(200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호, 

99~126.

박경숙(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 의약 분업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310~340. 

박노일ㆍ한정호ㆍ홍기훈(2007). 여성 정치후보자의 미디어 프레임에 따른 남녀 수용

자 인식 차이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256~282. 

박웅진(2001). 장애인과 방송 프로그램 그 현황과 문제점.『장애인대상 TV방송프로그

램 모니터 보고서』,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51.

박애신(2006). 장애관련 화를 통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장애수용

태도에 미치는 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선기(2002). 『텔레비전 문화의 기호학: 텔레비전 동성애 담론과 저항 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송수지ㆍ김정민(2008).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9권 1호, 88~99.

양정혜ㆍ이현주(2005). 텔레비전 뉴스와 젠더 질서: 성매매방지법 보도의 프레이밍 분

석. 『한국방송학보』, 19권 2호, 378~416. 

엄혜선(2004).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TV시청지도가 일반아동의 장애아 수용태도에 미

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만해ㆍ채백(2007).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보도에서 나타나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뉴

스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199~228. 

이건혁(2002). 미디어 프레임이 부정 감정, 정치 냉소, 그리고 정치 효능성에 미치는 



향: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3호, 252~288. 

이준웅(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29호, 

85~152.

이종은(1999). 장애인 문제에 관한 미디어 프레이밍이 감정이입, 편견의 감소 및 문제

해결 동기화에 미치는 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남(1994),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정선 ㆍ공마리아(2004). 통합교육 환경하의 대학생들간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

리감 및 태도 비교 연구: H대학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0권 1호, 199~231. 

조홍중ㆍ박주성(2001).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태도.『생활지도연구』, 

21호, 201~213.

최명심(2004). 장애인 관련 상자료의 활용이 일반게 고등학교 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향.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성주(2001). 2001년 방송에 나타난 장애인 이미지 분석. ‘장애인먼저’ 실천을 위한 

방송 개입전략세미나 발제문.

하성수(2004).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변화에 미친 변인별 효과 비교. 대구대학

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근(2001).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대상 방송에 대한 평가. 『장애인대상 TV방송프로

그램 모니터 보고서』,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71~90.

황인성(1999). 텔레비전 상 저널리즘 재현 장치와 소외집단.『텔레비전 문화연구』, 

서울: 도서출판 한나래.

Anderson, L. S. (1983). Understanding Handicaps: Chang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Orthopsychiatric Association, ERIC ED, 232-366. 

Bogardus, E. S. (1928). measuring social distances. In Kerry Thomas(Eds.). 

Attitudes and Behavior, London: Penguin Books Ltd. 

Cappella, J. N. & Jamieson, K. H. (1997). Spiral of cynicism: The press and 

the public good. New York, NY: Oxford Univ. Press.

Crocetti, G., & Spiro, H., Siassi, I. (1971). Are the Ranks Closed? Attitudinal 

social and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7(9), 41-47.

Donaldson, J., & Martinson, M. C. (1977). Modifying attitudes toward physically 

disabled persons. Exceptional Children, 43(6), 337-341. 

Entman, R. M. (1993). Framing :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Elliott, T. R., & Byrd, E. K. (1983). Attitude change toward disability through 

television,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Ghanem, S. (1997). Filling in the tapestry: The second level of agenda setting. 

In M. McCombs, Shaw, D. L., & D. Weaver (Eds.). Communication and 

democracy, 3-1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Goffman, E.(1974). Framing analysis, Philadelp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Gottlieb, J. (1980). Improving attitudes toward retarded children by using group 

discussion, Exceptional Children, 47(2), 106-111.

Hall, H., & Minnes, P. (1999).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own Syndrome: 

The Impact of Television,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11(1), 61-76.

Higgins, P. C. (1992). Making disability: Exploring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human variation.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Kahneman, D., & Tversky, A. (1983). Choice, values, frames. American 

Psychologist, 39(4), 341-350.

Kelly, E. (1997). Movie-A unique and effective tool for special educators, CEC 

Today, 3(8).

Pfuhl, E. H., & Henry, S. (1993). The Deviance Process Hawthorne, N.Y.: 

Walter de Gruyter.

Rosenberg, M. J. (1956). Cognitive structure and attitudinal affec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53(3). 367-372.

Schneider, A., & Ingram, H. (1993).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Implications for politics and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2), 334-347.

Scotch, R. K. & Schriner, K.(1997). Disability as human variation. Annals of 

American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549, 148-159.

Sadlick, M., & Penta, F. B. (1975). Changing nurse attitudes toward 

quadriplegics through use of television. Rehabilitation Literature. 36(9), 

274-283. 

Siller J. (1970). Generality of attitudes toward the physically disabled. 

Proceedings of the 78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 697-698.

Stirling, P. (1991). Attitude change toward mentally retarded persons through 

television portrayal. Unpublished Honours B.A. thesis, Dept. of 

Psychology, Queen's University, Kingston, Canada. 

Westervelt, V. D., & Mckinney, J. D. (1980). Effects of film on non 

handicapped children's attitudes toward handicapped children, Exceptional 

Children, 46(4), 294-296. 

최초 투고일    2009. 7. 5

1차 수정일    2009. 8. 13

게재 확정일    2009. 8.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