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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개인이 가진 장애로 인해 비장애

인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지

체장애인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상의 문제로 인해 부정적이고 열등

한 반응과 경험을 통해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비슷한 정도의 역경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위기대처방식과 적응양상은 상이할 수 있고, 타인에 비해 높은 수

준의 스트레스와 역경을 잘 견디고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회복하는 사람

들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리질리언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장애로 인해 역경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리질리언스 과정을 살펴보는 것과 그들의 적응과

정에서 파악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대상들의 성공적 적응에 도움이 되

는 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인지체장애인이 등장하는 휴먼 다큐멘터리를 분석함으로

서 그들의 적응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극복한 리질리언스 과정과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선천적·후천적 장애인들에게 나타나는 리질

리언스 과정상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인 지체장애인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리질리언스 과정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인 지체장애인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리질리언스 과정

에서 나타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리

질리언스 과정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분석대상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제작된 성인 지체

장애인을 대상이 직접 출현하고 있는 인물 중심 휴먼 다큐멘터리이다.

다큐멘터리의 질 확보를 위하여 공영방송 방영작 혹은 수상작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리질리언스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큐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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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천적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각 2편, 총 4편의 다큐멘터리를 선정하였다.

대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나레이션, 인터뷰,

비언어적 요소를 포함한 언술표현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은 기본적으로 St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코딩방법에 따라 개방적

코딩, 중추적 코딩, 선택적 코딩의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을 높이기 위하여 질적연구분석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Nvivo10을 활용

하여 다큐멘터리 영상과 전사본을 분석하였으며, 동료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인지체장애인의 리질리언스 발달과정은 위기,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리질리언스의 결과 순으로 이어졌다. 위기는 심리적 어려움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장애로 인한 열등감, 장애로 인한 좌절, 자녀의 장

애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리질리언스

의 결과물로는 리질리언트한 통합,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춤, 직업으로 인한 자부심과 보람, 사회적 공헌이 있었다.

리질리언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위험요인으로는 신

체적 제약,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한계, 장애로 인한 전문분야에서의

한계, 타인에 의한 가치 절하, 장애로 인한 교육과 취업기회의 상실, 가

정의 붕괴로 나타났다. 보호요인은 개인적 성향과 개인적 태도, 장애의

수용 및 적용, 가족을 중시, 가족의 정서적 지원, 주변인의 지원, 어머니

의 교육적 지원, 타인의 인정, 타인이 인정할만한 조건을 갖춤,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 활용, 직업 수행 시 장애 활용,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들의 리질리언스 과정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 리질리언스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질리언스 결

과는 동일하지만, 심리적 어려움의 범주, 위기발생 시기의 차이, 위험요

인과 보호요인의 발현여부와 빈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지체장애, 리질리언스, 다큐멘터리 분석, Nvivo

학 번 : 2013-2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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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저마다의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 상황

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

니며, 부정적 생활사건이나 일상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부

적응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Atsushi, Hitoshi, Shinji & Motoyuki,

2002: 이연실, 2013 재인용). 비슷한 정도의 역경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고 할지라도 개인의 위기대처방식과 적응양상은 상이할 수 있고, 타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역경을 잘 견디고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경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상실했으나, 결국 일련의 적응과정을 거쳐 회복력을 가지게 되기도 하는

데,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회복탄력성, 리질리언스(resilience)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리질리언스는 일반적으로 역경(adversity)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그 기

능 수행을 적절하게 다시 회복하는 성향을 일컫는 개념으로 정의되고(최

수미, 2008),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파괴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성공적 적응이라는 좋은 결과를 보인 사람들을 묘사해왔다(Werner &

Smith, 1992). 정해진 특성(trait)과 상태(state)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개

인의 타고난 요인과 더불어 외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것

으로 이해되고 있다(정영은, 채정호, 2010).

이렇듯, 리질리언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90년대 이후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 리질리언스의 개념적 논의와 더불어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Jacelon, C. S. 1997; Miller, M.; & Fritz, M.

F. 1998; Murray, C. 2003).

장애인들은 개인이 가진 장애로 인해 필연적으로 비장애인들에 비해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진 장애 자체가 역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라는 큰 역경을 이겨내고

적응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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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이 적응상 어려움을 겪는 다른 장애인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리

질리언스로 설명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장애라는 역경을 딛고 리질

리언트하다는 것은 결국 개인 내외적인 삶에 적응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조절하며 결국은 사

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구는 주로 빈곤층 유아나 아동 및 청소년, 스트레스 상황에

서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이연실, 2013), 장애관련 리질리언

스 연구는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가족탄력성 개념을 장

애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에 적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Bayat, M. 2007; Gardner, J., & Harmon, T. 2002; Gerstein, E. D., Crnic,

K. A., Blacher, J., & Baker, B. L. 2009; Lloyd, T. J., & Hastings, R. 2009).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리질리언스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왔다(전인경,

2009). 최근 국내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몇몇의 리질리언스 연구

가 이루어졌다. 김동일, 김경선, 정소라, 김우리야, 김수연(2012)은 대학입

시과정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우수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

상으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영향을 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히고

있는데, 연구 결과 위험요인은 장애로 인한 ‘체력 저하,’ ‘자신감이나 학

습동기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장애수용의 어려움’, ‘부모의 낮

은 학업지지’, ‘학습 환경 미비’, 보호요인은 ‘강한 의지’, ‘적절한 학업 전

략 사용’, ‘타고난 능력’, ‘장애수용’, ‘부모의 강력한 학업지지’, ‘장애인 공

동체지지’ ‘국가의 제도’로 나타났다. 김미옥(2003)은 리질리언스의 개인

적 측면으로 태평한 기질, 높은 지능, 자존감, 자신감, 자기효율성, 장애

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시하였

다. 그러나 국외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 장애인의 리질리언스와 관련된

연구들(김동일, 고혜정, 이윤희 2012; 김수정, 2012)은 장애인 가족이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리질리언스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리질리언스 과정은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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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이들은 선천적인 장애인들

과는 달리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의 정상인으로서의 삶이 있었기에 자신

의 장애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혹은 그 장애를 극복하는 면에서 심한 어

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 변소현(1998)은 장애발생시기가 중도장애일수

록 사회통합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강우진(2001)은

성인기에 장애를 가진 중도장애인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 및 사회참여 의

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도장애인일수록 사회 통합의 정도

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후천적 장애인은 중도의 장애발생으로 신체적 고

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상적인 신체조건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치변화나 우울, 자아개념 등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

할 뿐 아니라(김성회, 2000), 신체적 상실에 나타나는 변화와 심각한 외

상경험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장애수용이 어

렵다(Li& Moore, 1998). 이렇듯, 장애 발생 시기의 차이는 신체에 대한

이미지, 장애 수용, 자존감, 사회참여 및 통합 등 장애인의 적응에 영향

을 미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삶에 적응하는 수준에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종합하면, 자신의 장애로 인해 역경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리질리언스 과정을 살펴보는 것과 그들의 적응과

정에서 파악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들의 교육하고 돌보는 대상에게 성공적인 적응에 도움을

주는 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Masten과 Garmezy는 리질리

언스는 고정된 속성이 아니며, 새로운 대처기술을 개발하고 정교화함으

로서 성공적인 경험을 했을 때 더 강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역경이나 발

달적 실패가 축적되는 경우 훼손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Cowan et al.,

1996). 따라서, 장애인들의 리질리언스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

호요인들을 밝히는 것은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게 하며, 더 나아가 이들이 교육받고 사회에 잘 적응하

도록 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학생들 위험요인을 밝

혀냄으로서 많은 장애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

는 더 효과적인 개입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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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리질리언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문헌 고찰(김동일, 2011; 김미

옥, 2005)이나 반 구조화된 면담형태로 이루어졌다(김동일 외, 2012). 김

영천(2012)에 따르면, 반구조화 면담에서는 면담 전 오리엔테이션 단계

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거나 분석을 어떻

게 할 것인지를 설명한다고 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대상자

가 응답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고, 구조화된 면담 과정에서 대

상자를 통해 얻은 정보는 한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면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다큐멘터리를 선정하였다.

다큐멘터리는 ‘기록’, ‘증거’라는 다큐멘터리의 어원이나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극적인 허구성이 없이 그 전개에 따라 사실적으로 그린 것

이라는 사전적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는 본질적으로 허구

가 아닌 사실에 원칙을 둔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조수본, 2008). 특히

휴먼 다큐멘터리는 현존하는 인물 · 사건 등의 ‘실제 세계’를 다룬다. 따

라서, 대상의 관찰 가능한 행동, 나레이션, 인터뷰 등 개인적 면담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아

니라 면담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대상자의 리질리언스 과정에 관한 자연

스럽고 다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큐멘터리의 주

인공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대상 선정에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며, 적응에 성공한 즉, 리질리언트한 성인 장애인을 대표하는 대상

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는 장애인의 리질리언스 과정과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인지체장애인이 등장하는 휴먼 다큐멘터리를 분석함으

로서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리질리언스

과정과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선천적·후천적 장애인들에게 나

타나는 리질리언스 과정상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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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첫째, 성인 지체장애인이 어려움을 극복한 리질리언스 과정은 어떠한

가?

둘째, 성인 지체장애인이 어려움을 극복한 리질리언스 과정에서 나타

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이 어려움을 극복한 리질리언스

과정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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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리질리언스(resilience)

1) 리질리언스의 개념

리질리언스는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 적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성

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내적 특성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돕고, 삶의 역경에 처하

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신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리질리언스(resilience)’이다(Richardson, 2002:

김동일, 고혜정, 이윤희 2012 재인용).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리질

리언스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Rutter(1990)는 리질리언스를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해 각 개인이 나타내는 다양한 반응들 중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며, 심각한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응적 기능을 유지하는 현상이고, 강점이나 약점과 같은 개인의 고정된

특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다. Masten(1994)은 기대된 것보다 좋은

결과를 보인 고위험 집단의 사람들의 특성, 스트레스 경험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긍정적 적응, 그리고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이라고 하면서 적극적

대처와 스트레스 완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리질리언스가 형성되고,

강화된다고 보았으며, 성공적인 경험이나 새로운 대처 기술을 발달시키

고 정교화 하는 과정을 통해 더 강화되기도 하고, 역경이나 발달적 실패

가 축적되는 경우에는 손상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Cowan et al., 1996).

Luthar 등(1993)은 리질리언스를 “스트레스 저항력” 이고, 발달적 과업을

수행하거나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성공이라는 측면으로 정의

하였다. 또한, “결정적인 위협이나 심각한 역경에 대한 노출, 그리고 발

달과정에서 겪는 주요 위협(assaults)에도 불구하고 성취하는 긍정적 적

응”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함축하는 것으로 설명했다(Lutha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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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har et al., 1993; Luthar et al., 2000). Fraser et al. (1999)는 리질리

언스는 개념적으로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인 우연의 상호적인 산물

(transactional product)이라 했다. 이렇듯 리질리언스를 보통 역경에 직

면하여 긍정적이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성취하면서 기이한 상황에 적응

한 개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리질리언스는 고정된 속

성이라기보다,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다른 환경적 영향의 복합성

(multiplex)에 대한 역동적인 반응이며, 높은 위험 상황에 성공적으로 기

능하는 것을 특징으로 보았다. 그간 논의되어 왔던 세 가지 관련된 관점

을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위험에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것, 둘째, 어려움 속에서 능력을

유지하고, 높은 위험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 셋째, 외상으로부터 회

복되고, 부정적인 생활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도 리질리언스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리질리언스의 국내

연구 동향을 밝힌 최은지(2014)에 따르면, 국내에서 진행된 리질리언스

에 대한 연구는 탄력성, 개인의 심리사회적 능력인 자아탄력성,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가족탄력성, 학교안

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가거나 성공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인 학

교적응유연성 등으로 리질리언스를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리질리언스는 두 가지 핵심적 함

의를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보였

다는 점이다(Luthar et al., 2000. 홍은숙, 2000 재인용).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장애’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

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리질리언스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발달과정으로서 리질리언스

리질리언스의 개념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가 있어왔는데, 현재까지의

접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리질리언스를 개인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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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trait)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질리언스는 인지능력,

문제해결능력, 전략과 관련한 개인의 특질로 정의되는데 위험상황의 직

면에서도 이를 극복하는 생물학적, 심리적 능력과 같은 성격체계로서 여

겨진다(Murphy & Moriatry, 1976; Block & Kremen, 1996; Masten,

2001: 김동일 외, 2012 재인용). 둘째, 리질리언스는 역경을 극복한 산물

(outcome)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탄력적 산물에 대한 연구는 위험에

직면하여서도 직업적, 관계적, 또는 학업적 유능성(competence)과 같은

기능성 유지(maintenance of function)에 집중하고 있다(Olsson et al.,

2003). 세 번째는 역경을 극복하는 발달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질리언스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Oerter, 1999; 홍

은숙, 2006 재인용). 탄력성을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연구자들은 아동

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과 위험 요인의 부정적인 영

향을 완충시켜주는 보호요인 및 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변인중심 분석(variable-based analysis)’을 시도한다(홍은숙,

2006). Richardson(2002)은 리질리언스를 스트레스 요인, 역경, 변화나 어

떤 의미로는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결과로의 기회에 대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과정적 관점에 따라 리질리언스 모델을 제안하

였다. 그가 제시한 리질리언스 모델은 사람들이 계획된 분열이나 생활

사건에 대한 반응을 통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분열의 결과를 선

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리질리언스의 성장, 지식, 자기 이해

및 리질리언스 특질의 힘이 강화된 결과를 재통합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재통합은 붕괴를 통해 어떤 통찰력과 성장을 경험

하는 것이다. Flach(1997) 역시 과정적 개념으로서 리질리언스의 발달과

그에 따른 결과들에 관한 설명을 위해 개념적 틀을 제안했다. 리질리언

스 특질은 ‘분열과 재통합의 법칙(law of disruption and reintegration)’

을 통해 달성된다고 제안하였다. 즉, ‘분열’과 ‘재통합’은 리질리언스 모델

의 핵심으로서, 무너지는 것(falling apart)은 스트레스 사건들 뒤에 따르

는 개인이 다시 회복되는데 필요한 전제이며, 일시적인 갈등과 혼란을

거친 후 성공적으로 재통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최수미, 2008).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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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면, 고통을 견디는 능력, 개인적인 통찰력, 독립성, 자존감을 회복하

는 능력,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추구하는 능력 등의 리질리언스의 특질

들은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다.

3)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Garmezy(1985)는 보호요인을 부적응적 결과를 낳기 쉬운 위험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중재하고 개선하는 요인이라고 규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부적응적인 결과를 야기하기

쉬운 어떤 환경적인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수정, 개선하거나 변

화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을 말한다(Rutter, 1985). 같은 맥락으로, Masten

& Coastworth(1998) 역시 위험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

정적 영향을 중재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보호요인으로 보았다.

Murray(2003)는 보호요인을 인간이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있을 때 수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자원들로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위험요인은 일반적으로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상황에

서의 결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심리·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기대되는 수준의 능력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을 의미한다(홍은숙, 2008).

2. 지체장애

1) 지체장애의 개념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체장애의 진단

기준을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지체장애는 사회적 배경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왔으나, 사지나 체간에 운동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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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신체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어 기능이 제한되는 경

우를 말한다.

Carr(1995)에 따르면, 신체의 일부분의 손상으로 인해 많은 지체장애

인들은 사회적 인식이나 분위기에 따른 명예와 자존심 송산, 욕구 불만,

무기력, 좌절, 자신의 장애에 대한 거부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 하며, 부

적응 상태가 된다고 했다. 또한, 지체장애인들의 경우 외부적으로 부정적

이고 열등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번하게 부적응 문제를 경

험할 수 있다. Barker(1996) 역시 지체장애인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부적응 문제를 언급하면서, 건강한 신체나 아름다운 몸에 대한 가치

를 갖는 비장애인들로 인해 지체장애인들은 신체적 불안,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

다. 즉, 지체장애인의 ‘장애’는 단순히 신체적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느끼

는 불편감을 넘어 여러 종류의 심리적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다.

2)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

장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로 구

분된다. 선천적 장애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오는 경우와 태아 발달시의

손상에 의해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후천적 장애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관절염으로 인해 뼈가 굳어져서 생긴 부동자세, 그리고 신

경골격계의 손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기능장애와 각종 사고로 인해 지

체장애의 발생 원인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후천적 장애의 경우

비장애인으로 살아왔으나 특정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

후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불안, 공포, 분노, 무기력의 반

응을 보일 수 있다. 선천적 장애 혹은 유년기에 장애인이 된 사람은 정

상인의 성인세계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외면을 당하지는 않는다

(David, 1996). 그러나, 후천적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과는 달리 장애

이전의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애를 받아들이고, 가치관의 재확립

없이는 사회에 부적응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적응양상도 상이

하다.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심리 정서적 측면에

서 무력감, 열등의식, 부정적 자아관 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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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임인걸, 김욱, 2012).

3. 다큐멘터리 분석

1) 다큐멘리의 개념

다큐멘터리는 허구가 아닌 사실적인 것을 기록하는 것이며, 대상과 소

재가 현실적인 특성이 있다.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현실

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을 작가의 시각을 통해 작품으로 형성한다(정재

엽, 최낙진, 2010). 실재하는 사람, 행동, 장소, 사건 속에 담겨진 가치를

탐구하여 영상언어로 전달하는 진실의 형상과 작업이다. 즉, 현실세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오현주, 2009). 따라서, 다큐멘터리를 제작

하는 사람들은 신뢰할만한 사실을 통해 진실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큐멘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것이지만, 그것

은 결국 현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휴먼다큐멘터리는 현존하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개인의 일상, 사생활, 깊은 내면의 모습 등을 다루

기 때문에 취재와 제작의 현실성이 있다.

2) 서사(narrative)분석

일반적으로 서사(敍事)는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글의 양

식을 말한다. 서사는 인간 행위와 관련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언어

적 재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권영민, 2004). 영상 자료와 관련하여 서

사분석은 일반적으로 스토리와 담론으로 나뉘어진다. Chatman(1978,

1990)의 저서 ‘이야기와 담론(Story and Discourse)’에서 모든 서사는 기

본적으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이야기(Story)와 ‘이야기

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라는 서술방식인 담론(Discourse)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담론분석은 언술표현방식과 영상표현방식으로 나눠지며 언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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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방식은 화자의 유형, 화법에 따라 서술자의 유형 및 서술모드 등을 분

석하고 영상표현방식은 카메라, 조명, 음향 등으로 표현되는 모든 영상

기술적 측면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화면사이즈, 카메라 워크, 카메라 움

직임, 시점 음향 등이 다양하게 포함된다. 이러한 서사연구 방법은 이후

영상물을 분석하는 데 있어 널리 사용되었다. Chatman(1978)과

Kozloff(1992)는 서사이론이 텍스트 분석은 물론, 서술자와 수용자 사이

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결국 서사연구의 학문적

초점이 이야기로서의 서사 자체에서부터 이야기의 전달, 도는 텍스트 연

구를 통한 서사 담론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심훈, 2009). 즉, 대상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이를 통한 의미를 대상의 언어, 비언어, 나레이션으로

전달되는 ‘이야기’와 ‘의미’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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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1) 다큐멘터리 선정과정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리질리언스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큐멘터

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대

상으로 하였다.

둘째, 다큐멘터리는 소재에 따라 역사다큐멘터리, 시사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 문화다큐멘터리, 휴먼다큐멘터리 등으로 나뉘어지는데(이주

갑, 2012),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리질리언스 과정을 분석하

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상이 직접 출현하는 인물 중심 휴먼다큐멘터

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다큐멘터리의 등장인물은 본 연구의 대상에 따라 지체장애를 가

진 성인 장애인이며, 선천적·후천적 장애를 모두 포함하였다.

넷째, 다큐멘터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영방송 방영작 혹은 수상

작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섯째, 장애가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과 대상이 경험한 역경과 스트레

스를 극복한 과정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서전 및 회고형식의 다큐멘터리로 실제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고 재

연이나 주변 인물의 인터뷰로 이루어진 다큐멘터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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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다큐멘터리 명

제작

년도
프로그램 정보 주요내용

1

네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

2006

Ÿ MBC 스페셜

(뉴욕TV 페스티

벌 금상)

선천성 사지기형으로 네 개의 손가

락만을 가진 세계에서 유일한 네 손

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씨의 이야

기

2
아빠는

작은 거인
2014 Ÿ KBS 인간극장

선천적으로 왜소증 장애를 가졌으나

기예가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

고 인생을 살아가는 김명섭씨와 두

딸의 이야기

3 슈퍼맨 닥터리 2005 Ÿ KBS 인간극장

체조선수로 활동 중 사고로 사지마

비 장애를 입었으나 세계 최고의 병

원인 존스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의사가 된 이승복씨의 인생 이야기

4
12000㎞길에서

만난 희망
2012 Ÿ KBS 스페셜

연구차 떠난 미국에서 차량전복사고

를 당해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이

상묵교수의 미국 횡단기

2) 선정된 다큐멘터리 정보

선정 준거에 따라 최종적으로 4편의 다큐멘터리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Ⅱ1>과 같다. 표의 1, 2는 선천적 장애인을

3, 4는 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Ⅱ1. 다큐멘터리 구체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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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Chatman(1980)이 제안한 이야기(Story)와 담화(Discourse)를 포함한

서사분석을 한다. 분석을 위하여 공간이나 단위에 따르는 독립적이면서

관련되는 장면의 단위인 시퀀스(Sequence)를 기본으로 다큐멘터리를 나

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이야기분석을 통해 다큐멘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확인한 후 ‘담화’를 분석하였다. 담화는 언술 표현방식과 영상표

현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리질리언스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샷의 구성, 조명, 편집기법과 같은 영상표현 요소

는 제외하고 나레이션, 인터뷰, 비언어적 요소를 포함한 언술표현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다큐멘터리 분석

(1) 다큐멘터리 분석 과정

자료 분석은 기본적으로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코딩방법에

따라 개방적 코딩(open coding), 중추적 코딩(axial coding), 선택적 코딩

(selective coding)의 순으로 이루어 졌다.

개방코딩은 자료를 분해하고, 개념과 속성을 밝히고, 범주화 하는 과정

으로, 자료에 대한 검토과정을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내용을 범주

화 시키는 과정을 일컫는다(Strauss & Corbin, 1998). 이 단계에서는 가

장 먼저 연구자가 다큐 영상과 전사 자료를 보면서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본으로 하되, 전사된 내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영상자료에서

만 확인 가능한 행동이나 표정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나, 연속되는 상황

내에서만 살펴 볼 수 있는 내용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다큐멘터리를 반복

시청하였다. 여러 번의 검토 과정을 통해 개념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

단이 들 때에는 새롭게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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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코딩은 개방코딩으로 분해되었던 자료를 다시 조합하는 과정으로,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설명을 하기위해 범주의 속성과 차원

을 계속해서 발달시키고, 범주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하위 범주로 연결

시킨다(Strauss & Corbin, 1998). 축 코딩을 통해 흩어져 있던 개념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개방코딩과정에

서 나온 많은 개념들의 관계를 생각하며 새로운 범주로 묶는 작업을 하

였다. 가능한 개념을 하위범주로 조합하되, 묶인 개념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범주명을 설정하였다. 지나치게 일

반화 되거나, 현상을 왜곡하지 않고 최대한 각 개념들의 특성을 있는 그

대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선택된 핵심범주를 중심으

로 다른 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 그들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다듬

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과정에서는 축코

딩을 통해 정해진 하위범주들을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개념과 하위범

주들을 반복해서 살펴 본 후,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는 과정을 거쳐 상위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각각의 하위범주를 자유롭게 조직해

봄으로서 연관되어 있는 하위범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선택코딩

과정에서 상위범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범주들을

통해 연구대상의 리질리언스 과정을 설명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다.

(2) Nvivo10을 활용한 분석

질적 자료 분석에서 연구자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수집

된 방대한 자료를 어떤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는 것이다

(김영천, 2006).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자

료분석 소프트웨어(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CAQDAS)중 하나인 Nvivo1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Nvivo는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로, 무질서

하게 수집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저장, 코딩, 분석하는 연구의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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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료하게 보여줌으로서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Nvivo10을 분석도구로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서, 사진, 오디오, 영상 등 자료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분석을 위해 기본적으로 내용 전사를

한 후 전사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비언어적인 요소나 맥락적인

의미를 포함하기 위하여 전사본과 영상 자체에 대한 분석 역시 필수적으

로 이루어져야만하기 때문이다.

둘째, 방대한 양의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영상과, 전사 자료를 직접 수작업으로 분류할 때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분류한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보기

쉽게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자료의 저장과 수정이 용이하다. 자료를 유목화 하고 코딩하는 과

정을 모두 저장할 수 있고, 쉽게 수정할 수 있으며 개념화한 자료에서

원래의 자료로 돌아가 개념이 적절한 것인지 재차 확인해 볼 수 있다.

넷째,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할 수 있

다. 영상과 전사 자료를 각각 분석한 후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간결하게

제시할 수 있고, 빈도를 보고 함으로서 전체 자료에서 어떤 항목이 가장

부각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질리언스 과정에 해당하는 전체 범주를 설정하기 이

전에 다큐별 범주표를 따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각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적절한 표현을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Nvivo10을 활용하여 다큐멘터리를 분석한 과정은 다음과 같

다. [그림 Ⅱ-1]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다큐 영상과 이에 대한 전사 자

료를 활용하여 코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

한 후 각 다큐별 폴더 내에 다큐 다큐멘터리 영상을 불러온 후, 문서파

일을 따로 불러오지 않고 전사 자료를 시퀀스별로 구분하여 추가 하였

다. 이는 time span에 따라 전사 자료를 영상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특정 부분에 대한 영상과 전사내용의 노드(node)가 중복되는 위험을 막

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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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Nvivo10을 활용한 영상 및 텍스트 코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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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동료 검토

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를 실시하고 실제로 분석에 있어 연구자 편견

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년 동안의 특수교사 경력이 있는 특수

교육 전공 석사가 연구자와 함께 시퀀스를 나누고, 이 중 하나의 시퀀스

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자 코딩을 하였다. 이후 코딩한 내용을 함께 비

교하고 추후 이루어질 분석 과정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

구자는 연구의 대상 다큐멘터리에 대한 1차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후 다

큐 영상과 전사자료, 연구자에 의한 개방코딩 결과를 다수의 질적 연구

경험이 있으며, 영상 분석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교육

전공 박사 1인, 9년간의 특수교사경력이 있고, 지체장애 학생을 직접 가

르친 경험을 토대로 지체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 장

애학생의 리질리언스를 주제로 질적 연구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특수교

육전공 박사 1인의 검토를 통해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결

과의 외적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 대상 대한 특별한 이해가 부족

하거나 구체적 설명 없이 성인 지체장애인의 리질리언스 과정 개념과 범

주가 충분히 이해할만한지 확인하고자 교육학 석사 1인에게 1차로 종합

된 범주표를 보여주고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확정된

개념들을 다시 하위범주로 묶고, 상위 범주로 조합하였고, 이 과정 역시

위 전문가들의 검토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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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결과

1. 성인 지체장애인이 어려움을 극복한 리질리언스 과정

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체장애인의 리질리언스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다

큐멘터리 영상과 전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으며 개념화 하고,

이를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로 나누었다.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리질리언스 발달이

위기,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리질리언스의 결과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리질리언스 발달 과정상의 위기는 장애

로 인해 장애인 개인에게 갖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로 인한 열등감, 장애로 인한 좌절, 자녀의 장애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으로는 신체적 제약,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한계, 장애로 인한 전문분야에서의 한계, 타인에 의한

가치 절하, 장애로 인한 교육과 취업기회의 상실, 가정의 붕괴로 나타났

다. 보호요인은 개인적 성향과 개인적 태도, 장애의 수용 및 적용, 가족

을 중시, 가족의 정서적 지원, 주변인의 지원, 어머니의 교육적 지원, 타

인의 인정, 타인이 인정할만한 조건을 갖춤,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한 도구 활용, 직업 수행 시 장애 활용,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으로 나타

났다. 리질리언스의 결과물로는 리질리언트한 통합,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춤, 직업으로 인한 자부심과 보람, 사회적

공헌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출된 최종적인 결과 개념은 146개, 하위범주는 51개, 상위

범주는 20개이다.

분석 자료에 기반 하여 리질리언스 발달 과정범주로 재조직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1>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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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질리언스

범주

상위범주

(빈도)

하위범주

(빈도)
개념

위기

(21)

장애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적 어려움

(21)

장애로 인한

열등감

(2)

Ÿ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거

나 화를 냄

Ÿ 작은키에 대한 열등감으로 모든

물건은 큰 것을 선호함

장애로 인한

좌절

(5)

Ÿ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원망

Ÿ 자신의 신체를 받아들이고 한계에

적응하기 어려움

자녀의 장애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13)

Ÿ 자녀가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까 염려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1)

Ÿ 장애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

위험요인

(63)

신체적 제약

(14)

건강상의

문제

(1)

Ÿ 면역력이 낮아 질병에 취약함

체력의 한계

(13)

Ÿ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피로감을 느낌

Ÿ 계속되는 피아노 연습과 공연으로

인한 피로와 신체적 문제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한계

(25)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함

(19)

Ÿ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임

Ÿ 씻기, 옷 입기, 요리하기 등 일상

생활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난관

에 부딫힘

비장애인에게

맞추어진 환경

(6)

Ÿ 대중교통 이용, 운동기구 사용 등

에 불편함을 경험

장애로 인한

전문분야에서

한계를 경험

(5)

피아니스트로서

치명적인

신체적 한계

(5)

Ÿ 관절이 없는 네 손가락으로 피아

노를 치는 데 불편함

Ÿ 비장애인의 힘과 박자를 따르기

어려움

타인에 의한

가치 절하

(9)

타인에 의해

존재를

거부당함

(4)

Ÿ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인들에게 입양을 강요받음

<표 Ⅲ-1> 다큐멘터리에서 도출된 리질리언스 과정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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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한

한계설정

(5)

Ÿ 사지마비의 몸으로 의사가 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

이야기함

Ÿ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거

리가 되었으며 포기를 권유받음

장애로 인한

교육과

취업기회의

상실

(7)

장애로 인해

배움의 기회가

차단됨

(3)

Ÿ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찾

아다녔으나 계속 거절당함

Ÿ 시설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함

직업선택의

한계

(4)

Ÿ 장애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이 거의 없음

가정의 붕괴

(3)

장애로 인해

이혼을 당함

(3)

Ÿ 왜소증의 유전으로 인한 실망감으

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함

보호요인

(225)

개인적 성향

(47)

긍정적 성격

(10)

Ÿ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

고 밝은 태도

Ÿ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희망을 버

리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함

Ÿ 작은키로 인한 불편을 원망과 체

념이 아닌 긍정적 성격과 노력으

로 이겨냄

부지런한 성격

(3)

Ÿ 가만히 쉬는 법이 없고 일을 미루

지 않음

외향적 성격

(6)
Ÿ 타인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함

자신감

(15)

Ÿ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신념

Ÿ 무대 위에서 연주 할 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여유 만만한 모습

목표 지향적

성향

(10)

Ÿ 뚜렷한 목표의식

Ÿ 장애가 상처가 아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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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정을

중시하는 성향

(3)

Ÿ 피아노를 치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함

개인적 태도

(78)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자세

(26)

Ÿ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지만 6개월

만에 대학 강단에 복귀

Ÿ 전신마비 장애에도 불구하고 미국

횡단에 도전

Ÿ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

전함

Ÿ 자신의 한계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해 노력함

Ÿ 두 개의 손가락에도 불구하고 피

아노에 도전

집념과 노력

(29)

Ÿ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던 의사

가 되기 위해 숱한 밤을 밝힘

Ÿ 5년 반 동안 매일 열 시간 이상

피아노 연습함

Ÿ 강한의지와 성실함으로 자신의 일

을 이끌어옴

배움에 대한

열의

(5)

Ÿ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의 자리를 제

안 받았으나 척수신경과에서 다

시 공부하고자 함

Ÿ 피아노 뿐 아니라 작곡을 배우기

위하여 대학에 입학함

조국에 대한

긍지

(5)

Ÿ 조국의 명예를 빛내고자 함

완벽함 추구

(4)

Ÿ 일정관리를 꼼꼼히 함

Ÿ 공연에 필요한 준비를 완벽하게

함

Ÿ 실수 없는 묘기를 선보이기 위한

노력

참착하고

이성적인 태도

(2)

Ÿ 다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하

게 대처함

독립성 추구

(6)

Ÿ 가능한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

고 혼자서 해결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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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리

(1)

Ÿ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단정하게 보

이고자 함

장애의 수용

및 적응

(4)

장애 수용

(2)

Ÿ 장애를 인정하고 한계를 넘기 위

해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고 익힘

장애를 통해

인생의 가치를

깨달음

(2)

Ÿ 장애를 인생의 가치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인식

가족을 중시함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8)

Ÿ 자녀들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기

를 원함

Ÿ 어머니를 지켜드리고자 함

Ÿ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가족에 대해 큰

가치를 둠
Ÿ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그리워함

가족의

정서적 지원

(20)

가족의

정서적지지

(6)

Ÿ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의 존재

Ÿ 부인의 사랑과 자녀의 존경

가족간의 높은

유대감

(11)

Ÿ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지냄

Ÿ 가족과 함께한 추억을 소중하게

여김

장애를

품어주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함

(3)

Ÿ 장애로 인해 이혼을 당한 후 새로

운 부인을 맞이함

Ÿ 장인 곁을 묵묵히 지키는 사위

주변인의

지원

(7)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인물

(2)

Ÿ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

Ÿ 직장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 힘이

되어주는 동료

제자의 근성과

집념을 알아본

스승

(3)

Ÿ 제자를 지지해주고 꺾이지 않는

희망을 가르쳤던 스승

활동 보조인

(2)

Ÿ 활동 보조인이 늘 동행하며 신변

처리를 보조함

어머니의

교육적 지원

(11)

어머니의 헌신

(6)

Ÿ 피아노레슨을 함께 하고 이해할

때 까지 반복해서 가르침

Ÿ 공연스케쥴과 전체 프로그램을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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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 의한

혹독한 훈련

(5)

Ÿ 야단을 치고 매을 들어가며 혹독

하게 연습시킴

타인의 인정

(23)

능력을

인정받음

(23)

Ÿ 환자들의 신뢰와 애정, 전문가로부

터 최고의 의사로 인정

Ÿ 공연의 전석 티켓이 매진됨, 아낌

없는 박수를 받음

Ÿ 최고의 재주꾼으로 인정받음

타인이

인정할만한

조건을 갖춤

(6)

화려한 이력

(6)

Ÿ 우수한 대학 졸업 후 의사, 교수가

됨

Ÿ 늘 1,2등을 다투던 수재

Ÿ 일곱 살에 피아노 대회에서 대상

수상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 활용

(8)

보조기구

(8)

Ÿ 휠체어에 고정하는 특수차량

Ÿ 해변용 휠체어

Ÿ 안경의 적외선 장치를 활용한 노

트북 사용

Ÿ 보조페달

Ÿ 손에 끼워 글씨 쓰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기구

직업 수행 시

장애 활용

(8)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장애를 활용

(5)

Ÿ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줌

Ÿ 환자들과의 특별한 유대감 형성

기예가로서

자신의 장애를

활용

(2)

Ÿ 일상생활과 공연에서 자신의 장애

를 웃음 요소로 활용

피아니스트로서

자신의 장애를

활용

(1)

Ÿ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함으

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

고자 함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3)

위기대처 능력

(1)

Ÿ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

의 묘기를 선보이고자 함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 제작

(2)

Ÿ 다양한 높낮이의 의자 구비

Ÿ 직접 나무를 깎아 필요한 도구를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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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질리언스

의 결과

(29)

리질리언트한

통합

(29)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춤

(11)

Ÿ 장애로 인한 특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의사가 됨

Ÿ 훌륭한 피아노 능력

Ÿ 서커스단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음

직업으로 인한

자부심과 보람

(11)

Ÿ 의사로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함

Ÿ 피아니스트로서의 자부심

Ÿ 자신의 독주회에 대한 애착

Ÿ 기예가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

Ÿ 무대에 서는 것을 즐김

Ÿ 자신의 재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낌

사회적 공헌

(7)

Ÿ 자신의 재주를 활용하여 노인들을

위한 위문공연

Ÿ 장애인들과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

는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Ÿ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환

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재활의학

과 의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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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 지체장애인이 어려움을 극복한 리질리언스 과정

에 나타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리질리언스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각각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림 Ⅲ-1]은 홍은숙(2006)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으로, 위험요인이 작용하게 되었을 때 리질리언스 발달이 지체되거나

저해할 수 있고, 보호요인이 작용하였을 때 리질리언스의 발달이 촉진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들은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발달하게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결

국 리질리언트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림 Ⅲ-1]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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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요인

본 연구에서 다큐멘터리를 분석하고 도출된 위험요인은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장애’가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야기되는 어려움은 개인적 위험 요인으

로, 가족과 관련되어 한 개인 의 발달과 적응과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을 가족적 위험 요인으로, 가족을 제외한 주변인들과 여러 외부적인 이

유로 리질리언스 발달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사회적 위험요인

으로 보았다.

다큐멘터리를 분석한 결과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신체적 제약의 문제,

가족적 요인으로는 가족의 붕괴, 사회적 요인으로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의 한계, 장애로 인한 전문 분야에서의 한계, 타인에 의한 가치 절하, 장

애로 인한 교육과 취업기회의 상실이 도출되었다. 세 차원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빈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적 위험요인은 14회, 가족적 위험

요인은 6회, 사회적 위험요인은 46회로 개인적 차원과 가족적 차원에 비

해 사회적 차원에 해당하는 위험요인의 빈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분석 자료에서 ‘장애’ 자체로 야기되는 개인의 문제나 가족의 불완

전한 상태보다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위험요인이 더욱 부각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개인적 위험 요인

분석 결과 지체 장애인들에게는 장애라는 직접적 원인으로 신체적 제

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애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자유롭지 못한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큰 체력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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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km 길에서 만난 희망, 20':36"-21':25")

① 신체적 제약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이들에게 발생하

는 건강상의 문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거나 신체건강에 치명

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이들은 체력의 한계를 경험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레이션 : 이상묵 교수는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몇 분씩 휠체어를 젓혀야

합니다. 늘 체중이 실리는 엉덩이가 짓무르면 욕창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 신장에 직접 연결된 소변 주머니도 자주 비워줘야 합니다. 방광이 꽉

차면 혈압상승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12000km 길에서 만난

희망, 20':36"-21':25").

[그림 Ⅲ-2]

나레이션 : 병원에서는 열정적으로 일하지만 돌아오면 젖은 솜처럼 가라

앉는다. 체력이 약한 그는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피

로감을 느낀다(슈퍼맨 닥터리 3부, 16':08"-16':37").

(2) 가족적 위험 요인

가족적 측면에서는 ‘장애’가 가족의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어 결과적으로 개인의 성공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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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의 붕괴

분석 결과 ‘장애’자체로가 이혼이라는 개인의 좌절경험에 직접적 원인

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가족이 붕괴됨에 따라 배신과

실망감이라는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레이션 : 명섭씨의 전 처는 두 딸마저 왜소증으로 태어나자 실망감으로

이혼을 원했고...(중략) 명섭 : “여자랑 살면서 내가 한 번 배신당한 적이

있어. 너희 둘을 의심했던 것은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야. 나 역시

도 전처를 처음 만나서 살 때 ‘사람이 같이 살다가 헤어질 것이다.’ 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술 마시고...” (아빠는

작은 거인 4부, 06':13"-07':09")

(3) 사회적 위험 요인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하여 자신을 둘러

싼 일상적, 직업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타인에 의해 자신이 존재나 능력이 부정적으로 평가

되며, 장애로 인해 교육과 취업기회가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한계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신체적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가

정 안팎에서, 이동과 더불어 비장애인에게 맞추어진 다양한 환경과의 상

호작용을 하는 데 불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좌절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레이션 : 숨 쉬는 일만큼이나 사소했던 일상이 다친 후부터 어려운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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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닥터리 1부, 09':51"-11':42", 20':16"- 20':54")

(아빠는 작은 거인 1부, 03':20"-04':49")

으로 변했다. 씻는 일이 그랬고, 옷을 입는 일이 그랬다. 지금은 그나마 익

숙해졌지만 처음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불가능 했다(슈퍼맨 닥터

리 2부,17':12"-17':43")

[그림 Ⅲ-3]

나레이션 : 명섭씨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을 피해왔다. 보통 사람

에 맞춰 제작된 시설도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아서다. 명섭 : “좌석이 있어서 이렇게 앉아야 하는데 사람이 많을 때는

손잡이를 잡지 못하게 돼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잡게 돼요. 그래서 불편

해서 대중교통을 잘 안타요. 오해 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안 넘어지기 위

해서 잡는 건데...”(아빠는 작은 거인 2부, 06':52"-07':32")

[그림 Ⅲ-4]

② 장애로 인한 전문 분야에서의 한계

장애가 자신이 속한 전문 분야나 직업 영역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기능

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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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원하는 성공적인 상태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레이션 : 12월 독주회엔 선생님과 연탄 곡까지 치기로 했다. 연탄곡을

치려니 바쁜 와중에 따로 연습해야하는 데다 선생님의 힘과 박자를 따르

자니 손에 무리가 가서 희아가 힘들어한다(네 손가락의 희아 1부,

42':20"-41':34").

③ 타인에 의한 가치 절하

장애로 인하여 개인의 가치나 능력이 평가 절하 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거나 장애로 인해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받고, 타

인에 의해 한계를 설정하게 되면서 원하는 일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나레이션 : 사지마비의 몸으로 의사가 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그를 믿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신체의 한계를 미래의 한계라고 미리 규정지은

것이다 (슈퍼맨 닥터리 2부, 18':10"-18':20").

이승복 : “제가 뉴욕대학 다닐 때. 학부 때 의대를 가겠다고 저희과 학장

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으로서 그건 좀 힘들 거라고 그래서 아예 포

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 (슈퍼맨 닥터리 5부,

06':25"-06':36")

④ 장애로 인한 교육과 취업 기회의 상실

성인지체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미비로 통합교육을

받기 어렵고, 교사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교육기회자체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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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레이션 : 세상 어디에도 희아를 받아주는 피아노 학원은 없었다. 6개월

동안 문전박대를 당하고야 겨우 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중략) 어머니 :

“피아노가 안됐었어요. 피아노 선생님이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하시더라구

요....”(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 1부, 12':01"-12':41")

명섭 : “그 당시 서커스 아니면 저희가 회사 생활을 하겠어요? 막노동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벌어 놓은 돈이 많아서 부모의 재산이 많아서 무슨

가게라도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었단 말 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업

이다. 이것 아니면 죽는다....”.(아빠는 작은 거인 1부, 14':45"-15':07")

2)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

연구의 보호요인 역시 위험요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

원, 사회적 차원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개인적 보호

요인으로 개인적 성향, 개인의 태도, 장애의 수용 및 적응, 가족을 중시,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 등으로 나타났고, 가족적 보호요인으로 가족의 정

서적 지원, 어머니의 교육적 지원, 사회적 보호요인으로는 주변인의 지

원, 타인의 인정, 화려한 이력,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 활용,

직업 수행 시 장애를 활용 등이 구체적인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세 차원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빈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적 보호

요인이 142회, 가족적 보호요인이 41회, 사회적 보호요인이 52회로 개인

적 보호요인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리질리언스 과정에 있어 가족이나 개인의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도

움보다는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 능력 등이 더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1) 개인적 보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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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 1부, 10'17"-11':30" >

강한의지나 자신감 등과 같이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개인적 보호요

인은 결국 개인의 리질리언스 발달과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개인적 성향

개인적 성향은 개인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등으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내재된 능력이다. 분석한 결과 대상들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

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잃

지 않는 긍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매사에 부지런한 특성을 보였다. 또

한, 타인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외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승복 : “저 같이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꿈을 가지면 무엇이

든 할 수 있다. 마음만 먹고. 제정신 갖고 하고 싶은 마음만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슈퍼맨 닥터리 5부, 20':40"-21':01")

나레이션 : 무대에 올라간 희아는 금새 물 만난 고기가 된다. 아프다던 네

손가락을 자신 있게 흔들고, 여유 만만한 웃음으로 피아노에 오른다. (중

략) 희아는 역시 주목을 받고 사람들 앞에 앉으면 달라진다.(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 2부, 01'42"-03':11")

[그림 Ⅲ-5]

② 개인적 태도



- 35 -

대상의 리질리언스 발달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으로 개인의 태도가 가장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자신의 한계보다 더 큰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자세,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집념과 노력,

배움에 대한 열의, 조국의 명예를 빛내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일에 있어

완벽함을 추구,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 독립성 추구, 자기 관리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상묵 : “그냥 숨 쉬고 가만히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어

요. 그냥 도전 이라던가 이런 뭐가 없이 그냥 숨만 쉰다는 것은 죽은 거

하고 똑같아요”(12000km 길에서 만난 희망, 20':36"-21':25")

나레이션 :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던 의사가 되기 위해 숱한 밤을 밝혔

다. 그런 집념과 노력 끝에 오늘의 그가 있다(슈퍼맨 닥터리 3부,

05':12"-05':23").

이승복 :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도 다 혼자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혼자 있을 때도 모든 것 필요

한 것 다하고...”(슈퍼맨 닥터리 3부, 08':33"-09':05")

③ 장애의 수용 및 적응

연구의 대상들은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감사함으로서 자

신의 삶을 축복으로 여기며 자신의 삶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또한, 장애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아 : “저는 네 손가락이 축복이라고 봐요. 손이 두 개가 아니었으면

피아노를 쳐도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고 그랬을 텐데 손이 이렇게 이런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나....”(네 손가

락의 피아니스트 희아 1부, 15':28"-15':45")

이상묵 : “옛날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든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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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단순한 것들이 어렵기 시작하고 그것을 했을

때마다 느끼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하죠. 아 장애인이 불행이 아니구나.

‘장애라는 게 어쩌면 인생의 가치를 더 잘 느껴보라고 준 기회일지도 모르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12000km 길에서 만난 희망, 04:'25"-04':41")

④ 가족을 중시함

대상들은 가족과 화목한 가정에 대한 큰 가치를 두거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장애로 인한 좌절이나 부정적 감정이나 상태에서 벗어

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레이션 : 대학생인 큰 딸과 아들과는 달리 사고당시 세 살이었던 막내에

겐 해주지 못한 것이 많아 늘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아이들에게 당당한

아빠로 있기 위해서라도 그는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12000km 길에서

만난 희망, 41':09"-41':30").

⑤ 창의적 문제해결

연구 결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리질리언스 과정에서의 창의적 문제해결

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위기의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대처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분석 자료에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기구를 직접 제작함으로서 스스로 처한 상황을 조절하고

자 하는 구체적 노력이 잘 드러나 있다.

명섭 : “저희 딸내미들은 더 팔이 짧기 때문에 거꾸로 들어간다 해도 팔이

안 닿아요. 저는 하체가 짧아서 의자를 더뎠는데 저희 딸래미들도 마찬가

지고 빨래를 꺼낼 때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만든 거예요. 나무

를 이렇게 예쁘게 깎았어요. 자전거 살이거든요.” 남들보다 짧은 팔다리를

보완하기 위해 명섭씨가 직접 만든 것이다(아빠는 작은 거인 1부

16':4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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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작은 거인 1부 16':40"-17':31")

[그림 Ⅲ-6]

(2) 가족적 보호요인

본 연구의 가족적 보호요인은 가족의 정서적 지원, 어머니의 교육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①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가족의 정서적 지원으로는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의 정서적지지, 가족

간의 높은 유대감, 장애를 품어주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요인이 보

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레이션 : 명섭씨 혼자 두 딸을 키웠던 시절 복순씨는 세 사람을 처음 만

났다. (중략) 명섭씨와 두 딸의 모습이 늘 마음이 쓰였고 결국 세 명의 작

은 거인을 자신의 품에 안았다(아빠는 작은 거인 2부, 16':56"-17':08").

② 어머니의 교육적 지원

어머니의 교육적 지원이 성인지체장애인의 리질리언스 발달에 촉진요

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에 의한

혹독한 연습과 훈련으로 나뉘어 졌다.

나레이션 : 엄마는 희아 공연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공연 스케줄과



- 38 -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폐달 설치와 같은 막일까지 희아

와 관련된 모든 것은 엄마가 해낸다(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 1부,

09':35"-09':57").

나레이션 : 악보나 박자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슨은 엄마와 항

상 함께 해 왔다. 선생님의 말씀을 옆에서 주의 깊게 듣고. 희아가 이해할

때까지 엄마가 반복해서 가르친 것이다(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 1부,

29':31"-30'30").

(3) 사회적 보호 요인

개인과 가족 이외에 외부적으로 리질리언스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은

사회적 보호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주변인의 지원, 타인의 인

정, 타인이 인정할 만한 조건을 갖춤,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

활용, 직업 수행 시 장애를 활용 등으로 나누어졌다.

① 주변인의 지원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인물, 구체적으로는 스승, 동료, 이

웃, 활동보조인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의 경우 신체적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됨으로서 외부적인 도움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장애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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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km 길에서 만난 희망, 07':58"-09':08")

[그림 Ⅲ-7]

② 타인의 인정

전문가, 각종 메스컴을 통한 인정, 자신의 환자들과 자신의 공연을 본

관객으로부터의 인정 등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받

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스홉킨스 병원 재활의학과장 : “닥터리는 우리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입

니다. 의사가 휠체어를 탔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의

사랑 다른 게 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정도죠. 닥터리가 너무 뛰어나서 우리는 그를 수석 레지던

트로 임명했어요. 우리는 그의 능력을 아낍니다. 그의 능력을 모두가 인정

하죠.” (슈퍼맨 닥터리1부, 04':19"-04':50")

③ 타인이 인정할 만한 조건을 갖춤

연구 결과, 우수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업적 능력을 인정받고, 연

주회에서 수상을 하는 것과 같은 대상들의 화려한 이력은 타인이 주목하

고 인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개인의 리질리언트한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레이션 : 재활의학과의 수석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그의 이력은 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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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용 휠체어 적외선 장치를 활용한 컴퓨터 사용

(12000km 길에서 만난 희망, 06':48"-07':37", 14'59"-15':41")

하기만 하다. 뉴욕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콜럼비아 대학에서 공중보건학으

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다트머스 의대에 진학 본격적인 의학공부를

마쳤고, 하버드 의대에서 인턴생활을 거쳤다(슈퍼맨 닥터리 1부,

01':45"-02':12").

④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 활용

지체장애인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신체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구 활용함으로서 이동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발이 닿지 않는 피아노 페달을 쓸 수 있고,

안정적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어 실제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직업

수행과 그들이 효능감 형성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조 도구의 사용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어려웠던 일을

비교적 쉽게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 방영된 다큐일수록

더욱 첨단화된 보조기기가 등장하여 그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Ⅲ-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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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페달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 1부,

04' 03" 04':17")

글씨쓰기 보조기구

(슈퍼맨 닥터리 1부,

04':55"-05':29")

[그림 Ⅲ-9] [그림 Ⅲ-10]

⑥ 직업 수행 시 장애 활용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큐멘터리의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를 통해 자

신의 직업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거나,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웃음 요

소로 활용하거나, 장애로 인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못지않은 연

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복 : “내가 가기 전에 이야기 하나 해줄게. 들을 수 있겠지? 너 내가

휠체어에 있는 것 보이지? 나는 체조 선수였어. 예전에 한국 대표로 세계

에서 뛰었어. 올림픽 위해 연습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어.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러고 싶진 않았어. 나는 너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래서 난 네 앞에 있지. 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하느님도 네

곁에 계시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고, 세상에서 아주 좋은 의

사들과 의료진이 너를 돕고 있어. 알겠지? 계속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해나

가자.” (슈퍼맨 닥터리 2부, 03':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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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한

리질리언스 과정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1) 위기

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질리언스 과정상의 위기의 단계에 있어 선천

적 장애인들과 후천적 장애인들이 나타내는 범주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천적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열등감과 자신의 장애를 물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후천적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좌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장애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선천

적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이전의 삶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

의 삶을 거부하거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천적 장애인들

이 겪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장애로 인한 열등감은 생활의 주요

사건에 따라 발현되는 특성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인 어려움

이 특정 시기에 제한되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비해 후천적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된 시점에 자신의 인생에 크게

좌절하고, 자신의 신체를 받아들이고 한계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며, 장애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후천적

장애인들의 경우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특정 사건으로 인하여 장애 발생

직후 좌절, 원망, 두려움에 해당하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리하면,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장애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적 어려움의 범주의 차이와 함께 위기 발생의 시기의 차이

가 있었다.

2)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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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 모두에게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중요

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천적 장애인와 후천적 장애인 모두

에게 일상생활의 한계라는 위험요인과, 자신감과 긍정적 성격은 공통적

으로 부각되어 나타났다. 다만, 리질리언스 발달 과정에서 위험요인과 보

호요인의 발현여부와 빈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천적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교육과 취업기회를 갖기 어렵고, 이것이

리질리언트한 상태로의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신체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리질리

언스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적 지원, 타인의 인정을

중시하는 성향은 오직 선천적 장애에서만 보호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후천적 장애와 선천적 장애 모두 위험요인으로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의 한계, 보호요인으로는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자세가 부각되어 나타났

다. 그러나, 목표지향적인 개인의 성향, 장애를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세움,

가족이외의 주변인의 지원, 장애의 수용, 가족을 제외한 주변인의 지원

등은 후천적 장애에서만 나타나는 요인이었다.

3) 리질리언스 결과

리질리언스 발달과정을 크게 위기,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작용, 리질

리언스의 결과로 보았을 때 위기와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거쳐 나온 리질리언스의 결과물은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

애 모두에게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은 모두 의사, 교수, 기예

가, 피아니스트라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직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 즉, 있

음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착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활

용하여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도울 수 있

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타인에게 희망과 용기, 감동을 선사함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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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다큐멘터리 분석을 통해 성인 지체장애인의 적응적 삶에서

나타나는 리질리언스의 과정과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을

탐색해보고, 구체적으로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에게 이러한 리

질리언스 과정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성인 지체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심리적 어

려움을 경험하며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건강한 방향으로

기능함으로서 리질리언스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

막으로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리질리언스 과정상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

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1. 성인 지체장애인이 리질리언스 과정

본 연구는 성인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로 인한 역경, 어려

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리질리언트한 상태는 무엇으로 설

명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리질리언스 과정을 알아보고자 다큐멘터리 분

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지체장애인이 겪는 신체적 제약에 따른 불편이

나 특정 맥락 내에서만 얻을 수 있는 내용,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가

족 혹은 주변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체적인 정보들을 통해 대상의 리

질리언스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

었다. 리질리언스가 영속적이기 보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

화하는 역동적인 특성이라는 리질리언스의 과정적 관점(Flach, 1997;

Luthar, 2002)에서 볼 때, 리질리언스는 얼마든지 발전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지체장애인들이 성공적 적응을 이루어낸 지체장애인의 삶의 과정

을 살펴봄으로서, 그들의 삶에 공감하고 재활의지와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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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들은 장애라는 근원적 문제로 인해 여러 심리

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의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자신의 직업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자부

심과 보람, 자신의 능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리질리언트한 통합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체장애인의 자서전을 통해 장

애극복 요인을 살펴본 오세철(2010)의 연구 역시, 신체적 한계가 직업재

활과정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지만, 노력을 통해 가치 있고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공한 지체장애인을 분석한 결과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큐멘터리를

통해 탐색한 대상들은 지체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예가, 피아니

스트, 교수, 의사 등으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직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에

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자존감과 자아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

를 위해 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령기 지체장애 학생들에게는 전환과정에서 직업 교육에 초점을 두고,

그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가 있음을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체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비장애인에

버금가는 성취를 함으로서, 더 나은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게 되며, 결

국은 특수교육에서 지향하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사회에 통합되어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성인지체장애인의 리질리언스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결과, 성인지체장애인의 리질리언스 과정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

험요인과 보호요인은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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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알 수 있었다. 위험요인에 있어서는 사회적 차원이, 보호요인에 있

어서는 개인적 차원이 가장 부각되어 나타났다.

성인지체장애인이 리질리언스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위

험요인으로는 건강상의 문제와 체력의 한계가 있었다. 보호요인으로는

개인적 성향, 개인적 태도, 장애의 수용 및 적응, 가족을 중시함,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등이 포함 되었고, 특히 긍정적 성격, 자신감, 도전적이고

열정적 자세, 집념과 노력 등이 보호요인으로서 부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동일 외(2011), 이은성, 이순자(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리질리언트한 통합을 이룬 지체장애인들은 개인적 차원에

있어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들이 리질리언트한 결과에 도달

하기 까지 개인 내적특성과 성향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

었다.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의 보호요인 중 개인적 보호요인이 가

장 부각되고 었었는데 이는 실제로 지체장애인들의 적응에 있어 개인적

차원의 보호요인을 함양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가족적 차원의 위험요인은 가족의 붕괴, 보호요인은 가족의 정서적 지

지와 어머니의 교육적 지원이었다. 특히, 가족적 차원의 보호요인은 분석

자료 모두에서 도출되었으므로, 지체장애인의 적응에서 가족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분석다

큐멘터리 중,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와 ‘슈퍼맨 닥터리’의 사례를 살

펴보면 늘 곁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였던 어머니의 건강악화로 인해

지체장애인들은 위기에 직면하며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이

는 가족의 부재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었을 때 지체장애

인들에게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

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적 부

담을 다루어 줄 수 있는 연계서비스 역시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위험요인으로는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한계, 장애

로 인한 전문분야의 한계, 타인에 의환 가치 절하, 장애로 인한 교육과

취업기회의 상실로 나타났다. 이는 김미옥(2008)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동정 계단 등의 편의시설 부족이 지체장애인의 사회 및 제도차원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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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분석된 4편의 다큐에 등장한 지체장

애인들은 모두 신체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구를 활용하고

있었다. 지체장애인들은 이러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으로서 신체적 손상을

보완할 수 있고, 스스로의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

며, 비장애인들과 같이 교육, 직업,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 직업, 사

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최대한 자립하

여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위험요인에서는 사회적 차원이 가장 강조되었다. 단순히 일상생활 뿐

아니라 자신이 기여하고 있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는 실제로 지체장애인의 적응에 있어 외부로부터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외부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개인의 내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수교육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로 볼 때,

성인지체장애인의 성공적 적응에 관한 구체적 요인들을 알아보는 보는

것은 실제로 이들을 적응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관

련서비스의 지원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들의 리질리언스 과정

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연구문제로 장애 발달 시기에 따라 장애인들의

리질리언스 과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크게 위기,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작용, 리질리언스의 결과 순으로 리질

리언스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위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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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애로 인한 심리적 문제와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차

이가 있었으나 이들에게 발견되는 리질리언스의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있어 선천적 장애인은 열등감

과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후천적 장애인들은 장애 이후 삶

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장애로 인한 좌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후천적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보다 좌절과 무기력감을 더 많이 느

낀다(Wright, 1983)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은성(2014)은 후천적 지체장애인에 대한 생애사 연구를 통해 장애인

이 된 사건 자체가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심각한 수준의 감정적 좌절을

경험한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선천적 장애인에 비해 보

호요인으로서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자체, 목표지향적인 자세 등이 강조

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비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

아 비교대상이 없는 선천적 장애는 후천적 장애인에 비해 자신의 상황에

좀 더 적응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를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력 능력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후천적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

는 한계가 선천적 장애에 비해 더욱 부각되었지만, 더욱 도전적이고 열

정적으로 삶을 마주하며,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후천적 장애인들이 리질리언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좌

절과 실망감을 극복하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에게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종류가 다르고, 영향을 미치는 위

험요인과 보호요인, 강조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같은 장애라고

하더라도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개인차와 특성에 기반한 교육과 지원방

식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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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한점 및 제언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선정된 4편의 다큐멘터리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리질리언스 과정을 일반화시켜 설명할 수 없

다. 분석 대상 다큐의 수를 추가하여 살펴본다면 이들의 분석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던 리질리언스 관련 개념과 범주 이외에 의미 있는 위험요

인과 보호요인을 밝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장하여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위기,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작용, 리질리언스

결과라는 리질리언스 과정을 제시하였으나, 세 가지 리질리언스 범주에

한정되었다. 추후 연구를 통해 Strauss 와 Cobin(1998)의 체제적 접근방

식에 따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제시된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함으

로서, 성인지체장애인의 리질리언스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선정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지체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리질리언스 과정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탐색

된 요인과 범주를 토대로 추가적인 양적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일반적 적

용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실에 기초한 다큐멘터리를 분석하였으나 다큐

멘터리의 특성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특정 부분이 부각되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삼각검증(triangulation) 가능한 대상들을 인터뷰 하거

나, 다큐 이외에 대상에 관한 다른 자료 책, 기사, 다른 프로그램 등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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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disabilities one encounters in the process of his/her life, a

person with disabilities tend to experience higher level of stress and

adversity than others without disabilities. In particular, a person with

physical disability is subject to adaptive challenges because of

negative responses and poor experiences one encounters.

However, even with similar experiences of adversity and stress,

coping with crisis and adaptation aspects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individual. There are people who can endure adversity and

high levels of stress than others, and recover to previous levels of

adaptation.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individual's resilience.

Accordingly, exploring the resilience proces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ave only experienced severe adversity and stress

and investigating the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identified in

their adaptation would provide us with quality information that can

support the successful adapt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eacher

and their fami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of human documentaries featur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look into differences in the resilience process of

congenital and acquired disabilities.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resilience process of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who overcome difficulties?

2. What are the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which are found in

the resilience process of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who

overcome difficulties?

3.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ilience process of person

with congenital and acquired disabilities who overcome difficulties?

Subject of analysis is human documentaries featuring adults with



- 58 -

physical disabilities produced and aired during the last 10 years, from

2005 to 2014. These documentaries were either aired via public

broadcasting system or winners of film awards. Consequently, four

documentaries were selected: two are subject to congenital disabilities

or others dealt with people with acquired disabilities.

In this study, the nar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documentary. Narrative expression including narration, interviews, and

non-verbal elements were analyzed. Data are analysed on the basis of

method proposed by Stauss and Corbin (1998). Therefore open coding,

axial coding, selective coding were conducted in order. Nvivo10,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analysis software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proces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used to analyzed

documentary video and transcription.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peer examination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resilience process of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consists of crisi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which results

in resilience. Crisis factors include psychological difficulties, in

particular inferiority, frustration due to the disability, and concerns

and feelings of guilt about the child's disability, fear for the child’s

future. Outcome of resilience is resilient integration includes

acquisition of expertise in their field, pride and rewarding for the job,

social contribution.

Examining the factors that appear in the resilience process,

following risk factors were monitored: physical limitations, limitations

of daily living, limits in terms of expertise due to disability, value

reduction by others, loss of educ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collapse of the home. protective factors include personal preference,

personal attitude, acceptance and adaptation of disability, taking a

serious view of family, emotional support from the fami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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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s, educational support of mother, recognition from others,

meeting others’ recognitions, utilization of tools to complement the

physical limitations, taking advantage of disability in carrying out job,

and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y.

Lastly, comparison of the resilience process of congenital and

acquired disabilities showed the same resilience outcome on the

resilience development process. However, there was difference in

categories of psychological difficulties, the time when the crisis

occurred, whether the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are

expressed, and how often those factors appeared.

keywords : physical disabilities, resilience, Nvivo, documentary

analysis

Student Number : 2013-2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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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Nvivo10을 활용한 코딩과정

1) Nvivo10을 활용한 개방코딩의 결과

개념을 코딩한 과정을 거쳐 보고된 개방코딩의 결과이다. 본 단계에

서는 개념화된 각 노드의 명칭과 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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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vivo10을 활용한 축 코딩의 결과

개방코딩의 과정이후의 선택코딩의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념을

수정, 추가, 삭제 하거나 하위 범주 내에 개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

리하였다. 선택코딩 과정을 거쳐 도출된 하위범주를 다시 상위범주로 조

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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