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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청년대안학교 드림칼리지의 사례

를 통해 장애의 개념에 대한 의미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청년대안학교에서 인류학적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정

신적 장애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정신적 장애를 둘

러싸고 어떠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부모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드림칼리지에서 대안적인 의미구성

이 이루어지는 맥락과 그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장애 개념이 가지는 함의를 밝히는 것

이다. 

먼저, 정신적 장애 개념은 학령기 교육과정에서의 이탈되고, 장애인 복지제도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구체화되고 경험되었다. 발달장애, 정신장애를 포함

하여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장애인

을 위한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임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

가가 규정하는 정신적 장애의 범주에 부합되는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정신의학 및 심리 전문가로부터 내려진 진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도는 당사자가 스스로 필요를 판단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이라는 신분을 규정하는 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복지 서비스, 시

민의 의무 면제 등의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의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장애 개념

을 둘러싼 경험에 있어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보다 그 부모가 더욱 능동적인 주체로 

만들어진다. 부모는 전적으로 스스로의 정보력과 판단에 따라 전문가를 찾아 나서고, 

자녀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당한 사회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기 때

문이다. 즉 장애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실은 장애를 가졌다고 간주되는 당사자

뿐 아니라 그 부모의 경험도 극단적으로 제약한다. 

그러나 의료적·심리학적 진단으로서의 장애는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시하는 정신적 

상태, 능력, 행동을 지시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에게 장애의 진단 기준은 모호하고 불

분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규정하는 정신적 장애의 범주는 다양한 

장애의 종류나 장애의 정도의 차이를 균형적으로 포괄하지 않는다. 드림칼리지를 이

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장애 진단이 불분명한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의료적 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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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등록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 개념의 특징은 드림칼리지가 설립되고, 여러 부모들 드림칼

리지를 찾아오게 하는 배경적 맥락으로 작용한다. 드림칼리지는 정신적 장애인을 위

한 학교가 아니며, 장애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를 운영한다. 드림칼리지는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통해 학생들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은 장애를 대체하는 단순한 

용어의 변형이 아니다. ‘어려움’은 실제로 드림칼리지의 일상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장애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에 따른 실천과 효과를 수반한다. ‘어려움’은 장애 개

념과 같이 범주를 나누어 분류하고, 구체적으로 명명될 수 있는 성질을 갖지는 않는

다. ‘어려움’은 상황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어느 개인에게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잠재적인 것

이고, 개인 외부와의 관계에 따라 가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고정적 

취약점도 극복대상도 아니다. 드림칼리지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서로 이해해야 하

고,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문제인 것이다.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열린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는 각각의 개인으로서 취

급되기보다 장애인으로서 취급되어 제한된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장애 관련 시설과 결

정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드림칼리지에서의 생활은 학생들이 의료적·심리학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되게 했던 심리·행동·능력 등을 완전히 변화시켜주지는 못한다. 학생들은 여전

히 청소년기 수준의 돌봄에서 독립하거나 자발적으로 살아갈 조건을 갖추지는 못한

다. 드림칼리지에서 학생들이 아이처럼 여겨지고, 학생들은 교사에게 의존하는 모습은 

이러한 현실을 내비친다. 드림칼리지를 벗어난 사회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장애인으로 

간주되며, 다시 부모들은 학생들이 새로이 갈 곳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

들은 드림칼리지에서 학생으로 오랜 시간 남아있으며 졸업하지 않고 있다. 드림칼리

지는 장애 개념의 사각지대를 포착하였지만, 그 사각지대를 일시적으로 메우는 역할

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드림칼리지의 대안적 의미구성의 미완과 한계는 장애 

개념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가 개인의 일탈적 속성에 대해 정의

하고 개입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개념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장

애라는 개념은 해당되는 개인들의 다양한 상태나 능력, 입장 등을 단순화하는 반면 

의료적 시각을 통해 교육이나 복지제도, 그리고 개인의 성원권에 대한 분류와 통제를 

편리하게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개입은 일탈

적 개인들에 대한 사회의 역할에 집중하지는 않는다. 정신적 장애 개념은 개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암시하면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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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지 않는 개인들을 사회 밖으로 몰아내는 데 기여한다. 즉 정신적 장애의 개념

에는 왜 사회가 장애에 대해 개입해야 하는지, 일탈적 개인 및 일탈 현상에 대한 사

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찰과 실천 방안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드림칼리지에서 이루어지는 의미구성의 사례는 ‘어려움’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환대받는 공간, 사회다운 사회가 제공되었

다는 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드림칼리지의 사례는 개인에게 사회가 어떠한 역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과 일탈 현상에 대한 사회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정신적 장애, 장애인 복지, 장애 진단, 장애 등록, 장애 개념, 
장애 경험, 장애인 부모, 대안학교

학  번 : 2013-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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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연구참여자들이 속해있는 집단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식별

할 수 있는 내용은 최소로 담았다. 연구일지 및 면담 사례 인용의 내용에서 다른 연

구참여자가 언급될 때는 논문에서 사용된 가명이 아닌 알파벳을 이용한 가명을 사용

하였다. 알파벳으로 처리된 가명은 사례마다 무작위로 부여하였다. 면담자 정보를 기

재할 때 학생과 교사들의 나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진단명, 자녀의 진단명 

역시 포함하지 않았다.  

 

● 연구참여자들과의 면담내용을 인용할 때, 문맥, 어조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와 발화자의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 추가적인 표시를 가하였다. 인용

문의 강조는 저자가 인용하는 목적의 핵심적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인용 

부호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 저자의 부연 설명 

[...] 저자의 생략 

[***] 청해가 불가능하여 누락된 소리  

... 말 흐림 

...... 침묵

- 음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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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질문 및 배경 

본 논문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정신적 일탈을 다루는 개념으로서의 정신

적 장애 개념과 이에 대한 대안적 의미구성의 사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

서는 정신적 장애 개념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되고 그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

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장애가 아닌 대안적 의미 구성을 실천하는 드림칼리지의 사례

를 검토함으로써 장애라는 개념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라는 개념은 개인의 기능적·신체적·정신적 결함이나 한계를 나타

내는 의미로 쓰이는데, 장애는 크게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고용이나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장애는 외부장애, 내부장애 그리고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진다.1) 본 논문에서는 신체

적 장애와 구분하여 심리적, 지능적, 행동적 장애 전반을 의미하는 정신적 장애에 집

중하는데, 여기에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가 포함된다.2)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장애는 주로 개인적·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되어 그 진단

에서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정신의학 및 심리학 전문가들의 개입과 판단이 당연시 

된다. 그러나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 갖고 있는 권위와 달리, 철학·사회학·여성학·인류

학과 같은 학문분야에서는 장애에 대한 의료적인 개입 방식을 특정한 시대적·지역적 

산물로 해석하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장애를 둘러싼 역사적·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이 함께 지적되어왔다. 즉 정신적 장애라는 개념은 어느 사회에서

나 나타나거나, 어느 사회에서나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인

류학에서도 정신적 일탈이나 장애는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관심 주제였는데, 일찍이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사회마다 기대되는 정상적 행동양식이 다르다는 점

1) 외부장애는 신체 외부의 장애를 뜻하는 것으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그리고 시
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일컬으며 내부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등의 신체 내부 기관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지적장애란 과거 ‘정신지체’라고 일컫던 명칭이 2007년 바뀐 것으로 지능지수가 낮은 경우
를 말하며, 자폐성장애는 과거에 ‘발달장애’라고 일컬어졌던 자폐증에 따른 장애를 지칭한
다. 정신장애로는 대표적으로 조현병(과거의 정신분열증),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우반복성
우울장애(우울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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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면서 ‘비정상(the abnormal)’이라는 판단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고 보았

다(Benedict 1934).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가 어떻게 규정되고 장애

에 대한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자 하며, 이를 통해 오늘

날 한국 사회에서 장애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조명해나가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장애인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법률과 정

책에 의한 관리 및 보호의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 2012). 장애 개념의 이러한 속성

을 고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학자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이다. 푸코는 여러 

편의 저작을 통해 정신적 장애의 인류학적 연구에 여러 다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가장 먼저 서구에서 근대 이후 나타나는 광기(madness) 개념의 변화에 대해 다룬 사

례를 들 수 있다(푸코 2003[1961]). 17세기 이전 신비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던 광

인이 17세기 이후 병자, 빈민 등의 사회 일탈자들과 함께 비이성의 상징으로 분류되

면서 대감금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면, 18세기 말 이후에 광인은 과학적 지식의 형

성과 함께 환자로 규정되어 교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의료적 개입 대상으로서의 정신적 장애라는 규정, 그리

고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의 장애인이라는 규정을 둘러싼 근본적 배경을 들추어낸다. 

정신적 이상의 의료화라고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이러한 현상의 역사적 맥락

은 장애와 같은 시대적 구성 개념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푸코는 18세기 이후의 임상의학(clinical medicine)의 탄생이 개인

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내고, 개인에 대한 언어와 지식을 조직해낼 수 있는 중심으로 

발전해나간 과정에 대해 다루었다. 이는 근대적 과학담론으로서의 정신의학의 등장과 

확산을 설명해주며, 오늘날 정신의학 및 심리학이 심리를 통하여 개인을 이해하는 과

정에서 가지는 사회적 권위와 그 영향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도록 한다(푸코 

1993[1965]).  

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성격을 논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학자는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이다. 고프먼은 장애와 같은 낙인(stigma)은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사회관계 속에서 개인들의 행위를 통해 조절되고 관

리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낙인관리를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

성으로 보았으며, 낙인자(stigmatized)가 아닌 정상인(normals) 역시도 낙인의 경험에 

놓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논의는 낙인자와 정상인은 실제로 다른 속성을 가진다

기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 낙인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낙인자가 곧 일탈자를 의

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개인의 일부분인 특정한 속성이 사회에서 

장애와 같은 낙인으로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이 실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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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프먼 2009[1963]). 또한 고프

먼은 여러 대면적 상황을 통해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개인들은 체면이 깎이고, 가

시적으로 보이는 이들의 일부 속성은 상대방에게 발견되면서 개인에 대한 존중은 훼

손되고 모욕이 발생한다고 보았다(Goffman 2013[1967]). 이는 장애라는 개념이 그것

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신적 장애는 어느 사회에서나 단일하게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며,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 장애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은 데는 나름의 역사적·사회문화적 맥락이 존재한

다. 또한 장애라는 개념이 확립되고 활용됨으로써 파생되는 결과 역시 사회의 다양한 

현실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의료적·심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실제로 

정신적 장애 개념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의료, 가족, 교육, 인간관계, 복지 정책 등의 

복잡 관계 양상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경험과 실천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구분과 일탈의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과 그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개입과 다른 대안적 실

천을 시도하는 교육기관과 이를 운영하고,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사례에 대해 현지조

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로 다루고 있는 드림칼리지는 정신적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 방식을 바탕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운영방식과 이 시설

의 존재 자체도 관련분야에서나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

적으로 나타나는 장애 개념과 다른 대안적 의미구성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기존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방식을 비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

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대안적 시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다루는 것은 장애 개념에 

가려진 다양한 주체들의 실천 양상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

에서 설정하고 있는 연구 질문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장애에 관한 개념이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은 무엇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개입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가? 

둘째, 정신적 장애 개념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겪는 사회적 개입 경험은 어떠하며, 대

안적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들은 왜 이러한 시설을 택하게 되는가?  

셋째, 드림칼리지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장애와 다른 대안적 개념의 내용과 특징은 무

엇인가?

넷째,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장애 개념을 둘러싼 경험과 대안적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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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당사자들의 경험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알 수 있는 장애 개념의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탈적 개인에 대한 분류와 구별

의 사회문화적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관계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

히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사회에서 정신·심리·행동·기능 등

의 측면에서 개인이 결함이 있거나 한계적인 존재로 규정되고 취급되는 질서가 작동

하는 원리와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들의 대응 및 실천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장애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소개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대안대학교 드림칼리지(가명)와 그 구성원 및 학부모들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드림칼리지는 비인가 청소년대안학교5)를 모기관으로 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작업장 학교’이다. 드림칼리지는 만 18세부터 입학이 가능하나, 

학생들은 대부분 만 19세 이상의 성인들이다. 이 시설은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

영하지는 않지만,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진단이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학생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 기관의 운영진

은 ‘선생님’으로 불리는데 이들은 시설의 행정적인 업무 뿐 아니라 일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본 연구의 또 다른 핵심 참여자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들을 교사로 칭하고자 하며, 연구기간 당시에는 상근교사 2명과 파트타임 교사(주 3

일 근무) 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한 학기당 10명가량의 자원교사가 규칙

적으로 활동을 한다. 학생들은 자원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를 ‘쌤’이라고 부른다.  

드림칼리지는 서울시 내에서 주거지역의 성향이 강한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있으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다. 학생들은 서울 각지에서 거주하며 모두가 대중교통

5) 한국의 대안학교는 크게 교육 관계 당국의 인가를 받은 특성화 및 위탁형과 같은 인가 대안
학교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안교
육백서 : 대안교육 10년을 돌아보며.1997-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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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총�재학생

10� 명 8� 명 18� 명

<표 1> 재학생 성별 

대학·전문대�입학�및�졸업
고졸

(대입�검정고시�포함)

중졸

(고입� 검정고시,�

대안학교�졸�포함)

3� 명 8� 명 7� 명

<표 2> 재학생 학력  

을 이용하여 스스로 통학을 하고, 일부의 학생들은 서울 근교 수도권에서 통학하기도 

한다. 연구기간 당시 재학생들의 성별은 남학생이 10명 여학생이 8명이었다(<표 1>참

조). 시기에 따라 재학생들의 성비는 다르지만 대체로 남성이 더 많았으나 뚜렷한 성

비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연구기간 당시 재학생 중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학

생은 3명이었으며, 고졸(대입) 검정고시를 포함하여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학생은 

8명이었고, 그 외에는 대안학교 졸업이나 일반 중학교 졸업 등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

다. 또한 18명 재학생을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은 9명이었다(<표2> 

참조). 

 

이 중 장애인 등록과 관계없이 우울증, 조울증, 틱장애(tic disorder), 조현병, 정서

장애 등의 정신질환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7명 정도이며, 나머지 학생은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관련 진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능검사, 인지 및 발달 검사 

결과 지적·발달 장애의 범주에 있는 학생은 ADHD, 틱장애, 불안장애, 성격장애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동시에 가지기도 하며, 조현병.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진단이 있

는 학생의 지능검사 결과가 지적·발달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는 등 정신장애와 지적·발

달장애는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진단이기도 하다.6) 정신장애와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등의 중복 진단이 있을 때 학생의 상태를 설명하는 진단명으로 주로 어떤 장애를 이

용하는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6)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의 진단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중진단이라는 개념이 사용되
기도 한다(김헌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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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한 학기 당 20명 이내의 학생이 재학해온 드림칼리지 학생들의 지적능력이나 

정신질환 증상의 정도는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람들과 일

상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나, 친밀감이 깊이 형성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화를 잘 하지 않거나, 특정한 사람들만 제한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한 연구자가 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는 주로 상대방이 사용한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

는 반향어로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제한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한 학생도 있었다. 학

생들의 인지 능력, 지적 능력 및 작업 능력 역시 개인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수

업 시간 중에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각 수업의 담당교사나 

주로 자원교사인 보조교사가 개별적인 지도 및 개입을 하곤 한다. 또한 수업에 따라

서는 그 수업에 더욱 익숙하거나 수업 내용에 숙달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돕기도 

한다. 

드림칼리지는 2008년부터 부분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사업을 시작한 뒤, 2010년 

공식적으로 개교 하였다. 드림칼리지의 모델이 된 것은 청소년 대안학교인 꿈학교(가

명)로 꿈학교는 지금도 드림칼리지와 같은 건물에 있으며, 두 시설 모두 한 사단법인 

아래에서 총 책임자를 교장선생님으로 두고 운영된다. 드림칼리지의 내부적 운영은 

드림칼리지 교사가 전담하지만 드림칼리지와 꿈학교는 동일한 법인시설이고, 교사들

은 모두 한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기 때문에 운영의 관리 및 행정은 꿈학교와 함께 이

루어지는 부분도 있다. 그밖에 연말에 이루어지는 후원행사, 학기 마무리 행사는 꿈학

교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간이나 가구, 악기, 등의 일부 물품을 대여하는 

등의 교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주요 일상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드림칼리지의 학사일정과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마다 다르게 구성며, 3월과 9월

에 개강하고, 7월~8월, 12월~2월 기간은 방학기간이다. 그러나 방학 기간 중에도 방

학특강, 동아리 활동, 신입생 예비학교 등이 운영되어 실질적인 방학기간은 일반 대학

교만큼 길지 않다. 

지금까지 드림칼리지에서 근무한 상근 교사는 사회복지, 상담분야의 전문가도 있지

만 대학에서 공학이나 사회과학 등 정신적 장애나 사회복지에 관련 전문 분야 외의 

전공자도 있다. 정신적 장애나 복지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대안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나 대안교육 현장에서의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각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외부의 강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상근하는 교사들이 충당한다. 한 수업

을 담당하는 외부의 강사는 자원교사로 분류되지만 교통비 정도의 강사료를 매달 지

급 받는 경우가 많다. 상근교사들은 수업 외에 행정 실무, 학생 상담·관리, 수업 외의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등 모든 일상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적 부담이 큰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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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부 강사는 음악, 영어, 원예치료, 목공예, 생활공예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이며 알

음알음으로 드림칼리지에 오게 된 경우가 많고, 이들의 활동 기간은 한 학기에서 3-4

년까지로 다양하다. 주로 보조역할을 하는 자원교사에게는 강사료는 지급되지 않으며, 

보조교사는 자원봉사활동인정(VMS) 프로그램에서 인정받기 위해, 봉사활동 수업과목

으로, 자원봉사 동아리를 통해 참여하는 대학생이 많다. 

드림칼리지에 다니는 재학생들의 가정환경 역시 개인별로 상이하나,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경제적 환경이 안정적인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드림칼리지의 이용

비용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0만 원 정도로 저렴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적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학생들도 드림칼리지에 재학하였으며, 교사들이 사설 

재단에서 제공하는 개인 장학금을 학생이 수여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기도 하였다. 

드림칼리지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사정

이 있을 때 교사들과 교류를 하곤 한다. 그 외에도 학기말 축제, 후원 행사에는 가족

이 초대되며, 5월에 이루어지는 ‘가족행사’는 가족과의 교류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

는 특별행사이기도 하다. 또한 이전에 꿈학교를 다녔거나 졸업한 학생들의 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학부모 자조모임이 있으나, 이 모임 구성원 중 드림칼리지 재

학생의 부모는 소수이며, 이 모임은 드림칼리지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지는 않는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민족지적 연구방법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참여관찰, 비공식적 

면담, 심층면담, 초점집단 면담 및 문헌연구가 활용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개인적인 

관심으로 2010년부터 드림칼리지에서 자원교사로 활동해 오면서 일부 구성원들 및 

운영진과 기본적인 라포(rapport)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계획을 세운 이후, 연

구자는 기관 측과의 상의 끝에 2015년 2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조사 

수행을 허락 받았다. 기관에서 내려준 공식적인 허가를 통해 연구자는 매주 4~5일 

동안 출근하면서 폭넓은 참여관찰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두 개의 수업과 두 

개의 실습활동에서 전담 교사로 활동하였고, 두 개의 수업에 보조교사로, 그 외의 일

상 및 주요 행사(가족행사, MT), 외부활동 등에 동참하였다. 그 외에도 드림칼리지의 

모기관인 청소년 대안학교 꿈학교의 학부모 자조모임으로 형성된 울타리 모임(가명)

이 주최하는 강좌 및 뒤풀이에도 참석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연구자는 일상에서 드러

나는 구성원들의 관계 양상, 드림칼리지의 운영 논리,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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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장애 개념을 둘러싼 인식 등을 관찰하고 매일 조사일지를 작성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일상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사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교사로서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나 인식의 변화 역시 연구일지를 통해 기록하였고, 이러한 연구자의 직

접적인 체험은 논문에서 이루어진 분석에서도 드러나기도 한다.  

심층면담을 위한 참여자는 서울대학교 IRB의 권고에 따라 연구 참여모집 안내문을 

통하여 모집하였으며, 서면 동의서 작성을 통해 개인적인 참여의사를 다시금 확인하

였다. 이를 통해 총 8명의 학생들과 5명의 부모(어머니), 그리고 5명의 교사와 심층면

담을 진행하였다(<표3> 참조).7) 

학생 및 교사와의 심층면담은 방과 후에 빈 교실이나 기관 내의 공간을 이용하여 

매회 1-2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그 외에 자원교사나 어머니들과의 심층면담은 참여자

의 일정과 선호에 따라 카페, 공원, 식당 등의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녹취를 원하지 

않는 한 명(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내용 전체를 녹음하

였고 이후에 연구자가 녹취를 문서로 전사하였다. 또한 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

점집단 면담을 1회 진행하였다. 초점집단 면담에서는 장애 규정에 대한 입장이나 생

각, 드림칼리지의 의미, 학생들이 현재 경험하는 주요 문제 등을 질문하였는데, 토론

의 형식으로 대화함으로써 참여자들 간의 생각의 일치나 차이, 그리고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 관련 제도와 정신적 장애를 둘러싼 전문 지식 자체

가 분석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문헌분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정신의학 

서적이나 심리학 서적, 심리학회, 의학신문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나

타나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개입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신적 

장애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사회복지학, 심리학, 특수교육학, 행정학 등의 논문을 참고

하였다. <의료법>,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여러 관련 법률은 정신적 장애에 

대한 개입 주체들의 법률적 지위를 분석하거나, 한국 사회의 장애, 사회적 성원권에 

대한 제도적 규정에 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참고 되었다.    

7) 드림칼리지의 학생들이 모두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독
립성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심층면담에 참여하기 위해서
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얻는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8) 이 표에 기재되어있는 진단명이나 병명은 현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명이거나, 장애등

록의 주 사유가 되었던 진단명이다. 면담참여자을 포함한 학생들은 주요 진단과 함께 
ADHD, 틱, 발모광, 인격장애 등 부수적인 의학적인 진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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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구분 성별 나이

면담

횟수
병명/진단명8)

장애등록

여부

1 학생� 여 23 2 정신장애� X

2 학생� 남 20 2 지적장애� O

3 학생� 남 27 2 정신장애 X

4 학생� 여 24 1 지적장애 O

5 학생� 남 23 1 자폐성�장애 O

6 학생� 여 21 1 지적장애 X

7 학생� 남 22 2 자폐성�장애 O

8 학생� 남 21 1 지적� 장애� O

9 모 남� (자녀) -9) 1 지적� 장애 O� (자녀)

10 모 남� (자녀) - 1 정신장애� X� (자녀)

11 모 남� (자녀) - 1 자폐성�장애 O� (자녀)

12 모 남� (자녀) - 1 자폐성�장애 O� (자녀)

13 모 남� (자녀) - 1 자폐성�장애 O� (자녀)

14 상근교사 여 36 1 - -

15 상근교사 여 28 1 - -

16 파트타임�교사 여 28 1 - -

17 자원교사 여 23 1 - -

18 자원교사 여 40 1 - -

<표 3> 심층면담 피면담자 목록

 

9) 일러두기에서 언급하였듯이 면담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전체 집단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부모
들의 나이는 면담내용에서만 언급하여 연구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식별할 수 없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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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정신적 장애의 사회문화적 성격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는 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오염의 메타포를 통해 사회

에서 오염과 같은 변칙(anomaly)의 범주가 위험으로 해석되는 것과 같이 사회적 오

염(social pollution)의 범주가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더글라스는 각 

사회마다 나름의 논리적 상징체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Douglas 2005[1966]). 이는 

서구의 관점에서 원시적(primitive) 사고를 가진 인종에게는 원시적 문화가 따로 존재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60년대 이전의 시대적 담론에 반박하는 것이었다. 더글라스

의 논의는 원시문화의 금기와 의례적 실천에 대한 편견을 원시문화에 대한 환상

(fantasy)이라 비판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오염이 곧 위험(danger)을 상징하는 사회

적 질서(social order)로서 작용한다는 것에 주목했다는 점은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더글라스의 논의를 통해 사회에는 논리적 상징체계의 위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상징체계의 위계가 그 사회 내의 성원의 위치를 규정한다는 

점에 천착한다. 정신적 장애는 한국 사회에서 병리적인 속성,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의 위험적 요소를 가진 변칙의 범주로 간주되곤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정

신적 장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구성원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

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변칙의 범주로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를 통해 개인

과 사회가 관계하는 방식의 일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철학적·사회학적 이론적 논의를 검토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장애인과 같은 비정상의 규정과 그에 대한 특유의 개입의 방식을 근대 이후의 권력의 

특성의 한 양상으로 설명한 푸코의 관점이며, 두 번째는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낙인이

라는 사회적 효과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형성되고 관리되는 것으로 해석한 고프먼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논의이다.   

푸코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근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정치경제학을 주된 지식 형태로 삼으며, 안전장치를 주된 기술

적 도구로 이용하는 국가의 관리 시스템과 정치 전략의 특성을 설명하였다(푸코 

2011: 162-163). 특히, 통치성을 가진 생명 정치 전략은 일상의 미시적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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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인 자기통치의 실천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생명권력은 주권권

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18세기 유럽에서 생의학적 시선으로 개인의 신체가 인구 및 

보건 정책의 대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생명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생산

적으로 육성하는 거시적 권력이라는 점이 특징이다(푸코 2012). 이러한 분석은 오늘

날 사회복지 및 보건 개념을 통해 국가가 개인의 건강에서부터 삶 전체에 미시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현실을 잘 설명해주며,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에 대한 

행정적 개입과 복지적 개입에서 나타나는 관리와 통제의 성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

반면 고프먼의 논의는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인격에 대한 인

정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개인들 사이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해 의례의 규

칙(ceremonial rules)이 작용하며, 이러한 규칙을 수행함으로써 자아로 연출되고 드러

남으로써 개인은 인격적 존재로 여겨진다고 설명하였다(고프먼 2013[1967]). 이러한 

논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면적 상황에 적용되지만, 고프먼은 특히 정신병 환

자가 병원에서 수용되면서 접하는 의례규칙을 통해 정신적 장애인에게는 자아를 연출

할 수 있는 의례적 토대가 어떻게 박탈될 수 있는지에 주목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이 자아를 지니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었다

(Goffman 2007[1968]). 

푸코는 권력이 소유되거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있는 것으로 봄

으로써 규율과 통제의 권력구조 속에 있는 개인의 미시적인 자기통치는 정해져있는 

결과라는 예측을 하게 한다. 이러한 접근은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는 거시적인 생명권

력이 작동한다고 전제하여, 사회에서 개인이 사람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생명권력이 

개인의 미시적인 영역까지 침투하여 규율의 대상으로, 조절과 통제의 대상으로 발전

해 나가는 근대 사회의 역사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거시적인 국가 단위에서 체계화 

되어 있는 권력적 구조가 개인에게 침투하는 영향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다. 본 

연구에 있어서 푸코의 논의는 정신적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제도가 가지는 표면적인 

목적이 실제로 사회에, 그리고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험과 거시적 권력구조 간의 밀접

한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고프

먼은 미시적인 일상의 차원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면행동을 통해 사

람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진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시각은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의

례적 규칙과 특별한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구조나 문화적 관행 

등의 배경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실제로 사람과 사람의 대면을 통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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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자아 등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장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경험적 차원에 대한 고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족지적 사례를 통해 정신적 장애가 사회

적으로 의미화 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개인을 위치 지어

지게 하는 원리를 각기 다른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논의가 한국 사회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규정과 개입을 통해 나타나는 함의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각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론적 관점이 기여하거나 놓치는 바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인류학에서의 비정상 및 정신적 이상(異常) 연구 

타자(others)에 대한 연구가 주요 주제로 여겨져 온 인류학에서 비정상, 일탈에 대

한 논의는 놓칠 수 없는 주제이다. 비정상이 문화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한 베

네딕트(Benedict 1934)의 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문화와 인성학파’에 속한 심

리인류학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일탈의 문제를 각 사회가 지니는 

특수한 환경 및 사회관계의 성격 속에서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김주희 2012). 그러

나 한 사회 속의 타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의 문제는 인류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여겨

지면서도, 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아왔다(Edgerton 1984; 

Reid-Cunningham 2009). 특히 로버트 에저튼(Robert Edgerton)은 일탈이 주로 심리

학, 정신의학 사회학만의 관심대상이었으며, 인류학계서도 1950~60년대 일탈적인 사

람을 사회의 불균형으로 인식하면서 일탈에 대한 ‘무언가’가 논의되긴 하였지만 일탈

을 어떤 과정이나 사회적 현상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인류학에

서는 일탈적인 사람과 일탈적인 행위(acts) 두 차원 모두를 주목해야 하며, 이때 사회

문화적 환경과 마찬가지로 일탈자 그 자체에게도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Edgerton 1980). 에저튼은 다른 전문 분야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장애에 대한 인

류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동시에 그 가능성을 심리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보

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에저튼의 연구 사례로는 네 개의 동아프리카 부족 사회에서 

정신질환(mental disorder)을 의미하는 언어의 차이와 정신적 질환에 대한 믿음

(belief)에 있어서의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를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Edgerton 

1966, 198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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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전반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사회문화인류학, 의료인류학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장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다

양한 민족지적 연구사례가 나타난 것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한다

(Reid-Cunningham 2009). 노라 엘렌 그로스(Nora Ellen Groce)는 미국의 도서 지

역인 마서즈 비니어드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개념이 사실상 실재하지 

않는 사회를 보여줌으로써 본질적인 속성으로 여겨지는 장애라는 개념 자체가 문화적

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장애에 대한 관점의 전환 가능성을 증명하였다(그로스 

2003[1985]). 또한 척추종양으로 인해 갑자기 장애인이 된 인류학자 로버트 머피

(Robert Murphy)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지식인이라는 사회적 지위

를 가진 자신이 장애인도 환자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닌 경계적(liminal) 위치에 처한 

위치성에 대해 분석하면서 장애가 사회에서 경험되는 차원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기

여하였다(Murphy 1990).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제인 정신적 이상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의 사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신과 의사이자 의료인류학자인 아서 클라인만(Arthur 

Kleinman)의 연구들은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는 정신적 장애를 의료화

(medicalization) 문제로 봄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맥락과 그 결

과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Kleinman 1982, 1987). 특히 클라인만은 자연과학적 패

러다임에 기초한 정신의학이 정신 혹은 심리를 지나치게 의료화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사회통제(social control)의 대상으로 만들고, 개인의 정신적 고통은 사회적 맥락이 제

거된 채 사소한 질환으로 축소되어 버린다고 지적하였다(Kleinman 1987). 이러한 논

의는 한국 사회에서의 정신적 장애와 의료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정신적 장애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민족지 연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낸시 셰퍼-휴즈

(Nancy Scheper-Hughes)가 아일랜드의 조현병(schizophrenia) 환자의 증가현상의 역

사적 맥락과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특유의 문화적 반응을 다룬 것을 들 수 있다. 셰

퍼-휴즈는 아일랜드 농촌에서 나이가 많은 막내 남성들에게 조현병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였다. 1960-70년대 아일랜드에서는 중소도시

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촌의 여성과 장자들은 외부로 유출되었고, 강제적으로 남게 

된 막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온 노

인 또한 성가신 존재로 여겨지고, 노인의 정신질환 진단도 증가했다. 아일랜드 농촌 

지역에서 증상이 얌전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나타난 남성 조현병 환자들은 지역 사회

에서 크게 문제시 되는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성적인 충동을 보이거나 부모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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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위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성향이 나타나는 남성 환자들은 지역사회에서 배척

되어 강제 입원의 대상이 되었다(Scheper-Hughes 2001[1979]). 셰펴-휴즈는 이와 같

은 조현병을 마주하는 문화적 반응을 통해 조현병에 대한 낙인이 형성되고 해석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정신질환의 유병률과 아일랜드 사회문화의 상호적인 관계에 대해 고

찰하였으며, 이 연구는 당시 아일랜드 농촌 지역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현

실의 문제를 파악하게 해준다.  

다음으로는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정신적 장애인, 특히 조현병 환자와 환자들의 커

뮤니티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Nakamura 2013). 일본 홋카이도의 

지역의 한 마을에 위치한 정신적 장애인 지역공동체에 대해 이루어진 이 연구는 정신

질환 환자를 지역 차원에서 수용하는 대안적 시설의 모델로서 이 사례를 다루고 있

다. 한 마을의 작은 교회당을 기반으로 시작된 이 장애인 공동체는 주로 조현병 환자

를 포함한 정신질환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연구자는 정신질환 환자가 약물을 과잉

처방 받고, 과잉 입원치료 되어 왔던 역사적 배경 하에서 문제의식을 가진 의사와 사

회복지사 몇몇 개인이 대안적인 접근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된 과정을 추적한

다. 또한 그룹 홈, 작업장, 상점, 데이케어 센터 등의 여러 분리된 시설을 포함하고 

치유와 노동이라는 사회적 활동이 동시에 추구되는 독특한 운영방식을 분석한다. 저

자는 이를 통해 작은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이 시설이 일본 사회에서 보다 많이 노출

되고, 사회적 참여를 넓혀 가면서 일본 사회에서의 정신적 질환에 대한 사회적 반응

과 정신 질환 환자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까지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

하였다.

이러한 민족지적 연구 사례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일탈 중 하나로 정신적 이상

이 각 사회가 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작업은 사회마다 다르게 개념화되고 다루어지는 정신적 이상의 모습들을 통해 

그 사회의 역사적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며, 일탈

을 둘러싼 여러 차원의 사회적 관계 속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3) 한국의 정신적 장애 연구

정신적 장애를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고 있는 분야로는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보건학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특히 본 연구의 연구질문과 

관련 있는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신적 장애 개념이나 담론을 다루거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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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그 부모들의 경험에 대해 다룬 연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

는 성인 정신적 장애인의 대안적 고등교육 사례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고등 교육에 대

해서 다루고 있는 연구도 나타난다. 본 소절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의 특성과 

이들 연구와 본 연구가 가지는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담론이나 정신적 장애를 둘러싼 전문적 개념에 대해 검토하는 연구를 살

펴볼 수 있다. 먼저 법학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법령을 통해 정신질환자라

는 범주가 어떻게 규정되며, 여러 법률 속에서 정신질환자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다

루는 연구가 있다(신권철 2010). 이 연구에서는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정신질환 진단 

자체는 법률적 효과를 일으키지 않지만, 그 진단이 개인의 기능을 판단해야 할 때 법

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신질환 판정의 기준에는 전문성과 객관성 등이 확

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저자는 각기 다른 법률 속에서 정신질환자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맥락이 다르고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통일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개인의 ‘기능저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선정을 위한 도구 개념

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개별적인 사람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제

한하는 도구로서 정신질환자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정의 한계와 문

제점을 지적하며 정신질환자라는 개념을 재고찰한다는 점에서 장애 개념 자체가 가지

는 의미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법률상으로, 그리고 법률적 해석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의 개념에 문제제

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당사자들의 일상을 통해 경험되는 장

애의 현실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 밖에도 특수교육학적 관점을 통해 기존의 장애담론에서 나타나던 전문가 중심주

의에서 보다 최근 당사자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대해 검토하는 

연구의 사례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입방식을 고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 

성격과 의미를 고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곽정란·김병하 2004). 아울러, 정신장애인

의 관리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재활 개념에서 나아가 정신장애인을 정신건강서비스의 

소비자로 보는 회복 개념이 등장한 것에 주목하여, 회복개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

석하는 연구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입 방식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문적 개념의 

의미를 검토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장애를 둘러싸고 있는 전문적 개념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의미를 검토하고 실용적인 지향성을 제시하지만 개인

을 설명하는 한 개념으로서의 장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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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과 같이 정신적 장애인의 경험이나 그 보호자

의 경험에 대해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인류학의 민족지적 연구방법과 

유사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이와 같은 연구는 주로 간호학, 정신보건학, 

특수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그 예로 정신적 장애인의 부모의 

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 정신적 장애인의 약물복용 혹은 낙인 경험에 관한 연구, 또는 

취업이나 직업생활, 혹은 자기결정 경험 등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를 들 수 있다(김수

진 2015; 김진숙 2015; 정선아 2015; 신빛나·이준우 2014; 현명선·김영희·강희선·남

경아 2012; 박정원·임화윤 2012; 조상미·김경희·최미선·백은지 2012; 임영선·하양숙 

2009).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정신적 장애를 둘러싼 보다 장기적인 경험과 그 경험과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기보다는 특정한 개입 방식에 대한 경험을 효과적인 측면

에서 평가한다. 또한 정신적 장애인 부모의 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들 역시 그 경험을 

둘러싼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인 배경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재활적 접근을 

하고 있는 복지 현장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 왔다. 그 예로 먼저 장애인의 고등교

육의 현황에 대해 다루거나 고등교육 현장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개인적 배경과 경험

을 통해 교육 모델을 평가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강종구·김영표 2010; 김동일·이태

수·김익수·김혜영·박유정 2004). 또한 사회복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정신재활서비

스가 재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 서비스 이용자들의 관점에 주목하여 사회

복귀시설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참여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 연구 등이 있다(김이영 2006; 김연희·하경희 200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당사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비판

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서비스나 사회복지 담론이 가지는 그 의미 자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신적 장애를 다루는 기존의 전문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에 대한 이

론적 접근 방식과는 달리, 일상적인 경험의 삶의 주체들의 관점을 중시하는 인류학적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장애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사회문

화적 맥락과 이러한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주체들의 경험을 통해 장애라는 개념의 의

미 자체를 검토한다. 특히 장애라는 의미를 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한

국 사회의 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대안적인 의미가 구성되는 방식

을 검토함으로써 장애가 가지는 사회문화적 함의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

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푸코와 고프먼의 이론적 설명틀을 참고하여 한국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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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신적 장애라는 의미와 그에 대응하는 대안적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적 이상의 상태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위치하게 되는가를 

밝혀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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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사회에서의 정신적 장애에 관한 접근

 1. 의료·심리학적 진단과 치료 대상으로서의 정신적 장애

한국 사회에서 장애는 의료적 진단명으로 이용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사회복지 서

비스의 대상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개인의 법률적 능력의 제약을 규

정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장애가 의학·심

리학 분야를 통해 진단되고, 치료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제도적 맥락을 살펴볼 것 

이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장애 개념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장애 개념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 차원의 장애 분류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

(이하 WHO)가 제시하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는 국제질병분류기준(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이하 ICD)과 비

교하여, 보다 포괄적인 건강의 문제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결과 등을 규정하는 

기준이다. 질병분류기준이 전적으로 의료적 관점에서 건강상의 병리를 기준화하는 것

이라면 기능장애건강분류는 질병으로 인한 파생적인 결과,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하는 

사회적 환경에도 주목하는 것이다. WHO가 처음으로 장애에 관한 분류 기준을 공표

한 것은 1980년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분류기준은 국제장애분류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이라고 하여 손

상(impairments),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s)의 세 차원으로 장애를 보았

다. 반면 현재의 ICF에서는 장애를 신체의 기능(Body Functions), 신체의 구조(Body 

Structure), 활동과 참여(Activities and Participation), 환경적 요소(Envrionmetal 

Factors)의 네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은 의학적 진단 방식

과 선진국 중심의 장애 정책과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해 온 것으로, 

장애를 기존에는 보다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생물학적 기준을 기반으로 보았다면 점

차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김도현 2009).  

정신의학에서 사용되는 장애라는 용어는 영어의 disorder로 인간의 의식, 행동, 사

고, 언어, 기억, 지각, 감정, 지능, 성격 등의 세부적 병리적 증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용되거나, ‘신경인지장애’, ‘우울장애’ 등의 진단명, 즉 그 자체로서 병명을 의미하기

도 한다(민성길 외 2015). 신체관련 의학 분야에서는 장애라는 용어보다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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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이나 질환(illness) 등의 용어가 더 흔히 나타난다. 또한 신체에 대해서는 ‘탈

골’,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이 생리적, 물리적 이상이나 증상 그 자체가 병명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과 달리 신체는 체액 등 신체 밖으로 추출하여 수치화할 

수 있는 직접적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10) 즉 신체에 대해서는 신체의 물리적·화

학적 상태를 측정하여 병리적 상태로 규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 밖의 상태 

자체를 병리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 및 질환 등의 명명방식이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인간의 정신적 상태나 행동은 몸의 물리적·화학적 대상을 통하여 측정하

기 어렵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가지는 심리상태, 사회 내에

서 문제가 되는 행동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병리의 여부가 평가된다. 이는 정신

의 상태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대상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정신적 병리의 원인에 관한 지식이 신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

다(ibid.: 191). 이와 같은 이유로 정신적 상태에 대해서는 증상에 따라 분류하는 분

류법과 장애라는 명칭이 더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정신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행동, 기억, 감정, 성격, 지능 등의 이상은 개인의 몸에 한정된 차원에서 나타나는 증

상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문제라는 점을 방

증한다. 

따라서 누군가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사회문화적

으로 형성되는 것은 개인의 정신, 행동 등에 대한 의료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의사가 가지는 사회적 지위는 도덕적 기

업가(moral enterpreneur)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의사의 진단은 개별적인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가치를 창출해내며, 개인의 

정신이나 신체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을 가지기 때문이다(Friedson 1970). 정신의학 전문의들이 정신질환을 끊임없이 창조

해내고 특정한 질환을 유행시키기도 한다는 일각의 비판은 의학이 가지는 이러한 특

성과 맞닿아 있다(앨런 프랜시스 2014; 김경림 2013). 

그렇다면 전문적·의료적 개념으로서의 정신적 장애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도덕적 가

치를 창출하며, 정신적 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짐으로써 당사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정신의학에서 병리적 증상으로 보는 장애는 그 범주와 세부항목이 매우 다양

10) 질병과 질환의 차이를 살펴보면, 질병은 외형적인 임상 현상으로서 병리학적으로 규정되는 
신체적 기능변화, 감염 등의 임상 징후를 의미하고, 질환은 보다 넓은 의미로 건강의 변화
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인식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Brown and Barre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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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의학적으로 ‘장애’라고 불리는 모든 증상이 한국 사회에서 장애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건이나 복지 관련 법률 등 다른 사회적 제도를 

통해 인정되는 차원을 뜻한다. 

의사들은 <의료법>을 통해 의료인으로 자격을 부여받으며, 이 법률을 바탕으로 인

정받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대통령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전문과목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포함되

는데, 발달장애, 정신질환 및 장애, 지적장애 등을 담당하는 전문과목이 바로 과거에 

‘정신과’라고 칭해져 온 정신건강의학과이다.11) 정신의학 전문의들은 의료현장에서 발

달장애 범주에 포함되는 자폐증 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능장애, 

조현병, 우울장애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환 및 장애를 진단하게 된다. 

WHO가 공표하는 ICF외에 한국의 정신의학 전문의들이 의학적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참고하게 되는 또 다른 기준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이하 APA)가 발간하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이다. DSM은 APA가 ICD6에서 

나타나는 정신질환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1952년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로 개정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2013년 5월에는 DSM5가 발간되었다.12) 그러나 여전히 DSM은 

원인에 따른 분류체계가 아니라 증상에 따른 분류체계이며, 각종 증상들을 분류하여 

묶어놓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민성길 외 2015). 뿐만 

아니라, DSM은 미국 정신의학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집대성된 문화적인 분류체계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이것의 적용이 얼마나 엄밀하게 가능한지 역시 논란의 여

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클라인만(Kleinman 2008)은 정신건강의 개념과 그것에 대한 정신의

학의 지식에는 사회적·문화적 요소가 깊이 개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

한 바 있다. 정신의학의 진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사회적 현실이 반영되기 마련이

11) 2000년 부터 정신과 의사협회를 통해 정신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와 정신보건 향
상을 이유로 개명이 추진되어 2011년 8월부터 전문 과목명을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의 정신과라는 단어나 현재 의사협회를 통해 명명되어 사용되는 정신건
강의학과라는 단어 대신 psychiatry의 번역어인 정신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정신과 잊고 정신건강의학과로 기억해주세요’”, 2011년 8월 4일자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72406 참조, 최종 검색일: 
2015년 10월 20일)

 
12) APA 홈페이지, http://www.psychiatry.org/psychiatrists/practice/dsm/history 참조, 최종 

검색일: 2015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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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진단이라는 것은 환자의 경험적인 증후가 특정한 질병상태의 기호(sign)로 재해석

되는 기호의 작용이다. 클라인만은 정신의학적 진단은 개인의 경험에 대한 문화적 해

석(interpretation)이며, 이러한 해석을 하는 전문가는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적 진단은 각 전문가의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정신의학 전문의 외에도 정신적 장애를 진단하는 데 참여하는 심리 전문가들이 있

는데, 한국에서는 임상심리사가 그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서는 특히 임상심리사와 정

신과 전문의의 유사성, 그리고 두 전문가 집단이 서로 어떤 관계를 띠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상심리사는 학문적으로 심리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

로 정신적 장애를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하거나 심리를 평가하는 전문직업이다. 임상

심리사는 정신장애의 여부를 평가하는 지능검사, 정신질환의 여부 및 종류를 파악하

는 각종 심리검사, 그 밖에도 성격평가, 발달평가, 인지기능평가, 주의력 평가 등의 

각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13) 여기에서 임상심리사의 권한이 

어떻게 주어지는지가 중요한데, 임상심리사는 보건복지부, 산업인력공단과 같은 국가

기관이 주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임상심리사가 양성되는 

경로는 세 가지로,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

건법>이 규정하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가 검정하는 ‘정신보건임

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을 검정하는 ‘임상심

리사 1급, 2급’이 있다.  

국가에서 임상심리사의 전문 영역으로 심리평가 행위를 보장함으로써 임상심리사는 

심리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만은 자율성을 가지며 독자적인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리매

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심리사가 진행한 평가보고서를 해석하여 최종적 장애 진

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의사만이 가진다. 임상심리사는 심리를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평가 대상과 직접 대면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의 심리상태

에 대해 의학적 진단을 내리거나, 약물을 처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심리평가를 이용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개인은 필요시에 임상심리사와 만나 심리평가를 받고 그에 대

한 결과를 개인적 차원에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사회에서 효력이 있는 진단은 전문의

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 진단 그 자체에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

율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임상심리사는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것도 장애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독립적 권위를 가지지 않

는다는 점을 보여준다.14) 

13)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참조, 최종 검색일: 2015년 11월 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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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임상심리전문가 소개

(출처: 한국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 최종 검색일: 2015년 10월 20일)

이러한 의사-심리사의 관계는 프라이드슨(Freidson 1970)이 설명하였던 의료전문직

과 준의료전문직(paramedical occupation)의 관계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간호사와 

같은 준의료전문직은 의료전문직과 유사한 내부적 구조를 모방하여 전문화를 꾀하지

만, 전문행위에 있어서 의료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위를 사회로부터 부여

받지 못하고 의료전문직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얻지 못하며 의료전문직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다. 한국의 임상심리사는 의사 집단처럼 국가가 자격을 검정하고, 심리평가 

권한을 절대적으로 부여받음으로써 심리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집단에게 

지나치게 전가되는 것을 견제한다(<그림 1>참조).15) 

의사는 임상심리사에게 심리평가를 의뢰하기도 하고, 이용자는 사설 심리센터나 상

담센터를 방문하여 임상심리사에게 직접 심리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수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및 혜택, 국가의무 면제 등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장애의 인정이 필요할 때, 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의사에게만 주어

진다. 즉 임상심리사 집단이 내부적으로 전문화 되어 있어도 한국 사회가 정신적 장

애를 판단하는 데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의사집단인 것이다. 따라서 정신적 

14) 미국의 경우는 심리학자의 정신과 의약 처방 권한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5
년 뉴멕시코(New Mexico), 괌(Guam), 루이지애나(Louisiana) 주에서 심리학자의 정신과 
의약 처방자격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다른 주에서도 계속해서 입법활동과 그 방어
가 계속되고 있다. 

   (“Psychologist's Prescribing: A Threat or a Promise?” 2010년 6월 24일자, <Medscape 
Medical News>, http://www.medscape.com/viewarticle/781519 참조, 최종 검색일: 2015
년 10월 21일)  

15) 한국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 www.kcp.or.kr 참조, 최종 검색일 2015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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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판단하는 권위는 의사집단에게 부여됨으로써 다른 전문가 집단에게 주어지는 

전문적 권위는 차등적으로 나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사 외의 다른 심리 전문가 집단들이 기반으로 삼는 지식 역시 정신의

학·심리학 분야에서 생성된 전문지식이라는 점 역시 주목할 지점이다. 정신적 장애의 

치료는 의사의 처방으로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이외에 놀이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등의 인지 및 행동에 대한 개입을 통한 치료법도 존재한다. 이러

한 치료는 심리학회보다 규모가 현저히 작은 민간 협회나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의 교

육과정을 기반으로 양성된 치료사에 의해 시행되는데, 치료 전문가 집단은 정부로부

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다. 즉 각종 치료사 자격증은 국가가 직접 인가하지 

않는 것이며,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자격을 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정신보건시설, 병원의 프로그

램이나 그 외의 사설 상담센터, 치료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약물 치료 외의 치료적 개

입은 전문성에 있어서 의료적 개입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들의 개입은 임상심리 검

사 결과나 장애 진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정신의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등의 

지식을 근거로 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의학적·심리학적 접근과 무관하지는 

않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의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소견(장애진단서), 그리고 임상심리평가보

고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16) 정신적 장애를 진단받고, 장애에 대한 사회제도적 개

입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심리학 관련 전문가와 접촉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장애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

는 지식은 정신의학, 그리고 심리학적 지식이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Ⅲ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료적·심리학적 개입의 경

험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사회복지 대상으로서의 정신적 장애

앞의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신적 장애는 정신의학·심리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16) 정신장애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간호기록지 역시 요구되지만, 장애
인 등록 절차에서 진단서 제출에 필요한 의사는 단 한명이라는 점도 비판이 되고 있다(김현
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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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는 개념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의사와 심리사는 정신적 장애 문제에 있어서의 전문

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다양한 개입은 의료와 

심리의 영역에서만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장애인

은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받거나 배려 받아야 할 약자로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간

주되는 동시에,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피한정후견인(被限
定後見人)·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17)으로 규정되어 사법행위에 제한을 받는 사람

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18) 개인의 행위능력의 한계를 규정하거나, 행위능력에 문제

가 있는 경우 대리인이나 후견인 등을 규정하는 등의 법적 장치는 한국이 아닌 경우

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온 역사와 맥락이 다르다. 

최근의 법률적 변화의 세계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는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

가 불가능한 자들을 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제정하였다면, 일본은 고령화 사회를 대

비하여 고령으로 인한 정신능력에 제약이 있는 자들을 위해 보조제도를 신설하였다

(백승흠 2005). 또한 중국 역시 기존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위능력과 그 대리인에 

대한 규정이 발달되어 있었으나 노령화 현상으로 최근에는 노인의 법률적 행위능력 

제한 및 대리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민법상 장애인

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호자, 보조자를 

규정하는 법률만 있으나 최근 UN의 장애인권리 협약(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도입을 선포하였다(황시순 2015; Li Xia 2015; Li 

Xin 2015; Shien Huang 2015). 

이처럼 개인의 행위능력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거나 행위능력의 문제를 장애로 보고, 

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에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정신적 장애인

은 복지관련 법률을 통해서는 특수한 권리를 갖는 보호와 혜택의 대상으로 규정되며, 

민법을 통해서는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의 제재 대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

이나 고용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을 또 다른 목적과 논리로 구분해 

내고, 권리 보장의 대상으로 성문화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의 대상

으로서 장애인이 정의됨으로써 이들의 경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하며, 본 절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17) 피한정후견인은 종전의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를 대신하는 개념이며, 피성년후견인은 금
치산자(禁治産者)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http://www.law.go.kr/unSc.do?menuId=10&section=licNewLsTrm 참조, 최종 검색일: 
2015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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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가는 그 역사적 맥락에 주목하고자 한다.  

오늘날 장애로 간주되는 여러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이 삼국시대부터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추적한 정창권(2011)은 심질(心疾)을 앓고 있는 환자는 죄에 대한 

형을 면죄받고, 심질을 이유로 벼슬을 피했던 관료, 상주에서 제외되었던 장남 등에 

대한 기록 등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이웃이 특별한 배려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정신적인 병을 앓는 부모를 돌보는 자식을 

효자로 칭찬하였다는 기록 등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의 정신적 장애와 유사하게 심리적·기능적 이상의 상태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

에 대해 과거에는 가족과 이웃이 그 돌봄에 대한 의무를 지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 개념을 통한 재활의 대상으로 간

주된 것은 아니다. 인류학자 잉스타(Benedicte Ingstad)에 따르면 북유럽에서 흔히 나

타나는 평등과 복지개념에 기반을 둔 장애인의 재활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북유럽

에서 통합과 평등을 주요 목표로 복지국가가 설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담론

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복지서비스 등은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잉스타 2011[1995]).

오늘날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를 둘러싼 복지제도는 정신적 장애 뿐 아니라 신체적 

장애를 위시한 장애 전반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맥락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

애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러 법률이 존재하는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한국 사회에서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며, 이러한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입의 영역과 내용 역시 최근에서야 보다 폭이 넓고 다양해

졌다.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의 발전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장애인 운동과 그 궤를 

함께 하는데, 장애인 운동은 1970년대 서구에서 여성·흑인·환경·반전 운동 등의 다양

한 사회운동이 발전하던 맥락에서 함께 발전해온 사회적 움직임으로 한국의 장애인 

운동 역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김도현 2009). 장애인 운

동과 장애학이 특히 발달된 것으로 알려진 영국에서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 복지 정책

과 법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는데(Shakespeare 2013), 한국의 장애인 

운동 역시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 정책 및 법률의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 법률의 제도적 특성을 장애인 운동

과의 관계를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당사자의 요구에 일부분 부응하는 형태의 시혜주의적인 성격이 나타난다(주윤정 

2012; 고병진 2001). 둘째, 한국의 사회운동과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 정책 속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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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라는 범주는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불균형적으로 포괄해 왔다.

먼저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계기 중 하나로 19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 개

최가 거론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아영 2015; 김정열 2005). 한국에서 장

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1981년 <심

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통해서였다. 이전까지는 <산재보험법>(1963년 제정)을 통해 

한국 전쟁 이후의 상이군경,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자 등이 규정되었는데, 이는 전쟁이

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 장애를 가진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

을 명시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인 논의나 정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1981년 

UN이 선포한 ‘세계 장애인의 날’에 뒤따라 ‘심신장애자의 날’을 선포하고, 이를 바탕

으로 장애자를 위한 법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이어 서울장애자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급하게 

신체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설비를 구축

하려고 하였다. 당시까지는 국가로부터 보호나 혜택뿐 아니라 관심도 받지 못하였던 

신체장애인들은 정부가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며 국제적 행사를 추진하기 위

해 복지 기반을 급히 마련하려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특히 성인 신체장애인들

은 당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여러 사회운동에 영향을 받아 도심에서 결집하여 장

애인 올림픽 개최 반대투쟁을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장애인 운동의 맹아가 싹트는 과정에서 지적 능력의 미성숙,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의 결여를 주 증상으로 보이는 성인기 이전의 발달장애인은 운동의 주

체로 활동하지 못했다. 극단적인 심리적 상태를 가지는 정신 질환의 환자 역시 사회

운동의 주체로 결집하지는 못했다. 신체적 장애는 이동 등의 외부 활동에 제약을 불

러일으키는 요소였지만, 여럿이 모여 단체를 결성하고 의제를 구축하며 거리로 나가

는 행동에 있어서 신체장애인은 심리적·지적 문제로 제약을 받는 정신적 장애인보다

는 더욱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장애인 운동단체들은 점차 생존권과 이동권, 

노동권 등의 의제를 형성해 나가며 입법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이들로부터 

제시된 의제는 성인 중심의, 그리고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권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

다(최성우 2010). 실제로 이러한 운동을 통해 입법화 된 내용은 신체적 장애인들의 

권리 개선이나 혜택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아동이나 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것은 

결여되어 있었다. 장애인 운동이 활발했던 영국의 장애인 운동 과정에서도 특정 장애 

문제는 배제되었다고 보고되는 것과 유사하게 문제점을 호소하는 당사자가 스스로를 

대변하여 그에 대해 정책이 추진되는 사회적 구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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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포괄하지 못하는 실태를 낳은 것이다(Shakespeare 2013). 

또한 장애인 운동은 사회적 시설 미비로 인한 신체장애인들의 사고, 장애인의 자살 

및 사망,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 운동, 교육권 거부 등의 사고와 사건들이 있을 때 

마다 점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운동을 통해 공론화된 내용에 대해 정부는 시혜적

으로,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여론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 장애인 운동으로 조직적

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종류의 정신적 장애의 경우는 비교적 더디게 복지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갔다. 장애인 운동권에서 개선을 촉진하는 요구 사항들은 정신적 장애인 문

제를 포괄하지 않았고, 이러한 흐름 때문에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정신적 장애의 문

제가 포괄된 것은 최근의 일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서며 정신적 장애의 문제도 보다 본격적으로 공론화되

기 시작했으나, 정신적 장애의 문제는 여전히 당사자보다는 부모나 전문 활동가를 중

심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운동은 돌봄의 문제와 연관되

어 주로 발달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교육권과 노동권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

로 한정되어 나타났다. 그 예로, 1991년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인 천안 

인애학교 설립에 반대한 지역 주민들에 대해 투쟁하면서 결집했던 학부모 중심의 운

동을 들 수 있다(최성우 2010).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77년에 제정되었던 <특수교육

진흥법> 역시 학부모 주도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20년 가까이 

9번의 개정을 거쳤고, 2007년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새로이 제정되

면서 기존의 법률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 내에서도 비교적 자녀의 장애에 대해 일찍 부모가 인지하고 사

회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는 발달장애에 비해 발병이 상대적으로 늦으며, 사회적 인

식이 보다 부정적인 정신 장애에 대해서는 복지 정책이 덜 발달되어 왔다. <장애인복

지법>과 별개로 <발달장애인법>이 2014년도에 따로 제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발

달장애인의 교육문제, 재산관리, 부모 사후의 거취 문제 등은 최근 적극적으로 활동하

는 부모집단을 통해 사회가 마땅히 개입해야 한다는 복지수요가 눈에 띄게 드러났다.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 제도와 법률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으로서의 정신적 장애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인데, <장애인복지

법>은 앞서 언급하였던 <심신장애자법>을 개정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이루어진 주요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장애인 등록

제가 실시된 것이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던 장애의 종류 역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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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적장애의 범주

(출처: 보건복지부, 2015, 『2015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에는 정신지체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5가지의 범주로 나뉘었

다. 이 중 정신지체는 오늘날의 지적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자폐성 장애와 

정신장애를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부

분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자폐성 장애와 정신장애가 장애의 범주로 추가되게 되었다. 

이후 2007년의 개정을 통해서는 정신지체라는 용어 대신 지적장애가 확립되었고, 발

달장애는 자폐성 장애를 의미하게 되었으며, 신체적 장애에 대응하는 정신적 장애의 

하위 범주로는 정신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가 확립 되게 된 것이었다.19) 

<그림 3> 자폐성 장애의 범주 

(출처: 보건복지부, 2015,『2015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의 세 범주는 정도에 따라 또 다시 장애의 등급이 나뉘게 된

19)「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6호),「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일부 개정령
(안), 제2013 – 17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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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적장애의 경우는 지능검사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 지능검사 점수가 

낮을수록 장애 등급은 더욱 높아진다(<그림 2> 참조). 그러나 DSM5에서는 경계선 

지능장애(bo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이라는 진단명이 존재하는데, 이는 지능검

사 지수가 70이상이지만 84이하여서 학습이 어렵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정신의학에서 장애의 일부로 간주하는 지적 

상태가 한국의 복지제도에서는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자폐성 장애는 

DSM5의 의학적 진단명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s : 

ASD)에 해당되는 아스퍼거 장애, 소아기 붕괴성 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은 임상심리검사 점수와 의사

의 자폐성 장애 진단소견을 바탕으로 하여 검사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그림 

3> 참조).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의 범주로 인정하는 정신질환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

성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 등으로 여전히 한정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그림 4> 참조). 이는 시민들의 정신적 건강 문제에 개입

하는 또 다른 법률인 <정신보건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정신보건 사업에서 다루는 문제는 주로 자살예

방, 음주 및 마약중독 등이며 정신장애의 범주에 속하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개입은 

재활 및 사회복귀에 집중되어 있거나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중심으로 이루

어진다. 이러한 차이는 <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이 서로 상충되는 취지를 가지

기 때문에 나타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을 혜택의 대상으로 간주하지만, 국가, 인구 차원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보건적 장

치로서의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을 사회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나 

보호(입원)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신권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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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신장애의 범주

(출처: 보건복지부, 2015,『2015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31 -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적 장애의 세 범주의 장애를 심사하고, 심

사를 통과한 경우의 사람들만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장애인 등록제는 의사의 진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도라는 점에 특히 주목한다. 정신적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정신

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심리평가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표 4> 참

조). 장애를 가진 당사자는 스스로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게 의료적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의료인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장애인으로의 등록을 신청함으

로써 등급을 부여받고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마치 ‘장애인 신분증’과 같은 복지카드가 발급되는데, 복지카드가 있는 장애인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 정책 내에서 혜택을 받게 되고, 교육, 취업 등의 사회생활

에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속성을 활용하도록 조장된다. 즉 복지의 대상으로서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특수한 구성원의 신분을 규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만난 학생들은 명확한 의학적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학생들이 받은 성격장애, 행동장애, 중독장애 등의 다양한 의학적 진단이 <장

애인복지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신적 장애에 포괄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장애의 제한된 범주와 등급 구분은 

사회복지, 특수교육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도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김문근 2013; 신

권철 2010; 김현정 2009). 장애인 복지 시설의 프로그램 역시 장애 범주 구분에 따

라서 전문화되어 운영되며,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현지조사지인 드림칼리지는 이러한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운영하

지 않는다. 따라서 드림칼리지의 이용자는 다른 장애인 복지 시설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방식 역시 차이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드림칼리지의 사회적 위상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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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단시기 필요�서류 서류�작성�권한의�주체

지적장애

선천적� 지정장애로� 장애

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장

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

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고착되었을�때

장애진단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가�포함된)�

전문의

(정신과,� 신경과,� 재활

의학과)�

심리척도검사�결과

(지능지수검사,� 사회성숙도)
임상심리사

6개월간의�진료기록지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

고착�여부�등�포함)

전문의

(정신과,� 신경과,� 재활

의학과)�

정신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

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

을�때�

장애진단서(정신질환의� 진

단명,� 징신질환의� 상태,�

GAF척도� 점수,� 능력장애상

태�등� 포함)

전문의

(정신과)

1년간의� 진료기록지(진단

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

전문의

(정신과)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

가� 확실해진�시점

장애진단서

(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

태,� 지능지수,� GAS척도� 점

수가�포함된)

전문의

(정신과,� 소아정신과)

심리척도�검사결과

(지능지수검사,� 혹은� 발달지

수� 검사.� 필요시� 자폐성� 척

도검사)

임상심리사

진료기록지

(진단명,� 치료내역,� 장애고

착�여부�등�포함)

정신과(소아정신과)� 전

문의

<표 4> 정신적 장애의 종류별 진단 주체와 장애등록 및 등급 심사 서류 

출처: 보건복지부, 2015,『2015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를 참고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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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년대안학교의 정신적 장애에 관한 접근방식

지금까지 살펴 본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정신적 장애에 관한 접근 방식

과 달리, 청년대안학교 드림칼리지는 독특한 접근방식과 사회적 위상을 보인다. 드림

칼리지는 18세부터 30대까지의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의 교육시설이다. 이 

기관은 공식적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시설이라고 표명하거나, 정신적 

장애인을 모집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절반가량은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을 포함하여 절반 이상은 신경·정신계 약을 복용

한다.20) 드림칼리지에는 꿈학교의 졸업생 뿐 아니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

들이 주로 찾아오는데, 지금까지 드림칼리지를 다닌 학생들은 일반교육 환경에서 적

응 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 두었거나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다니는 등 일반적이라 여

겨지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의 근방에서 머물렀던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드림칼리지가 다른 사회복지, 특수교육 시설 등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드

림칼리지가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신

적 장애 관련 진단이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일까? 또한 드림

칼리지는 왜 학교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일까? 

드림칼리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을 사회로 진출 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을 표방한다. 특히 드림칼리지는 학생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기 때문에 직업교육, 기술교육도 실시하며 작업장도 함께 운영한다. 따라서 드림칼

리지의 일차적인 목표는 학생들에게 교육, 훈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즉 의미상으

로는 사회적 재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드림칼리지는 재활과 같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나 담론을 직접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 실제로 드림칼리지는 시설을 설명

하는 용어가 시간에 따라 변화를 겪어 왔으며, 이용 대상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언어

로 규정을 해왔다. 먼저 드림칼리지는 공식적으로 사회복지 기관이 아니며, 정신적 장

애인을 위한 재활시설도 아니다. 드림칼리지가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장

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시설도 아니다. 이 때문에 드림칼리

지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기관을 정의하기 어렵다. 드림칼리지는 공식적으로

20) 연구기간 당시 약을 복용하는 학생은 재학생 18명 중 10명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학생정보 
자료가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 장애등록은 하였는지 등을 비롯
한 의료적 개입의 상태는 학생들의 입학 초기에 파악하는 사항으로, 학교 운영의 일상에서 
이러한 점이 활용되거나 정보를 갱신하는 절차 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정보 
서류상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장애등록 상태나 약물 복용여부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학교 
측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일일이 파악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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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장 그리고 학교” 혹은 “작업장 학교”, “청년대안학교”, ‘대안 대학교“ 등의 용

어를 혼용해오고 있다.  

<사례 Ⅱ-1> 최미정/교사(여)/2015년 7월 22일

연구자:� 처음에�드림칼리지�오실�때�뭐라고�알고�계셨,� 소개가�어떻게�되어�있었어요?

최미정:� 음.....음......� 평범한�사람처럼�사회생활하지�못하는�사람들�도와주는�단체라고�

되어�있었어요.�

연구자:� 그렇게�설명이�되어�있었어요?�그렇게� [설명]했을�때� 딱� 와� 닿으셨어요?�어떤

건지?�

최미정:� 아니요.� 그래서� 왔을� 때� 그래서� 저는� 그냥� 장애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냥� 일반적인� 이렇게� 신체가� 불편하거나� 약간� 이런� 건줄� 알았는데,� 되게� 정신적으

로도�문제가�있거나�그런� 친구들이�있고�해서�처음에는�되게� 생각이랑�달랐었죠.�

연구자:� 아� 신체�쪽으로�생각을�하고� 왔단�얘기예요?

최미정:� 네네네......� 아�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안한� 건� 아닌데,� 그

니까� 되게� 엄청� 불가능한� 상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 외로� 와보니까� 되게� 다들�

평범한�친구들�같아서�놀랬어요.�

최미정 교사가 교사모집 공고문을 통해 드림칼리지를 처음 접할 때 드림칼리지는 

학교로 상상되는 곳이 아니었고,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상상되지 않았다. ‘칼

리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학교에 대한 설명이나 학교의 명칭에서 공식적인 학교

가 연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림칼리지는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낮병원’ 

등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종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어도 적

용이 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련 언어로 드림칼리지를 정의하기에는 적확

한 용어가 없다는 점은 이 시설이 매우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드림칼리지의 존재 역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하나의 

용어로 설명되기 어려운 드림칼리지의 특수한 형태는 아래의 강지희 교사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기관에 대해, 그리고 이용자들에 대해 장황한 부연설명을 통해 묘사되곤 

한다.   

<사례 Ⅱ-2> 강지희/교사(여)/2015년 7월 21일

연구자:� 만약에� 밖에다가� 드림칼리지를� 소개하려면�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어떻게� 설

명하셨는지?

강지희:�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애의� 경계,� 경계선� 장애인들이� 가는� 대안� 대학교

다.� 왜� 우리가� 대안학교� 중고등학교는� 있잖아.� 대안대학교가� 있더라.� 너무�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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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 장애인들도� 성장하고� 어릴� 때보다� 더� 나아지는데,� 얘네들을� 교육할� 수�

있는�대안학교가�있더라.� 참�괜찮은�것�같아.�

본 연구에서 드림칼리지를 교육시설로 정의하였듯이, 드림칼리지는 내부 구성원들

에게 학교로 여겨지는 곳이지만 일반학교나 대학과 달리 국가에서 인가를 받은 교육 

시설이 아니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시설도 아니다. 나아가 드림칼리지가 대안학

교로 정의되는 이유는 드림칼리지가 설립된 배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드림칼리지는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꿈학교를 모기관으로 하는데, 꿈학

교는 ‘치유적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2002년에 개교하였다. 꿈학교 역시 특정 장애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대안학교의 특성상 학교생활에 적응

하지 못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발달장애 성향이 있는 학생,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 등 

다양한 청소년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성인이 되면서 졸업을 하

여도 여전히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

해 성인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자립생활 훈련이나 취업 훈련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인생준비학교’에서 시작하여 대학교의 의미를 갖

는 ‘칼리지’가 설립된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닌 드림칼리지는 장애등록 여부나 장애 등급과 같은 사항

이 입학기준이 되지 않는다. 드림칼리지에 입학하려면 “지나친 폭력성이 없어야 한

다”거나, “약물관리나 집중적 보살핌이 필요한 중증 환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또는 

“다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드림칼

리지는 운영면에 있어서 기관 스스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자를 선별하고, 운영

진을 채용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단체로서의 드림칼리지의 법률적 성격은 사단법인 산하의 기관이다. 사회복지법인이

나 사립학교법인 등의 설립 및 운영조건은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조건을 요구하는 

반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드림칼리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시설이 아니라는 것

은 드림칼리지가 운영 면에 있어서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적합한 근거가 법률

상으로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드림칼리지가 기존의 법률상으로 제도적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한다면 이곳은 특정한 장애진단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시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위탁하거나 운영을 지원

하는 시설이라면 드림칼리지를 운영하는 운영진 역시 국가가 인정하는 정신보건 전문

가 및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드림칼리지는 국가에서 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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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의 명목으로 이용비를 징수할 수 없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시설의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드림칼리지는 운영비

용을 지원받을 수 없고, 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들도 이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용비로는 이용후원금의 명목으로 학기당 300만 원 대의 비용을 납부

해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비용은 납부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며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재정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류학자 비엘(Joao Biehl)은 브라질의 에이즈 의료프로그램 발

달을 “사회적 영역의 사목화(the pastoralization of the social domain)”라고 설명하

며, 사제화를 통해 환자들은 국가에 더 깊이 종속되고 집계되지 않는 환자는 보호나 

권리보장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Biehl 2004). 이는 푸코가 근대 이

후 기독교의 사제-신도관계를 통해 체계화 된 사목권력이 18세기부터 국가의 통치방

식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한 것과 연관이 있다(푸코 2011: 180-185). 사목권력은 목자

가 양을 다스리듯이 국가의 권력이 영토가 아닌 움직이는 무리인 개인들의 미시적인 

행동에 닿으며, 선한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엘이 지적하듯이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시스템의 통치방식은 사목권력의 

보살핌을 통해 개인을 국가가 지향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로 양성해 나간다. 브라질에서 에이즈 감염자는 생의학적 시민권(biomedical 

citizenship)을 부여 받아 환자로서 집계되고, 치료, 보건, 교육 등의 대상으로 포섭되

고, 국가는 마치 사제가 신도들을 관리하듯이 더 폭넓고 깊이 환자에게 개입하면서 

환자는 스스로 움직이는 종속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빈

곤층과 주변부(poor and marginal) 등의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은 간과되는 것이다. 

드림칼리지에 오게 되는 학생들의 사례는 브라질의 에이즈 프로그램 사례와 같이 한

국에서 국가가 규정하는 장애인 복지제도가 스스로를 제도에 편입되도록 움직이게 하

며, 이와 같은 관리제도 하에서는 배제되는 개인들이 나타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드림칼리지에 다니게 된 학생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일반학교에 다닐 수 없었거나 

이후에 대학 진학, 취업 등을 하지 못하여왔지만, 국가가 규정하는 정신적 장애의 범

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신적 장애를 규정하고 장애인이라는 신분이 

부여되는 제도 아래에서 개인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위치지어지는 지 그 현실을 보여

준다. 장애를 인정받게 되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

회 적응에는 문제가 분명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기준 하에서 장애를 인정받

지 못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드림칼리지에는 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회에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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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기 때문에 집 이외에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찾아오게 된다. 학생들이 드림칼

리지와 같은 시설을 찾지 않는다면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특수학교나 복지관, 직업재

활 및 작업장 시설, 혹은 정신장애인만을 위한 치료 및 요양시설, 재활시설 등의 정신

적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중증 정신적 장애인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특정 장애의 일부 특성에만 주목하여 접근

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각기 다른 필요와 능력, 성향 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고, 장애

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이나 부모는 이러한 서비스가 장애의 문제를 오히려 악화

시킨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들은 공급이 제한적

이기 때문에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많고, 오랫동안 ‘대기’를 한 끝에야 이용

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즉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은 부족할 뿐 아니라 서

비스의 내용도 학생이나 부모의 필요에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학생들은 ‘일반인’으로서 사회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기도 하고, 장

애인을 위한 시설에서도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Ⅱ-3> 정수미/어머니(58세)/2015년 7월 16일 

병원에� 같이� 입원했던�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도� 보건소� 다니다� 말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물어� 봤어요� ‘누나� 왜� 보건소를� 다니다� 말았어요?’� 그� 누나는� 나이가� 많아요.� 서

른� 몇� 살.� ‘아이고� 엄마� 나보다� 더� 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힘들어요� 더’� 그

러더라구.� 그래서� 아� 그렇구나,� 보건소도� 안� 되겠구나.� 그러고� 보건소를� 그만� 뒀거든.�

그러고� 나니까� 하도� 폭력� 쓸� 때라� 어디를� 얘기를[소개를]� 못해줬어요� 선생님이.� 그래

서� 아니� 그� 드림칼리지� 거긴� 왜� 그렇게� 찾아도� 안� 나와요?� 아우.� 찾아도,� 찾아도� 갈�

데가� 없는� 거야.� 얘가� 어디� 갈� 데가� 없어� 이런� 애들은.� 보건소� 뭐� 거기는� 얘� 같은� 젊

은� 사람이�갈� 데가� 아니야.� 보면� 진짜� 프로그램도�그렇고�진짜.� 드림칼리지�만한� 데가�

없어요.� 진짜�너무� 좋더라니까.� 진작� 못� 온� 게� 한스럽더라니까.�

위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드림칼리지는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드림칼리지는 대부분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어 찾아온 사람이 많고, 공식적인 정보망을 통해서가 아닌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드림칼리지 학생들이 대안적 교

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를 규정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대상으로서 정신적 장애를 규정하는 것은 표면적

으로는 전문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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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인으로 규정이 되면 궁극적으로 제한된 법률과 복지의 구

조 속에 갇히고 제한된 선택권을 갖게 되며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탈로 자리매김되는 사례로

서 드림칼리지의 학생들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새로운 주

체들의 대안적 실천 사례로서 드림칼리지라는 시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는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과 부모들이 정신적 장애를 둘러싼 의료

적·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어떻게 드림칼리지라는 기관을 이용하게 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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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드림칼리지에 오기까지: 정신적 장애의 경험

 1. 의료·심리전문가를 통한 자녀의 장애진단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신적 장애라는 개념은 의료적·심리학적 개념으로서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의학 전문의가 정신적 장애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는 높은 권위를 부

여 받고 있다. 특히 진단이라는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의료기

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당사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스스로가 신체적 증상의 고통이나 불편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의료기관

을 찾게 하는 신체적 질환과 달리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의료적 개입에서는 보호자의 

참여와 주도가 눈에 띈다. 이 절에서는 부모를 통해 발견되고, 주도되는 의료적 개입

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와 자녀의 경험을 살펴본다. 

의료전문가를 찾기까지 부모는 스스로의 지속적인 관찰, 혹은 주변사람들과의 상의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신장애와 달리 특히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영유아기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정상적인 발달 단계로 기대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부터 보호자의 참여가 시작된다. 영유아기에 주목하게 되는 

발달과정으로는 눈맞춤(eye contact), 의사표현능력(언어발달), 배변조절, 운동조절 등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인지능력, 신체기능, 사회성 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신명희 

외 2013).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요 보호자인 부모는 경우에 따라 다른 시기에 다른 

발달상의 이상을 의심하면서 의료전문가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발달장애는 

인간의 여러 기능 발달에 대한 장애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

이에게는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기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이상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는 의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녀의 이상을 인지한 많은 부모들은 특정한 시점에는 의료적 개입

의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이상으로 여겨지는 행동이나 심리 상태를 보이거나 심리적 

검사, 의료적 진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인 자녀이지만 이들의 문제를 

인식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결정하고, 의사와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주체는 

부모인 것이다. 특히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정신

적 이상이 의심되는 대상과 의료전문가의 대면보다 그 부모와 의사와의 대면이 핵심

적이다. 발달장애와 달리 상대적으로 더 늦게 증상이 의식되고 의료적 개입의 절차가 

진행되는 정신 질환을 가진 학생들도 의료진을 만났을 때 본인과 의사와의 대면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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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보다는 부모와 의사간의 교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사례 Ⅲ-1> 박민혁/남(학생)/2015년 6월 9일

연구자:� [정신의학과]외래�얼마나�자주가?�

박민혁:� 한� 달에,� 몇� 달에� 한번이요.� 2개월에�한번이요.�

연구자:� 가면�진찰도�새로�해?�

박민혁:� 아니요.� 말만�듣고�와요.�

연구자:� 무슨�말�들어?�

박민혁:� 요새�어떤지,� 그동안�어떻게�지냈는지�

연구자:� 그럼�민혁인�어떤�얘기해?�

박민혁:� 그냥�엄마가�다� 얘기하는데요?�

현재 정신의학 진료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진료를 받았던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

도 병원에서 자신과 의사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자주 언급했다. 고프먼은 입원 전의 정신 질환 환자(prepatient)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가장 근접한 관계(next-to-relation)인 사람이 상담사, 의사 등과의 

대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가장 근접한 관계의 사람은 환자의 자아에 대한 중재

자가 되며 환자는 제3자가 되어 간다고 설명하였다(Goffman 2007[1968]). 여기에서 

가장 근접한 관계는 부모, 보호자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고프먼은 대면적 상호작

용을 통해 자아가 배치(arrangement)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신질환 환자가 의료진과 

가족과 함께 대면되지 않고, 환자를 제외하고 대면과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자

의 자아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

람은 병원에 들어서게 되면서 기존의 자아는 벗어버리거나, 벗겨지며 동시에 도덕성

이 없는 존재로 실천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다(ibid.: 131-146). 

이렇게 부모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의료적 개입에서 장애진단은 한 순간에 확정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지켜보고,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부모가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이

는 등 다중적인 절차를 통해 장기적인 교류를 거쳐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본 연

구에 참여한 발달장애 진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과거 성장기에는 현재와 다른 진

단을 받았거나, 명확한 진단명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화의 변수로는 

진단받는 대상의 상태의 변화를 들 수도 있겠지만, 부모들의 서사에 따르면 이들이 

만났던 의사의 성향이나, 당시의 의료적 지식의 현황 또는 사회적 배경 등이 작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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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Ⅲ-2> 장윤경/어머니(53세)/2015년 7월 23일

그� 다음에� 제가� 박사님� 성함� 기억� 안� 나는데,� XX대학교� 병원에� 누가� 추천을� 하셔서�

갔었어요.� 혼만나구� 왔어요.� 멀쩡한� 애를� 그런다고.� 저하고� 그� 의사선생님하고� 뭔가�

환경이� 좀� 비슷해서,� 본인도� 외국에서� 애를� 길러보시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비슷한

데,� 그런� 과정에서� [...]� 오진하신� 게� 착각이었을� 수� 있고� 그� 분을�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고,� 충분히�그이� 착각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거� 같아요.� 경계성�애들은�주변에

서� 다� ‘아닐거야,� 몇� 년� 지나면� 괜찮을거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기를�

또� 놓쳤어요.� 전문가조차도� 모르시고� 별로� 누가� 동의를� 옆에서� 안� 해주는� 분위기였어

요.� 근데� 저는� ‘아,� 다르구나’� 느껴서�혼자서� 외롭게� 교육기관도� 찾아다니고�상담도� 하

고….

장윤경 씨는 자녀가 “평범하지 않다”고 느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상의를 하곤 

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요즘 엄마들은 유난을 떤다”며 동의해주지 않았다. 장윤경 

씨는 이러한 주변의 반응 때문에 의료전문가를 찾는 것도 늦게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장윤경 씨가 뒤늦게 의료전문가를 찾았을 때도 진단의 결과는 전문적인 해결책보다는 

지인들의 반응과 유사한 ‘해석’이었다.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의사

를 찾아가지만 전문가들과 대면과정에서는 그 전문성으로부터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

는다고 여기곤 한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내려졌던 현재와의 다른 진단이나 진단명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던 것이 자녀의 상태가 모호했을 뿐 아니라 의사들마다 다른 태도

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현재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또 다른 학

생의 어머니는 자녀가 다르다고 느껴 전문가를 찾았을 때 문제가 전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초반에 현재의 진단과는 다른 발달장애의 진단을 받았던 이 학생의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적 이상에 대해 엄마의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했던 의사에 

대해 불편하고,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정신의학의 전문지식을 

신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문가의 진단으로부터 크게 도움

을 받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들이 의사들의 진단

이 비합리적이었다거나, 명쾌하지 않았다는 등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

서 소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의료적 개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일면을 언급하긴 하지만, 자녀의 어린 시절 당시에 부모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의료진

을 찾는 등의 의료적 개입을 반복해서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여러 의료전

문가들을 만나보면서 진단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닌 상

태를 반복적으로 오간다. 이러한 과정은 정신적 장애의 규정이 한 순간에 일단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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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녀에 대한 특정한 진단명이 나오기 

까지, 혹은 특정한 진단명을 납득할 때까지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의료적 개입은 부모

의 주도에 의해 계속되어 나타난다.   

<사례 Ⅲ-3> 서은진/어머니(49세)/2015년 7월 16일 

세돌� 때� 그때까지� 대소변� 못� 가리고,� 계속� 왠지� 막� 답답한� 거예요.� 아이가� 하면� 못하

지도� 않는데...� 그래서� XX대� 병원에� 갔었어요.� 000선생님한테� 갔는데,� 000선생님은�

그때� 특별한� 말씀� 안하고� ‘아이들하고� 잘� 안� 어울리는� 게� 마음에� 걸린다,� 어린이집�보

내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때� 정말� 뒤도� 안돌아보고� 일을�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마음에�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XXX신경정신과� 가고,� 어디가고� 그때

가� 반응성� 애착장애라는� 병명이� 막� 유행하던,� 막� 시작을� 했던� 때에요.� 한� 10년� 동안�

그랬나�봐요.

발달장애의 범주이든, 정신장애의 범주이든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진 것으

로 설명되는 의료적 진단명은 본질을 설명하는 정답을 찾았다는 의미에서의 최종진단

은 아니다. 그보다는 의료전문가와의 대면을 주도하는 부모들이 진단을 위한 진료를 

임시적으로 멈추었거나, 특정한 진단을 임시적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였다는 의미에서 

최종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진단을 멈추게 되는 시점은 각각 다르지만 부모

가 이해가능하고, 동의가 되는 수준에서 자녀의 증상이나 상태가 설명 되는 것이 일

차적인 조건이다. 또한 부모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녀에게 교육, 특수교육, 복지

관 이용 등의 사회활동을 연계해주기 위해 자녀에게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를 느

끼게 된다. 특히 서류상의 장애를 증명해야 하는 시기에 얻은 진단은 일시적으로 최

종진단이 된다. 

따라서 장애라는 진단은 개인들이 실제 특정한 장애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장애가 발견되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 진단은 어떤 개인이 가지

고 있는 행동적·정신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이름을 붙이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의료전문가가 전문적 지식과 사회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행한다. 그러나 진단이 선고

됨으로써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의료적 전문가에 의해 그 이상의 절

차가 종결되는 닫힌 결론도 아닌 것이다. 진단을 부여받는 당사자나 그 보호자의 입

장을 고려하면 의료적 진단은 요청되고,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행

위가 지속되는 열려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무언가 다르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

꼈던 부모는 점차 스스로 의학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녀에 대해 설명해 나간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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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언어는 부모와 장애를 가진 당사자 간에 공유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정신

적 장애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다. 발달장애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자녀가 장애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부모가 자녀와 자녀의 

장애에 대해 알려준다거나 논의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정신장애의 경우는 발

달장애보다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는 편이나 여전히 서로 언급

을 피하는 경우도 많다. 중학교 시절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황예은 학생은 부모

님이 자신에게 정신질환 진단이 내려졌을 당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그때 

부모님이 회피하였고 자신에게 숨겼던 것이 더욱 자신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해석하

기도 했다. 이처럼 정신적 장애에 있어서는 특히 의료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체감이

나, 의료적 개입의 결정권이 장애가 있는 당사자보다 부모에게서 나타나며 부모와 자

녀는 의료적 개입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드물다. 

나아가 정신적 장애로 진단되는 증상이나 상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스스로 문

제시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조현병, 조울증 등의 의료적 진단이 있는 학생이 

인지하는 자신의 문제나 고통은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장애의 증상과는 완전히 일치하

지 않는다. 예컨대, 통제가 불가능한 극단적인 감정의 상태, 왜곡된 사고, 망상 등의 

정신의학적 증상 그 자체는 당사자가 개입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증

상으로 설명되는 질환을 진단받은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이 일상에서 겪는 인간관계, 

사회활동 그 자체를 문제로 지적한다. 즉 정신의학에서 설명하는 이상과 당사자가 겪

고, 인지하는 문제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

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진단 기준에 나타나는 증상인 낮은 지능, 사회성 부족 등에 대

해 스스로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정신적 질환의 진단이 존재한

다는 것을 알거나,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등의 용어가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아도 그 

의미를 체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한다면, 의료적 진단은 곧 진단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갖지 못하

고 당사자나 당사자 가까이에서 당사자의 삶에 관여하는 보호자가 받아들일 때 의미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어머니인 장윤경 씨는 자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던 상황을 통해 부모 스스로의 입장과 자녀를 대변하는 입

장에서 진단명 그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여겼던 경험에 대해 말했다. 

<사례 Ⅲ-4> 장윤경/어머니(53세)/2015년 7월 23일 

연구자:� ADHD진단은�언제�받은�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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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경:� 미국에서�받았는데요.� 미국에서도�제가� 굉장히�혼란스러웠던�게� 일선교사,� 00

이[자녀]를� 다루는� 선생님하고� 전문가하고� 의견이� 다� 달랐어요.� 전문가[의사]� 선생

님은� 아스퍼거다[라고]�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은� 아스퍼거� 아니다.� ADHD냐� 자폐

성향이냐� 이게� 초등학교� 때는� 다� 가지고� 있어서�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학습할� 때� 보는� 거랑� 상담할� 때� 대화하면서� 느끼는� 거랑� 다� 달랐던� 거� 같

아요.� 계속� 그게� 논쟁거리였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제가� 그런� 회의� 같이� 가면� 경

청하고� ‘네,� 네’� 하다가� 우리남편이� 한번� 정리를� 했어요.� ‘우리애가� 어떤� 병명이나�

어떤� 진단이어도� 이제� 의미가� 없다.’� 그냥� 그렇게� 딱� 이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를�정하는�게� 의미가�없고,� 자폐성향과� ADHD가� 전문가가�아닌� 사람� 입장에서�보

면� 문제성도� 똑같고�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요번학기에� 얘가� 뭘� 하고� 싶은지� 너무�

긴� 텀으로� 보지� 말고� 애� 변화를� 보면서� 말고�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계속� 결

론이� 안� 났었거든요.� 방향� 잡는� 거� 조차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는� 자기

주장을� 안� 펼치더라구요.� 그전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전문가들이� 자

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기� 진단이� 정확하다는� 뜻을� 안� 굽히시더라구요.� ‘그게� 저

희한테�의미가�없습니다’� 하고�한마디를�하고� 나서는�그�논쟁에서�벗어났어요.

  

그러나 이처럼 진단 그 자체가 당사자의 본질적인 문제를 온전하게 설명해주는 것

이 아니며, 부모라는 당사자가 그것을 유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한다는 것은 이들

이 장애라는 진단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료적 진단은 불완

전하고 열려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장애라는 진단은 마치 한 개인

에게 내재된 절대적인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힘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삶 

전반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진료실에서 내려지는 진단을 넘어서 법적 제도에

서 장애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이라는 분류를 개별적으로 상

정하고 그에 대한 특별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규정된 개인으로서는 그 규정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장애인 등록: 정신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장애인 등록제를 통해 국가가 범

주화하고, 등급화하고 있는 장애의 종류에 해당하는 장애의 등급을 심사받아 장애인

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등록된 장애인은 특수교육의 대상으로 인정될 뿐 아

니라 국가의 주도로 특수교육, 재활치료, 돌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시설

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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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소견(장애진단서), 그리고 임상심

리평가보고서가 요구 된다.21) 그러나 장애 판정 제도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는 의학적 평가와 근로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독일은 의학 평가 외에 가

능한 근로활동 능력과 근로 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스웨덴의 경우는 장

애인이라는 규정을 없애고 전 국민에 대한 근로 능력을 평가하여 취업이나 사회활동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김현정 2009; 박선민 2012). 이러한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한국의 장애인 등록제는 장애를 전적으로 의료적 관점에서 바

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등록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의료

적 개입이 부모의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인정받는 

과정 역시 부모와 의료전문가 및 행정부처와의 대면을 통해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5: 45). 사회복지적 개입을 위해서는 개입 대상 스스로가 장애인 등록을 하겠다는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정신적 장애가 있는 당사자는 대개 사회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심리검사나 의료전문가

와의 대면이 필요한 장애인 등록신청 절차는 부모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 결국 정신적 장애를 진단받는 데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는 자발적 주체는 사회복

지적 개입의 대상이 아니라 개입 대상의 보호자인 부모라고 할 수 있다. 

  등록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장애의 범주나 등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

만, 등록된 장애인 모두에게는 대중교통비 감면, 장애인 연금, 공과금 할인 등이 주어

진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이와 같은 경제적 혜택을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선택하

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부모들은 이와 경제적 할인 등은 사실상 혜택이 아닌 것이

라 해석하기도 한다. 

<사례 Ⅲ-5> 윤은화/어머니(48세)/2015년 7월 28일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교통비,� 교통비구요.� 전철이구,� 다른� 건� 기차비� 같은� 거� 50

프로.� 가스,� 전기� 이런� 거를� 약간� 해주고,� 자동차세,� 또� 남편� 월급에서� 뭐� 장애자� 공

제,� 고런� 정도?� 제가� 언제� 한번� 따져봤어요.� 그게� 어느� 정도� 될까?� 근데.� 일� 년에� 우

리� 가족� 같은� 경우는� 한� 2백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왔다� 갔다?� 그게� 1년에�

2백이니까�그것을.� 꼭� 그렇게�상처를�줘가면서�등록해서�받을�필요는�없는�건데.� 제가�

침이� 닳도록� 말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하이패스� 그거� 안하다가� 오늘� 하이패스� 등록

을� 했어요.� 오늘� 그거� 아까� 하다가� 전화� 받고� 얼른� 해놓고� 왔는데,� 그거� 굉장히� 단말

21) 정신장애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간호기록지 역시 요구된다(『2015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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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싸졌더라구요.� 2만원� 이러면� 하더라구요� 그� 단말기에� 카드� 넣으면� 되잖아요.� 근

데� 00이[자녀]가�하이패스�카드가�있어요.� 장애� 등록� 카드.� 근데�그걸�넣어서�할�수가�

없어요.� 보니까� 장애인은� 따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야� 되고,� 그게� 무지� 비싸

요� 한� 18만원,� 17만원� 하구,� 그리구� 거기에� 가다가� 지문을� 등록해야� 되고,� 동사무소

에서� 지문을� 등록해야� 되고,� 여기� 타면서� 지문� 확인하고� 4시간이� 지나면� 또� 거기서�

하라면�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것만� 봐도� 치사스러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혜택을� 줬으면� 그렇게� 차별적으로...� 단말기� 값도� 다르고,� 뭐� 지문�

등록을�하고,� 그것도�뭐� 몇� 시간� 있다� 이� 사람을�탔나,� 안탔나...� 굉장히�불신� 하는�거

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부정사용하는� 사람들� 땜에� 그렇죠.� 사실은� 그� 카드만� 이용해

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는데...� 그� 정도의� 불신� 사회고� 그러면...�

뭐...� 그래요.�

윤은화 씨의 진술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겪게 되는 혜택을 위한 관리

와 배제의 경험에 대한 불편함을 나타낸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장애를 가진 개인의 ‘장애문제’를 완화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유형의 혜

택인 경우가 있다. 또한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이들이 ‘다른 

사람’으로, 즉 장애인으로 존재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장애인 등록을 하여 

복지카드를 이용하는 한 학생은 스케이트장에서 장애인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복지

카드를 제시했다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스케이트를 탈 수 없었던 경험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사례 Ⅲ-6> 홍기석/학생(남)/2015년 7월 6일 

연구자:� 그럼,� 동의[본인이� 가진� 장애� 진단과� 장애인� 등록상태]� 말고…� 동의는� 하는�

거잖아?�동의는�하는데�싫다�뭐�이럴�수도� 있잖아.� 기석이는�어때?�

[...]

홍기석:� 저는� 제� 생각은� 철학,� 진정성,� 태도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 같아요.� 어떤� 그�

장애등록제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의� 제도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대하는가에�따라� 제� 감정은� 그때마다� 다를� 것� 같아

요.� 그죠� 예를� 들면,� 어쨌든� 그� 등록제도� 하잖아요.� 제가� 장애인이� 맞고,� 저는� 그

거에� 대해서� 부인하겠다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말� 정말� 그러니까� 장

애인들� 대상으로� 잘못된� 정보,� 선입견을� 갖고,� 차별을� 하고� 만약에� 뭔가� 그렇다

면...� �

[...]

홍기석:� 네� 그니까� 그거는.� 상대방� 심정�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기억나요.� 좀�

적지� 않게�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몇� 살� 땐진� 기억� 안나요.� 제가� 얼음� 위에서� 타

는� 스케이트를� 타러� 간� 적이� 있는데,� 복지카드� 있으면� 할인� 해준다는� 거예요.�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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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제가� 감면� 혜택에� 관심� 많으니까� 제시했는데� 직원이�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그니까� 본인은� 제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스케이

트를�타는,� 그렇게�보호자도� 없이� 혼자� 타는� 거에� 있어가지고� 내가� 허용해도� 되는�

걸까?’� 그� 생각�땜에�저를�계속� 가로막는데,� 저는�그�이전에도�타� 왔었고,� 저는� 타

러가려고�했는데�아무� 소용이�없는� 거예요.�

복지카드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복지카드를 ‘혜택’의 의도로 사용하였지만, 스케이트

장 직원이 보게 된 복지카드의 “자폐성 장애”라는 문구는 다른 의미를 나타냈다. 스

케이트장의 직원이 복지카드에서 읽은 의미는 불능과 한계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

신적 장애의 증상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주체는 자신과 자신의 질환을 동일시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람이 의료 현장에서 발

언권이 축소되는 것과 같이 장애와 같은 사회적 분류에 따라 의례적 상황에서 다른 

도덕적 지위가 부과되며, 각각의 자아는 제도적 분류체계 안에 갇히게(confine) 된다

(Goffman 2007[1968]: 125-131).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복지라는 이름하에 혜택을 

표방하여 ‘다른 대우’의 논리로 활용되곤 한다. 사회에서 정신적 장애는 전문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정신적 장애인으로 규정되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특

별한 대상으로서 복지의 영역 안에 포섭되게 된다. 복지 제도를 마련하는 의도에 장

애인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담겨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복지를 위해 규정되는 개인은 

본질적으로 한계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남학생은 20대가 되기 직전 병역문제를 앞두고 본격적으

로 장애인 등록을 논의하게 된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들, 특히 비교적 장애의 문제

가 일찍 발견되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가진 부모들에게 장애인 등록은 “때가 되

면” 해야 할 일로 여겨지는데,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병역문제는 보다 수월하게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세 이상의 남성은 징병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징병

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포함한다. 그러나 신체적,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

우는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여기에는 정신적 장애인도 포함이 된다(<표 5> 

참조).22) ‘난치의 정신장애나 정신지체’라는 사실을 징병검사 이전에 인정받으면, 징병

검사 대상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학생들의 부모는 자녀가 병역의무를 수

행하기에 어려운 ‘명백한 장애인’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22)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jbgs/jbgs06/index.html 참조, 
최종 검색일 2015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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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발병한지 2년 이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장애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

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

가 없는 사람 

-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 

- 손가락 또는 발가락중 3개이상이 없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표 5>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병역면제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로 재구성. 최종 검색일: 2015년 11월 19일)

그러나 장애인으로 등록을 시도해도 그 조차도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정

신의학적 진단도 내려졌지만 그 진단명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등록의 범주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의학적 진단명으로는 존재하나 국가가 장

애로 규정하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정신질환으로는 ADHD, 틱장애, 또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우울증, 조울증 등이 있으며 그밖에도 경도 지적장애, 성격장애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그동안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리적, 행동

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의학적 진단으로도 뚜렷한 진단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병역

제도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에서는 병역면제라는 판정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

애인 등록이 없으면 심리나 지능, 행동 문제 등에 대해 의학적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

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징병검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아 징병검사에서 실

시하는 심리검사를 실시하면 병역면제라는 판정은 지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징병검사 대상이 되면, 심리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도 곧바로 병역면제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적인 확인, 재검사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례 Ⅲ-7> 정수미/어머니(58세)/2015년 7월 16일

군대를� 저기가�나왔어.� 4급� 공익� 근무요원이�나와서� XX구청이�나왔어요.� 심리검사�했

는데� 통과된� 거예요.� 체중� 때문에� 4급이� 된� 거에요.� 그거� 엉터리� 어떻게� 애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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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했느냐고...[...]� XX구청을� 갔는데� 혼자� 들여보내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일� 해보

니까� 쪼끔� 시원찮았나봐?� 엄마랑� 같이� 왔냐고� 물어보길래,� 그렇다니까� 가니까� 저한테�

무슨�병�앓고�있어요?�그랬더니�제가� ‘조울병�앓고�있는데요’,� [하면서]� ‘얘는�멍청하고�

바보멍청이가� 아니라� 차근차근� 설명하면� 잘� 할�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설명해줄� 사

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보낼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도� 싫다� 다

른� 부서에서도� 싫다.� 안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이런� 서류를�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구요.� 병무청에�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서류를� 준비했어요.� 하니까� 이

-만큼� 돼요� 그거� 뗐는데� 이-만큼이야.[...]� 그래서� 대구까지� 갔어요.� 거기서� 합격이� 돼

야� 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진짜� 정신과� 선생님하고� 다� 보는� 거예요.� 얘가� 진짜� 면

제받을�사람인가.� 나중에� 5급�나와� 가지고� [면제]한�거예요.� �

  

장애등급이 없었던 한 남학생은 징병검사에서 체중과다로 신체검사 4급의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근무처의 담당자들은 이 학생이 근무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동안의 의료기록을 모두 다시 제출하는 등의 긴 절차를 

통해 병역면제를 받게 되었다. 징병검사에서의 심리검사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절차

보다는 간소하지만 중증 장애가 아닌 경우는 장애인 등록 절차 또한 간단하지는 않

다. 부모들은 장애인 등록을 위해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다 많

은 자료를 축적해야하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사례 Ⅲ-8> 이선민/어머니(49세)/2015년 7월 14일

이선민:� 이� 숫자[지능검사� 점수]라는� 것도� 정말� 객관화된�건가� 그런� 생각은�저도� 들어

요.� [...]� 그� 숫자에� 대한� 어떤� 신뢰성� [...]� 그런� 생각도�들었는데…� 어� 그래가지고�

인제� [의사]선생님한테� [진단]받고� 뭐해가지고� 주민센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

청]넣었더니�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한대요.� 전화� 많이� 오더라구요.� 자기는�

담당잔데,� 그래서� 내가� ‘숫자가� 다� 있고� 근거가� 있는데� 왜� 그걸� 안� 해주려는� 식으

로�물어보냐’

연구자:� 어떤�식으로�물어보는데요?

이선민:� 뭐� 학교� 서류� 다� 떼� 내라.� 이전에� 의료기록� 좀� 갖다� 줘라,� 그래서� 내가� ‘미국

에서� [***]도� 받았고,� � 뭔가� 얘가� 그럴만한� 하고� 그럴� 근거가� 있고,� 의사해서� 진

단받아서� 그렇게� 다�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서류가� 복잡한� 거� 아니냐’� 그랬

더니,� ‘자기는� 담당잔데� 근거가� 어쨌든� 이거를� 내주는� 과정에서� 근거가� 없으면� 자

기네들도� 너무� 힘들고,� 아� 그니까�근거가� 굉장히�중요한� 거라고�어머니� 말씀이�충

분히� 이해� 가는데� 페이퍼가� 중요하고� 자기는� 이제� 이런� 서류� 조합해서� 인제� 이거�

심사에� 올리면�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의사들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의료기록�

보고� 통과를� 시키는데� 사실� 그분들이� 꼭�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판단할�수� 있는� 페이퍼가�많으면�많을수록�얘한테�유리하니까...� 가능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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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00[자녀]가� 쓴거나�

이런� 자료� 보면� 나름대로� ‘그래� 얘가� 학교생활� 잘하는� 거� 같고� 정신적� 문제는� 없

고.� 잘하는데� 이런� 경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의사들이� 인제� 생각을� 해서�

한번� 회의를� 했는데� 조금� 더� 서류�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와서� 그런� 거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약간� 어려움� 있었고,� 어릴� 때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인제� 근거가� 있으면� 훨씬� 더� 얘한테� 그렇게� 판단해서� 처리해주기가� 유리하니까.�

좀� 더� 해줬으면�좋겠다고�얘기를�해서.�

이러한 까닭에 아들이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복지카드 발급이 응원하고 축하해야 

할 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남학생들 중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

라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이미 군의무가 

면제되어 있었다.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군대 문제와 같이 장애인 등록이 간절하게 

필요한 이유는 드물기 때문에 장애 등록을 기피하고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여학생

들은 장애인 등록을 둘러싼 갈등적 상황에도 덜 마주하게 된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는 군대 생활의 엄격성이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군대에 가고 싶어 하여 부모가 

곤란해 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법률적 개입은 특별한 경험으로 다

가온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모르고 있던 자신의 정신적 장애가 법적으로 등록되면

서 신분의 역할을 하는 복지카드에 장애명이 기재되게 되고 자신의 장애는 지갑 속에 

지니고 다녀야 할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 등록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한 

학생은 앞으로도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보였다. 복지카

드는 곧 ‘장애’를 의미하고,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것이 싫다는 이유였다. 부모가 어

린 시절 장애인 복지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지고는 있지만 평소에 이 카드를 지니

고 다니지 않는 학생도 있다. 김나라 학생은 복지카드에 대해 “아직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더 나이 먹으면 하겠는데 지금은 못쓰겠어요.”라고 말한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장애등록을 하긴 하였지만, 복지카드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

른 학생은 연구자와의 심층면담에서 복지카드의 혜택을 “감사하고,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지만, 부모의 진술에 따르면 이 학생은 장애인 등록에 대해 감정적

으로 힘들어 하였으며, 부모와도 심한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모두가 복지카드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한 학생은 교통비 절약, 

놀이공원 입장료 할인 등을 이유로 들며 다른 친구들의 복지카드를 “부럽다” 표현하

기도 하며, 평소에 복지카드를 이용하는 다른 학생은 복지카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고 여기기도 한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터놓고 정신적 장애에 대해 논의하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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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학생의 부모들 사이에서 화두로 여겨지며 부모들끼리의 대화에서는 쉽게 언급

되는 복지카드나 장애라는 단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마치 금기(taboo)처럼 여

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서 에둘러서라도 ‘장애’를 언급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자녀에게 장애인 등록에 대해

서 간접적으로라도 언급을 하는 경우에 부모들은 “다른 친구들도 만들었다는데”, “군

대를 안 가려면 필요하다는데” 등의 방식으로 설명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와 

장애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해시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는 것

을 증명하는 복지카드를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아왔던 

문제를 꺼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자녀에게 ‘있다고’ 여겨지던 장애를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당사자에게 당사자의 장애를 언급하거나 설명해야하는 

것은 생소한 일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들이 있는 엄마들 사이에서 복지카드는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특별한 문제이다. 엄마들은 장애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장애를 인

정하지 않아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장애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

감, 불편함, 미안함, 안타까움 등을 느낀다. 한편으로 복지카드가 발급된 것은 군대 

면제가 원활히 진행되는 조건으로 서로가 축하해야 할 일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

녀를 장애인으로 등록시키는 것은 공식적으로 자녀를 장애인이라는 틀에 가두어야 하

는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가 장애라는 말의 의미 자체를 인지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장애 등록을 부모가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재활

시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아는 부모는 장애인 등록을 추진하지만 정작 학생 당사자들은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부모가 자녀와 ‘장애’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가 단순히 장애문제를 회피한다는 것 보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장

애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입장에서는 자녀를 규정하는 위치에 서게 하는 일이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장애 등록을 한다는 서사는 부모

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입에 담기 쉬운 내용이지만, 자녀에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애인으로 등록하자고 말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낙인을 부여하

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더욱 드러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진단명이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수용

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녀가 가진 성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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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신적 장애 개념 수용

한 부모의 이해도가 높아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사회에서 자녀가 

어떻게 바라보아지는지를 이해하고,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점차 이해해 나가면서 사회에서 인정하는 전문적 설명 방식을 내재화한다. 부모

는 자녀의 성향을 잘 아는 만큼 사회에서 자녀가 있을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 또한 절

실하게 체감해나가고 그에 대해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장애’라는 규정을 수용해야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부모가 이처럼 자녀의 장애에 대한 개념을 수용하는 것을 그림

으로 표현하면 <그림 5>와 같다.



- 53 -

<그림 5>의 P를 부모라고 하였을 때,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는 것은 A 방향

처럼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장애 진

단이 자녀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해준다는 것이 아니며, 부모가 받아들

이는 내용은 장애 진단의 내용과 장애 판정 그 자체의 타당성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

한다. 부모는 B 방향처럼 사회에서 장애가 어떻게 진단되고 사회에서 자녀가 어떤 위

치에 처해있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장애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자녀의 장

애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위치가 정해

짐으로써 부모들은 ‘다른 부모’가 되도록 위치지어지게 된다. 사회에서 자녀가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알게 된 부모는 스스로가 어떤 부모로 행동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   

 3. 정신적 장애를 경험하는 또 다른 주체인 부모

  1) 장애를 경험하는 또 다른 몸

의료사회학자 아서 프랭크는(Arthur W. Frank) ‘아픈 사람’은 몸의 질환을 통하여 

의학이 기술할 수 없는 경험에 목소리를 부여하게 된다며, 환자 스스로의 증언의 중

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프랭크 2013). 그는 나아가 아픈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당

사자만의 것이지만 동시에 아픈 사람의 몸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라는 매개를 통

해 공유되면서 이항의(dyadic) 몸이 된다고 보았다(ibid.: 95). 그러나 정신적 장애를 

진단받은 당사자들과 그 부모들의 경험은 과연 정신적 장애의 ‘아픔’도 신체적인 아픔

의 경우와 같이 스스로 말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이 제기된다. 

정신적 장애에 있어서는 ‘아픈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주요 주체가 당사자가 아니

라 부모이며, 오히려 장애의 당사자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부모를 통해 공유 받고 

이해해 나가야하는 위치에 거꾸로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들은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로서의 경험을 체화해가면서 장애가 있는 

자녀의 다른 부모들과 비슷한 몸과 정신의 상태를 공유한다. 부모들의 상태로 주로 

거론되는 특성은 지침, “진빠짐”, 슬픔, 아픔 등이다.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대부분 

점차 자신들의 몸과 정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 온 것으로 설명하며 

부모들도 치유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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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Ⅲ-9> 장윤경/어머니(53세)/2015년 7월 23일 

�

저는� 둘째� 애가� 있지만은�둘째� 애� 학교� 다닐� 때� 어머니들�모임� 나가면�어머니들� 생기

가� 있으세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건강한� 평범한� 애들� 물론� 말썽도� 부리고� 그러지만�

굉장히� 생기가� 있어요.� 빤짝빤짝� 하고� 뭔가� 달라요.� 근데� 00이[자녀]� 학부형들� 보면�

아� 뭐라� 그래야� 되나� 다들�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힘들고� 정말� 분위기가� 180

도� 달라요�저는� 양쪽을�봤기� 때문에�이게� 확� 느껴요� 하루에�모임� 두� 개� 있는� 날은� 돌�

거� 같은� 거예요.� 너무나� 딴� 세상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다� 모습이� 있는� 거예

요.� 거기� 가면� 밝지만�여기� 오면� 같이� 아픈� 거예요.� 말만� 들어도� 아프고,� 내� 얘기하기

도� 아프고,� 생각만� 해도� 아프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좀� 심한� 말을� 하자면� 뭔가� 기가�

다� 빠져있는� 것� 같아요.� 기운이� 다-� 빠져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가끔� 그� 중에� 생기�

있고� 기운난� 어머니� 보면� 대단한…대단한� 노력과� 노력일� 거예요.� 그거는� 타고난� 정신

력이랑�있는� 것� 같고� 부러워요.� 굉장히�부럽고�롤� 모델처럼�나도� 저렇게�씩씩해야�돼.�

그런� 생각� 들고� 씩씩한� 어머니들� 보면� 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 씩씩한� 척� 하는� 거고�

너무� 아파하고�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모임� 가지면�엄마들끼리� 힐링해야�되겠

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모임에서� 나도� 힐링을� 받고� 치유를� 엄마가� 해야겠단� 생

각을� 많이� 했어요.� 나한테� 치유의� 시간을� 주잔� 생각?� 제� 자신에� 대해서� 치유를� 해야�

00이[자녀]� 한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이� 모임도� 어머니들이� 힐링하는� 타임이에

요.

또한 자녀의 증상이 극심한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인 경우에는 그 증상의 경험이 

부모의 몸까지 연장된다. 아래의 사례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경험이 자녀의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에서 부모의 몸에서 미치는 영향에서 나아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부

모의 고통이 다시 자녀에게 인지되는 것과 같이 부모와 자녀의 몸의 경험에서 교류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례 Ⅲ-10> 정수미/어머니(58세)/2015년 7월 16일

정수미:� 교육[장애인�자녀에�대한� 부모교육]� 받을� 때는�선생님이�항상�가면,� 얘들[정신

적� 장애인]은� 이런� 애들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요런� 말� 해줘야� 되고� 할�

때는� 이게� 받아지드래?� 그때는� [내가� 자녀에게]� 한참� 뚜드려� 맞고� 멍� 새파랗게�들

고� 돌아다녔을� 때거든.� 근데� 그래도�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구요.� 얘가� 안쓰럽

고� 마음� 아픈� 애고� 보듬어� 주고� 큰애가�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해주고� 그랬

는데.� 그게� 교육이�딱�떨어졌네,� 떨어지구�나니까�내가�이게�안�되는� 거야� 마음이.�

그래� 보건소� 선생님이� 계속� 오시더라구요� 자살할까봐� 엄마� 안� 된다고,� 매주� 그거

를� 가지고� 오더라구요.� 담당� 선생님이.� 근데도� 뭐� 어떻게� 해보자는� 생각이� 안� 들

고� 계속�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야.� [...]�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 그� 때� 당시에



- 55 -

는�폭력만�안�쓰면� 살겠더라구�

연구자:� 지금�약의�효과는�어떤�거예요?� 00[자녀]� 먹는�약의...

정수미:� 글쎄�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약의� 효관지?� 약의� 효과겠죠?� 그렇게� 막� 엄청�

났었어요.� 옛날엔� 내가� 맨날� � 폭력만� 안� 쓰게� 해달라고� 빌었거든.� 너무� 맞으니까�

내가� 정신까지� 오락가락하고� 응급차도� 타고� 그랬어� 내가.� 허리가� 일� 년� 넘게�

[***]해�있다가,� 다쳐가지고,� 허리�다쳐가지고.�

연구자:� 00[자녀]� 때문에요?�

정수미:� 네,� 그래� 내가� 걸어다닐라면� 힘들잖아.� 한참� 걸어다닐라면� 막� 허리를� 펴야되

고,� 한참� 있으면� 가슴이� 막� 답답해가지고� 숨을� 몰아쉬고� 그래요.� 이게� 가만� 있다�

[자녀가]확� 떠다� 밀어가지고� 뒤로다� 확� 넘어져가지고.� 그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

어.� 그때� 당시는� 폭력만� 안� 쓰면� 살겠더라고� 내가� 폭력만� 안� 쓰게� 해달라고� 맨날�

빌었어� 눈만� 뜨면� 비는거야� 경찰만� 안� 오게� 해달라고,� 폭력만� 안�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내가.�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폭력을� 안� 쓰더라구요� 그래� 내가� 어떻게�

폭력을� 안� 쓰게� 됐냐,� 그랬더니� 엄마� 아픈� 거� 보니까� 저도� 괴롭대요.� 폭력을� 안�

써야겠대.� 내�생각했대.� 저도� 결심을�했대.� 죽을�때�까지� 안� 쓰겠대.�

자녀의 증상은 부모에 대한 극심한 폭력이었고, 이로 인해 부모는 공포감에 시달리

고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부모의 고통을 통해 다시 자녀는 자신의 증상의 문제를 인

지하게 된 것인데 연구자는 정수미 씨의 자녀가 자신의 문제적 행동이 곧 부모의 고

통이라는 점을 깨달아 가며, 이 문제를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였

다. 이러한 인지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

만, 이 학생은 자신의 문제적 행동을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 ‘엄마’에게 미치는 영향

을 통해 설명하곤 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입원치료를 했던 경우,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경

우,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경우, 약물의 효과를 크게 보았으나 증

상이 호전되어 복용을 중단한 경우 등 다양한 치료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현재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의 진단이 있는 학생들은 과거에 ADHD 치료 목적의 약을 

복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모두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였다. 약의 부작용

인 것으로 추측되었던 증상으로는 급격한 체중감량, 우발적인 폭력, 실신 등 비교적 

심각한 증상이 있는데, 이때 의사의 약물치료 권유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약을 먹이는 

것은 온전히 부모의 몫인 반면 그 부작용을 경험하는 몸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던 자녀의 몸이다. 자녀는 약에 대한 이해 없이 약을 먹음으로써 급격한 몸의 변

화를 겪는 반면, 부모는 자녀의 몸이 이러한 경험을 하도록 자신이 결정을 내렸던 것

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자녀의 부작용 증상을 지켜보는 고통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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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자녀’를 둔 ‘다른 엄마’되기   

장애인 등록은 국가가 전 국민의 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장애인을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당사자가 의료인을 통해 스스로 장애가 있음을 증명

하여 등록하는 제도임을 앞의 절에서 밝혔다. 부모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

해, 그리고 특별한 복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으로 등록시켜야하는 상황

에 놓이게 된다. 또한 장애인 등록의 과정은 남다른 경험으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 

이 절차조차도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장애인으로 등록시켰던 것은 특수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사례 Ⅲ-11> 장윤경/어머니(53세)/2015년 7월 23일

연구자:� 그러면�복지카드에서�장애등록을�할� 때,� 장애인�등록� 이런�거� 할� 때� 어머니도�

쪼꼼� 장애라는�용어가�와� 닿으신�거예요?� 그렇게�까지� 그� 용어� 자체가� 00이� 한테�

딱� 대입이�된다든가�그런� 적은�그�전에는�없었던�거예요?�

장윤경:� 00이가�많이�미숙하고,� 장애가�있는�거는�너무나�알고,� 확실하게�아는데�그런

복지카드가� 딱�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크게� 마음에� 와닿...밀려� 오더라구요� 힘든�

게.

연구자:� 음...아,� 힘든게?�인식하고�있는�정도는�비슷한데?

장윤경:� 인식하는� 건� 비슷한데,� 아...� 이렇게� 해서� 구분이� 확� 지어지는� 그� 자체가.� 일

반범주에� 속하지�못하고� 뭔가� 딱� 일로� 확실하구나�이게.� 뭐� 확실했었지만� 그� 서류

상에...� 그리고�그� 서류라는� 거는� 내가� 보관하는� 복지카드의� 문제가� 아니고,� 뭐� 주

민센타�뭐� 모든� 얘� 일상에�따라다니는.� 증명서?�꼬리표처럼�정말� 죽을� 때� 까지� 따

라다니는�거니까.� 구분지어지는�거니까.� 저�뿐만� 아니라�어머니들이�다� 크게,� 굉장

히�저기�받으시더라구요.� 크게� 받고,� 그걸�거부하는�분도� 있고,� 제� 주변에도�안� 만

드는� 분들� 많아요.� 00이[자녀]� 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도,�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

냐� � 그냥� 복지연금�몇� 푼� 받고� 뭐,� 그� 몇� 푼이란�표현을�써요.� 그냥� 이것저것�다..�

그게� 약간� 이해도� 당연히� 하지만� 안쓰럽죠.� 상처가� 되니까� 거부하는� 거고…몇� 푼

이라고�표현하는�것도� 그게� 상처가�되니까� 그렇게�표현하는� 거고.� 근데� 저는� 그거

는�뛰어넘은�거� 같애요.�

이와 같은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장애’라는 것이 부모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주로 교육, 사회복지와 같은 사회 제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 여기에서 ‘장애’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자녀의 정신적 이상을 부모가 느

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등한 문제가 아니다. 때로 드림칼리지에서 교사들은 학생

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최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모의 비협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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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태도나,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회피적 태도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러한 경우는 주로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 부모들의 태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연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인용사례를 살펴보면 부모가 원치 않았음에

도 자녀를 장애인으로 등록시키면서 사회에서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는지를 경

험하게 된다. 때로 교사들은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성향의 부모들의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주로 여학생 부모의 경우에 자주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가 있기에 적절한 공간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가 부과하는 의

무를 면제 받기 위해 그 필요를 체감한다. 부모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자녀

는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나아가 부모 자신도 평범

한 부모일 수만은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 

<사례 Ⅲ-12> 서은진/어머니(49세)/2015년 7월 16일 

그쵸.� 낙인의�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음,� 그냥.� 이제는� 그� 장애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얘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무슨� 주민등록증� 해주듯이� 때� 되면� 나오듯이� 딱�

고때�쯤�이었으니까� ‘다른�엄마들은�참�이런�거�안�해줘서�좋겠다’라는�생각도�했었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는 결국 자신의 몫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장애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주체이다. 자녀가 정신적 장애

를 가졌다는 것은 부모에게는 자신의 삶 동안 계속해서 ‘아이’와 함께 하고, 때로는 

‘아이’를 대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들 역시도 자녀의 존재가 온전히 자

신들의 몫임을 누구보다 깊이 인지하고 있다.

<사례 Ⅲ-13> 장윤경/어머니(53세)/2015년 7월 23일

�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요.� 일을� 할� 때,� 뭐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는� 스타

일이거든요.� 바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바라는� 건� 멀고� 더� 추상적인� 거� 같아서� 내�

변화를� 가져오는� 게� 빠르다고� 생각...� 이런� 일� 겪고� 한국에서� 10년� 이상� 살면서�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강해져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모르면서� 딴� 사람한

테�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사소한� 거든� 뭐든� 알려고� 엄마들이� 노력

해야� 될� 거� 같구요.� 예를� 들어,� 구청이나� 시청이나� 단체� 건의를� 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르면� 안� 되니까� 많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겠단�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솔직히�현실적으로.� 그게� 꼭� 우리� 애뿐만�아니고�정말로�그렇게�생각

하거든요.� 00이[자녀]� 친구들�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혜택누리고� 좋아져

야� 다� 같이� 좋아지거든요.� 00이[자녀]� 혼자만� 막� 그걸� 가르쳐서� 어디� 가서� 그걸� 쓰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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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그런� 애들이� 대접받고,� 존중� 받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엄

마인� 내가� 많이� 지금보다는�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장애나� 00이[자녀]� 같은� 애들[에�

대한]� 우리나라�시스템에�대해�알아야�겠다[는]� 생각을�진짜�하고요.�

부모가 자녀의 정신적 장애로 인해 ‘다른 부모’로 주체화된다는 점에서 나아가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또 다른 지점은 장애에 있어서 주요한 주체로 ‘엄마’23)라

는 존재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먼저 엄마들의 서사에서 아빠들은 여전히 자녀의 장

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구별되어 나타난다. 

이 같은 양상은 부모의 위치에서도 엄마와 아빠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젠더적 위치

성(gendered positionality)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Ⅲ-14> 서은진/어머니(49세)/2015년 7월 16일 

6개월� 동안� 엄마아빠�다� 못� 보는� 생활한� 거예요.� 얘가� 너무� 들쑥날쑥한� 생활을�한� 거

죠.� 6개월마다�환경이�바뀌었다.� 그런�거�까지� 트집을�잡으면서�선생님들이�저한테�상

처를� 되게� 많이� 줬어요.� 00[자녀]가�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확신을� 하면서…� 얘가� 세돌�

때부터…� 아스퍼거[증후군]란� 말을� 들은� 건� 결국� 11살� 고정도고.� 그전에는� 반응성� 애

착장애라고� 막� 치료를� 받으러�가면…� […]� 계속...� 엄마가� 애한테.� 애가� 바나나를� 달라�

그러면� 한꺼번에� 열개를� 주지� 사랑을� 안� 줬다는� 거죠.� 한� 개� 씩� 두개씩� 주면� 걔는� 빠

나나가� 계속� 감질이� 난다.� 막� 그런� 식으로� 엄마한테� 많이� 대하고.� 나는�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고…� [...]� 하여튼� ‘엄마가� 충분한� 애착을� 느끼게끔� 안정

된�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가�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기술,� 반복� 그런� 게� 안�

된� 거다’,� ‘그리고� 왜� 엄마가� 가르치려고� 하냐,� 왜� 엄마가� 선생님이� 되려고� 하냐’� [...]�

죄인� 취급하면서�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취급� 받은�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얘기해보면� 막� 몇몇의� 그런� 취급� 받았던� 엄마들� 있어요.� 특히� 직장맘이었다는� 이유만

으로.�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아닌데.� 그리고� 00는� 외할머니가� 너무너무� 따뜻하

셨거든요.� 저보다� 훨씬� 막� 표현도� 많으시고,� 거의� 유치원� 선생님� 수준의� 애하고� 같이� �

노래와� 율동을� 해주는...저는� 진짜� 그렇게� 안되는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예뻐하셨고.�

00가� 첫� 손주였고.� 그� 주� 양육자가� 그렇게� 애정을� 충분히� 줬으면� 되는� 거지.� 엄마가�

뭐� 그랬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음,� 하여튼� 내가� 보니까� 그� 엄마들도� 의사나� 치

료사들한테서�상처�되게�많이� 받아요.

이와 관련하여, 김향수·배은경(2013)이 자녀가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어머

니들이 일상적으로 모성 비난을 받으면서 보이는 다양한 행위적 양상에 대해 분석한 

23) 엄마라는 단어는 자녀가 보다 어린 존재라는 인상을 준다. 따라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담지 
못하는 정신적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위치성을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엄
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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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들은 아토피 질환이 있는 자녀를 둔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

는 불균형한 젠더관계를 엄마들의 경험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모성 비난 구조는 아토피 뿐 아니라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나타난다.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아토피 관련 담론에서 ‘부모’는 대개 ‘어머니’를 지칭한다. 

또한 아토피 환아의 어머니들은 엄마가 자녀의 건강관리자로 규정되는 젠더 규범을 

내면화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성비난을 수용하고, 순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저자들은 

비정상적 신체 증상을 보이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고, 희생을 당연

시하는 문화를 통해 희생적인 어머니상, 여성의 돌봄 책임은 재강화된다고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만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엄마들은 부모가 관리하고 돌보아

야 하는 자녀의 신체적 증상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아토피 환아의 어머니 사례

와 달리, 사회 안에서의 자녀의 삶을 위치시키고 자녀의 삶을 통째로 돌보는 문제를 

통해 젠더적 역할을 부여받는다. 특히 엄마들의 서사에서 자신들은 아빠보다 더 장애 

문제에 적극적으로 마주하거나,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사례 Ⅲ-15> 이선민/어머니(49세)/2015년 7월 14일

서은진:� 보통� 엄마들이랑� 얘기하면� 아빠들은� 사회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 이런�

거� 걱정하고,� 뭔가� 진단하고� 결정� 내릴� 때도� 주류사회,� 한국� 사회� 남자로서의� 포

지셔닝에서�생각하고�결정하고�걱정하고.

연구자:� 한국사회�남자�포지션에서�관건,� 화두는�어떤�거예요?

서은진:� 그러니까� 일단� ‘장애를� 가진� 게� 얼마나� 힘들까.’� 공감해서� 힘든� 게� 아니라� 굉

장히� 큰일...� 그리고.� 자식의� 장래에� 대한� 걱정...� ‘쟤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진단을�받아서,� 진단을�받으면�조금� 애매한�애들은�진단을�받으면�훨씬� 더� 사

회생활하고�직장� 다니기�더� 힘들텐데...� 진단받는다는�건� 뭔가� 낙인화�되는...� 그럼�

결국은�인제� 범주에�들어오기에는�힘들�거라는�부담감?

연구자:� 그래서�약간� 기피하시는�것들도�있는...?

서은진:� 응.� 남자,� 아빠들이� [장애인� 등록]받지� 말자는...좀� 미루거나,� 결정적이기� 전까

지는�조금�더�인정� 안하려는...�

또한 엄마들은 자신이 자녀의 문제, 특히 자녀의 장애 문제를 전담하고 가장 잘 이

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리매김 시키기도 한다. 장애에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 자녀의 상태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판단하는 것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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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 엄마의 역할인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엄마들은 아버지와 다른 자녀

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도 맡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사례 Ⅲ-16> 장윤경/어머니(53세)/2015년 7월 23일

남편� 같은� 경우도� [장애인� 등록� 절차]얘기� 안� 한게� 똑� 같은� 이유예요.� 남편도� 아빠니

까�다� 알아야�되지만� ‘당신�이거�다�알아야�돼요’� 하고�나눠서� 00가�더�좋아진다면�나

눠야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 ‘가족이라도� 00이에게� 편견을� 안� 가지고� 하

려면� 어떤� 게� 좋을까’,� 그러면� ‘남편이나� 동생한테� 00의� 그런� 속속들이� 정말� 제가� 알

고� 있는걸� 다� 오픈해서� 00이한테� 개입하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적당히� 선을� 두어야�

할� 것인가’…� 적당히� 선을� 두는� 게� 더� 00이[자녀]� 한테� 좋을� 것� 같더라구요.� 동생� 같

은� 경우도� 끊임없이� 잔소리� 거드는� 거�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엄연히� 동생인데� 그렇

게� 꼭꼭� 짚어주면� 더� 의욕이� 떨어지고.� 형의� 체통을� 살려주고� 적당선에서� 두� 사람관

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라면…� 남편도� 마찬가지고…� 큰� 아들이� 한없이� 모자

라고� 미숙하고� 가족들이� 도와줄� 애지만� 그걸� 다� 오픈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제

가�커버해야�될�부분이,� 그런�게�있다는�생각을�해요.� � � �

본 논문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아버지와 심층면담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자녀가 주요 보호자로 생각하는 부모가 어머

니였기에 연구자는 어머니와 우선적으로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면도 있다. 아버지

가 자녀의 교육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드림칼리지의 교사와 소통을 하는 경

우가 드물게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사-엄마 사이의 소통이 주로 이루어졌다. 

반면, 연구자가 참여한 학부모 자조 모임 주최의 강연회에서는 아버지들이 비교적 많

이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참관했던 강연회에서는 35명 내외의 참석

자 중 5명 정도가 남성이었으나, 두 번째 참관했던 강연회에서는 전체 참석자 중 1/3 

이상이 남성이었다. 강연자는 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아빠’들도 참여하

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아버지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고, 강연

회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아버지 혼자 참석한 경우나 부부가 함께 참석한 경우를 크게 

칭찬하거나 부러워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정신적 장애를 받아들이고 돌보는 책임과 역할이 나뉘는 과정에서 젠더적 요소가 

크게 반영이 되는 것은 본 논문에서 중심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지점은 아니다. 그러

나 자녀가 가진 정신적 장애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에게만 경험되는 문제가 아니며 장

애의 인식과 대응을 둘러싼 경험이 가족, 특히 부모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의 역할,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모 사이의 젠더적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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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쳐서는 안 될 지점이다. 또한 이것은 자녀의 양육, 정서적 지지의 역할을 과중하게 

부여 받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과 맞닿아 한국의 가족 관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 하지만 정신적 장애의 경우에는 그 역할의 범위와 깊이가 더 폭넓고 깊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능력이나 의사결정권을 온전하게 가지기 어려운 정신적 장

애인에 대한 책임이나 법적 대리인 결정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의 젠더적 역할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진행할 때 이루어진 부모모임 주최의 강연은 총 2회였고, 첫 

번째 강연의 내용은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것이었

으며, 두 번째 강연은 발달 장애 지원 법률과 복지시스템의 활용법에 대한 것이었다. 

두 강연은 모두 사회복지 및 법학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강연자들은 연신 부

모님의 활동, 부모의 참여를 강조하거나 부모가 가진 깊은 당사자성을 공감하는 표현

을 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신적 장애와 관련하여 더 나은 법률의 제정을 위해서

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사자인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필요를 표명하고 활동해야한

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부모의 입장을 크게 공감하는 전문가가 했던 “우리 어머님들

이 힘을 내셔야 한다”라는 발언은 장애가 앞으로도 계속 부모의 문제일 것이라는 점

을 함축한다.  

이는 Ⅱ장에서 서술하였듯이,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사안에 

대해 국가에서 시혜주의적인 방식으로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어 왔던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맞닿아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부모들은 정신적 장애가 있

는 자녀를 개인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주체인 동시에 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마련하

는 데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 받는다. 당사자는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현실을 잘 보여주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능동적으로 필요를 드러내야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사례 Ⅲ-17> 윤은화/어머니 (48세)/2015년 7월 28일 

윤은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건데.� 그� 아무리� 어떤� 사회도,� 장애�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라� 할지라도� 옛날에� 다� 열악했고,� 부모들이� 다� 요구

하고,� 투쟁하고,� 당사자들이�저기�하고�해서� 온� 거죠.� 우리도�그런�게�필요하다�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성향� 상� 그렇게�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든가� 그런� 게�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뭐� 요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기대도� 안� 해요.�

별로.

연구자:� 구체적인�생각을�많이� 하시지�않는� 거네요?� �

윤은화:� 뭐� 그렇게� 생각이야� 있지만� 그것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이동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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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그분들이� 막� 길바닥에서� 눕다시피� 해가면서� 해도.� 전혀� 끄덕도� 없고,� 그걸�

보는� 사람이�시민들조차�상처를�주고� 하기� 때문에�차라리�저거를...� 내가� 당사자라

면�저걸�못하겠다는�거죠.� 필요하다라는�건�알지만,� 지금� 이�상황에서는..[...]� 당사

자의� 문젠데...� 당사자들이�뭐� 더� 요구도� 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될� 점이�

있지만�지금� 뭐� 아까� 말했듯이�택시타고�어디� 나가기도�힘든� 장애인도�많은데,� 그�

사람들� 더러�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네가� 안� 해서� 그래,� 요구를� 안� 해서� 그

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처지고...� 세월이� 많이� 가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

고� 다른� 것이� 좋아지면,� 뭐� 노인복지가�조금씩� 생긴다든지� 뭐� 그렇게�된다고� 생각

해요.�

 

윤은화 씨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적 장애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

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요구를 하고 활동을 해야 하는 구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모순

적인 현실이다. 또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사회

라면, 그 사회에는 드러나지 않는 배제의 영역이 끊임없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3) 부모가 찾아나서는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

  

앞의 소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스스로 자녀에

게 사회를 제공해주거나 사회를 찾아주지 않으면 자녀가 사회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것

을 인지하게 되며,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적합한 공간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주요 주

체로 움직이게 된다. 또한 장애인 등록과 같은 장애인 복지제도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관리적 기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정신적 장애인으로 규

명된 사람들은 특수교육과 복지 및 의료시설24)의 이용대상으로 제한된다. 

한국에서 정신의학이 가지는 이 같은 권위와 이에 잇따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

지제도는 푸코가 『성의 역사』를 통해 18세기 이후에 생명정치가 확립되어 가는 모

습에 주목했던 것과 맞닿는다(푸코 2009[1976]). 푸코는 이전에 군주제에서 군주가 

죽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사법적 생사여탈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

리, 18세기에는 죽음의 권리는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의 요구의 아래에 자리매김 되었

다고 보았다. 이는 곧 삶의 권리에서 나아가 죽음의 권리가 권력의 요구에 기대거나 

권력의 요구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죽음의 권리가 변화한다는 것

24)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강제로 입원도 가능하다(<정신보건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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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시 생명, 육체를 통한 사람에 대한 개입의 변화를 의미한다. 18세기 이후는 이

전과는 다르게 생명에 대해 ‘살게 하거나’, ‘죽음 속으로 몰아내는’ 권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ibid.: 152-154). 푸코는 이러한 변화를 생명권력(bio-pouvoir)의 시대로 

표현하며, 이전에는 살아있고 정치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설명되었던 인

간을 이제는 생명체로서, 정치에 생명을 거는 동물이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

적한다.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생명에 대해 행사되는 권력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계와 틈

새에 침투하여 육체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규범과 인구조절이라는 두 가지 

극으로 수렴하면서 개입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이처럼 푸코가 생

명에 대한 개입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특성으로 의료, 행정과 같이 조절 기능

을 갖는 기관을 통해서 육체, 곧 사람에 대한 규격화를 지적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보건과 복지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이라는 구분법의 역사적 맥락을 함축한다

(ibid.: 158-160). 한국의 장애인 등록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복지를 목적으로 표

명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

인 목적을 가진 통치적 성격의 전문가중심 제도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에서 정신적 이상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받으려면 법률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

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특수한’ 자녀를 가진 부모는 부모 스스로가 주도자가 되어 

자녀의 특수함을 자녀에게 각인시키고 사회에 증명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장애를 규

정하고 있는 방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움직이는 주체는 곧 부모이다. 국가가 제

공하는 복지와 혜택이라는 이름하에 편입되는 당사자들은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지만 

이들이 편입되도록 움직이는 역할은 부모가 직접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들은 스스로 나서서 자녀들이 머물 곳을 찾아 나서게 된

다. 미성년 시기에 정신적 이상이 발견된다는 것은 대개 일반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려

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에 대한 의심이 학창시절에 뚜렷하게 제기되지 않거나

명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아 일반학교를 졸업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의 학생들

은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 특수학급, 대안학교 등으로 교육환경을 바꾸게 된다. 대안

교육 시설도 이용자가 전적으로 교육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나, 특정 장애인을 위한 학

교로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입학조건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들어가려면 그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 즉 장애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만 한다

는 점을 고려하면, 대안교육시설의 입학조건은 정부 주도의 특수교육시설보다는 유연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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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을 강제로 수용하던 시대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와 같이 정신적 장애

인을 제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장애인만을 위한 특수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신적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사

자들에게는 배제의 경험을 양산하게 된다. 장애인만을 위한 학교, 학급이 존재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그 공간에 머물게 하는 강제력이 없다고 하여도, 관련 주체들에게는 

장애인을 위한 마땅한 자리는 일반학급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사회에서 특정한 

범주로 분리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대면의 기회가 없어지면서 정신적 장애는 보이지 

않는 분리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드림칼리지 학생들 중에서 일반학교를 오래 다닌 학생일수록 왕따, 학교폭력 등의 

괴롭힘의 경험과 그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수업을 따라

가지 못할 때 일반학교를 포기하기 보다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

할 때, 교사들이 자녀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느낄 때 일반학교를 포기하는 경향

이 있다. 학생들은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일반학급에 다닐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

상에서 환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학급을 다닐 수 없는 것이다. 

<사례 Ⅲ-18> 서은진/어머니(49세)/2015년 7월 16일 

서은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차별� 없이� 받도록� 돼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서비스는� 없으니까.� 그리고�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얘가� 간다고� 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인제� 얘는� 전학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담임이�그렇게�하면� 굉장히�또� 난리가�날� 수� 있는� 일이에요.� � 우리� 아이들�엄마들

로서는...인제�그런�거죠�

연구자:� 어머니는�어떤�입장이셨어요?

서은진:�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쵸.� 그때는�내가� 이� 학교에�다닐� 권리가� 있는� 사

람이고,� 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좀� 컸고� 되게� 억울했었던�

거� 같아요.� 내가� 만약� 여기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진짜� 쫓겨나

는� 거다.� 지금� 생각해보면...[...]그랬어요.� 그랬는데� 다니다� 보니까� 특수학급이� 있

는� 게� 얘한테�더�맞는...[...]

현재 20대 초반인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당시, 한국의 일반적인 교실환경은 정

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완전히 밀어내지도, 그렇다고 수용하지도 않는 상황이었

던 것으로 묘사된다. 교사들은 학습을 하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을 인지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에게 별도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개입 절차가 있는 것

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다른 곳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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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점진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이로써 일반교육 장소에서 자녀를 ‘빼내는’ 시기

와 자녀가 새로이 위치 지어질 곳은 부모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남는다.  

<사례 Ⅲ-19> 서은진/어머니(49세)/2015년 7월 16일 

연구자:� 근데� 공식적으로� 00[자녀]의� 뭐� 진단명이나� 이런� 게� 학교에� 알려져� 있거나�

했어요?�선생님,� 담임선생님한테?� �

서은진:� 아니요� 그런� 걸� 요구�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까지� 시스템이� 돼있지� 않고,� 우

리나라� 초등학교는� 완전히� 그냥� 담임이� 알아서예요.� 담임재량� 이� 담임이� 얘를� 소

화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엄마하고� 굉장한� 어떤� 서로� 상처받

는� 일이라든가� 알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존재하고,� 또� 막� 00� 밑에� 학년에� 어떤� 엄

마는� 정말� 선생님한테� 앵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의해서� 담임선

생님이�얘를� 감당하려고�하느냐�아니냐,�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비교적 성숙한 나이에 부모로부터 현재 위

치에서 이동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 자녀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의견을 내비칠 수 있

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녀가 특정한 의견을 가진다고 해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가 

현재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도하거나, 자녀가 원하는 환경으로 갈 수 있게 

대안을 모색해야하는 몫을 안게 된다. 물론 부모의 처지에 따라 이러한 자녀의 위치

짓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건도 다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모들은 스스로가 교사가 되어 홈스쿨링을 시도하기도 하고, 

“담임선생님이 잘 받아주고 다른 아이들이 조금 이해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마

음으로 일반학교에서 버텨보기도 하며, 대안학교가 있는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기

도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부모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단 그 자체나, 치료 등

이 아니며 자녀가 잘 속할 수 있는 ‘적당한 사회’를 찾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부모

는 자녀의 삶을 위해, 자녀를 대신해서 행동해야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드림칼리지 역시도 부모들이 스스로 자녀에게 적합한 곳을 알아보고, 찾아다니는 

과정 끝에 오게 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청년들이 다니고 있는 드림칼리지는 

부모들이 이와 같이 스스로 자녀에게 적합한 곳을 알아보고 찾아다니는 과정 끝에 오

게 된 장소이며, 드림칼리지의 존재 역시 한국 사회의 정신적 장애에 대한 제도적 맥

락과 그 안에서의 당사자들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드림칼리지에서 이루어지

는 대안적인 실천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제도로부터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 드림

칼리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천들은 드림칼리지 밖의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그리

고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개입 방식에 대응하는 성격을 띤다. 이 장에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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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것처럼 사회에서 정신적 장애의 범주와 장애인이라는 차등적 시민권이 규정됨으로

써 이루어지는 결과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당사자들이 겪는 장애를 해소시

키기 위함 보다는 이들을 통제하거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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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10:00~10:20� 여는�모임,� 선생님�공지사항

10:30~11:20 1교시

11:30~12:20 2교시

12:20~13:30 점심시간

13:30~14:20 3교시

14:30~15:40 4교시

방과�후 동아리,� 일자리�체험,� 인턴실습

<표 6> 드림칼리지 일상의 단위

Ⅳ. 드림칼리지에서의 대안적 의미구성: 장애가 아닌  

   ‘어려움’

 1. 드림칼리지 교육방식과 구성원의 특징

 

드림칼리지의 공간은 6층의 건물 중 2층과 6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3층부터 5층까

지는 꿈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드림칼리지는 과거에는 2층만 사용하였으나 2013년에 

작업장을 개설하기 위해 6층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 6층은 가장 넓은 공간이 확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 전체모임을 갖고, 행사를 하는데 주로 쓰이며 일상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여러 수업의 분반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6층에는 공예를 할 수 

있는 방이 마련되어있으며 커피추출기계 등을 갖춘 바리스타 관련 수업 공간도 있다. 

2층은 교무실과 두 개의 교실이 있으며 활동적이지 않은 수업이라면 20명 내외의 인

원이 나뉘어져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교무실에는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규칙이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드나들기도 한다. 교무실에 찾아온 

학생은 비교적 비밀스럽게 교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여러 학생이 함께 찾아

와서 ‘수다를 떠는’ 공간이기도 하다. 

드림칼리지에서는 학생들은 학번을 부여받고, 수강 신청을 통해 수업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등의 대학교의 교육환경을 표방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번에 따른 선후배 

관계보다 나이에 따른 형·누나·언니-동생의 관계를 형성한다. 드림칼리지의 일상이 이

루어지는 기본 단위는 4교시로 구성된 수업인데, 1교시가 시작되기 이전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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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모임’을 진행한다(<표 6>참조). 과거에는 여는 모임이 교사의 공지사항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면 조사 기간 당시에는 학생들이 모임을 진행하였고 교사들은 마지막

에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선에서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여는 모임은 학생

들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맡도록 일정이 짜여있는데, 모임의 내용은 진행자가 자유롭

게 정할 수 있다. 진행자 학생은 음악 감상, 퀴즈풀이, 칭찬하기, 춤추기 등을 준비하

여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아침 조회(朝會)를 연상시키는 여는 모임을 진행하고 학생들마다 담임교사를 두는 운

영방식은 대학교 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학교라는 느낌을 자아낸다.  

드림칼리지에서 학생이 함께 있지 않는 상황에 한해서 교사들끼리는 가끔씩 의학적 

진단명을 인용하거나 활용하여 학생을 설명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에 대

해서도 증상으로 간주하며 의학적 지식을 지침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어

떤 수업을 들을지,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진단명이 전혀 사용

되지 않으며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의 취향, 취약점, 능력 등이 

참고 된다. 이것은 학생들의 진단명이 학생들과 일상을 지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을 모두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드림칼리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적 접근, 

특수교육적 접근, 치료적 접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대안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

이기도 하다.

드림칼리지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매 학기마다 유연하게 구

성된 수업 시간표에 따라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선택을 하여 개개인마다 다르게 수업

에 배치된다. 수업을 통해서는 미술, 음악, 원예치료처럼 치유적 접근도 이루어지고, 

일상생활, 간식 만들기, 글쓰기, 진로 탐색 등의 기본적인 생활훈련 및 인성적 접근도 

이루어지며, 최근 도입된 전공제를 바탕으로 창의공예, 제과제빵, 바리스타 세 학과의 

전공 교육도 이루어진다. 

2015년 1학기에 이루어진 수업은 <표 7>과 같이 영어, 글쓰기, 인지재활, 제빵, 바

리스타, 체육, 원예치료, 뮤지컬, 합창 등이었다. 화가마을은 일종의 미술치료, 예술 

활동 수업이며, 여가공동체는 보드게임을 비롯한 게임과 놀이를 배우고 연습하는 수

업이다. 사회적응은 자조모임과 집단 상담이 혼합된 형태의 수업이고, 금요프로젝트에

서는 학생들이 함께 기획한 문화체험 활동, 또는 교사들이 준비한 외부 교육프로그램

이 진행된다. 조사기간 당시의 금요프로젝트로는 청계천 방문, 성교육(시립 청소년드

림센터 주최), 인생수업, 위생교육(지역 보건소 주최), 세월호 참사 추모 등이 진행되

었다. 또한 수요카페는 바리스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드림칼리지와 꿈학교의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음료를 판매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자리 체험은 원하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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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금

화가

마을

버츄

마임

영어1 영어2 영어3 자신

만만

스

피

치

사

회

적

응

인지

재활
체�육

합�창

자유�

글쓰기

학교�

운영팀

회의

전체

회의

� � � � � � � � � � � � � � � 점심시간� � � � � � � 수요카페
대의원

회의
점심시간

뮤지컬 원예

목

공

예

여

가

공

동

체

바

리

스

타

정직한�

빵

금요�

프로젝트

생

활

공

예

수

요

카

페

제

과

제

빵

모두�청소

일자리�체험

(청소,� 제과)

밴드�동아리

법인�교사회의

일자리�체험

(청소,� 제과)

<표 7> 2015년 1학기 시간표

이 신청하여 교사들과 면접을 진행한 후, 학교에서 청소나 제과 실습을 하는 프로그

램으로, 학생들은 근로에 대해 급여를 받는다. 

  

그 외에 버츄마임(virtue mime)은 미국에서 시작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한국 지사

를 통해 드림칼리지 교사들도 교육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인류에서 보편적이라고 여

겨지는 미덕 52가지에 대해 연마하는 수업이다.27) 최근부터 도입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드림칼리지의 일상에서 미덕 개념은 여러 방면에서 쓰이는데, 학생들의 하루를 

교사와 공유하는 일지에서 오늘의 미덕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공예품을 장식하면서 가

치를 부여하기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그림 6>참조). 학생들은 이러한 미덕의 언어 

중 감사, 배려, 존중, 용기 등 일상적인 언어에는 익숙한 편이지만 이상품기, 탁월함, 

절도, 관용 등과 같이 덜 일상적인 언어는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또한 학생들 중에서

는 그 의미에 크게 공감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27) 한국 버츄프로젝트 홈페이지 참조, http://virtues.or.kr/, 최종 검색일: 2015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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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생활공예 수업에서 제작하는 수제비누와 미덕 언어

(감사, 친절, 청결, 상냥함) 

수업의 분위기는 교사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엄숙하기 보다는 유연하다. 학

생들에게는 마실 물을 준비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

지는 않지만 시간 안에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주어진 수업시간 동안 모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도 많이 있다. 또한 드림칼리지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

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조사기간 동안 정규 수업 외에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의 상담 

주간이 있긴 하였으나 이 상담의 내용은 진로상담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들

은 일상에서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곤 하며, 상담이란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문의를 하기 위해 교사와 교무실을 일상적으로 찾는

다.   

현재 드림칼리지의 재학생들은 ADD, ADHD,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지능장애,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등 정신적 장애에 해당되는 각각 다른 다양한 진단명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의 진단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살펴보

면, 이들은 드림칼리지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곳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드림칼리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라고 표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드림칼리지를 다니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서사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외국에서 살다 돌아와



- 71 -

서 적응이 어려워서”, “따돌림을 당해서”, “몸이 약해서”, “교우관계가 좋지 않아서”, 

혹은 이유를 모른 채 학교들을 옮겨 다니고 꿈학교, 혹은 드림칼리지에 다니게 되었

다고 설명한다. 또 학생들은 드림칼리지를 “돈 벌수 있게 해주는 곳”, “힘든 사람 다 

받아주는 곳”, “배우고 싶은 것 다 배우는 곳” 등으로 표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드

림칼리지를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드림칼리지에 오게 되었

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드림칼리지가 설정하는 목표와 유사한 표현이다. 

학생들과 부모들은 꿈학교나, 드림칼리지를 만나게 된 것을 좋은 변화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처음에 드림칼리지를 오게 되었을 때 “천국”에 온 것 같았다

고 표현하기도 하고, “애들과 장난도 치고”, “애들이 착해서”, “좋았다”라고 표현하기

도 한다.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고민하고 있을 때, 자녀의 갈 곳

을 찾던 중에 꿈학교나 드림칼리지를 찾게 된 것을 행운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사례 Ⅳ-1> 서은진/어머니(49세)/2015년 7월 16일

중학교� 갈� 나이가� 가까워� 왔는데,� 00[자녀]가� 5학년� 6학년� 사이를� 미국에� 있었거든

요.� 한국에� 와서� 6학년� 2학기만� 다녔거든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 있었으면서� 그� 신경정신과를� 다녔어요.� 정-말� 다행히도� 그� [의사]선생님이�

꿈학교�후원도�하고� 그러고�계셨어요.� 정말�사람이�운이�되려니까�그렇게�됐어요.�

일부 학생들은 드림칼리지가 일반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며, 그에 대한 사회

적 시선을 의식한다. 학생들과의 초점집단 면담에서 ‘밖에서 드림칼리지를 어떻게/무

엇으로 설명하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사람들이 대안학교인 드림칼리지를 이상하게 보

기 때문에 한 학생이 거짓말을 했던 경험에 대해 토론이 오갔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 

경험을 공감 하거나, 다른 사람의 반응을 “무시하라고” 조언하기도 하고, “왜 스스로 

드림칼리지에 대해 당당하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물품들을 거리에서 판매하는 실습을 할 때 몇몇 학생들은 자신을 “청년 대안학교” 학

생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행인들은 “청년 대안학교”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애들”, “학생들”로 표현하였으며, 판매 행위를 모금 행위

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드림칼리지의 구성원들은 장애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드림칼리지에서 학

생들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아래의 

그림은 공식적으로 드림칼리지가 기관을 어떻게 정의하며,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정

의하고 설명하는지를 보여준다(<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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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드림칼리지의 자원교사 모집 안내문 

이와 같은 대안적인 접근의 핵심에는 장애를 대체하는 ‘어려움’이라는 개념이 놓여

있다. 드림칼리지의 구성원이 ‘학생’으로 대우된다는 것은, 이들이 ‘환자’나 ‘장애인’으

로 간주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드림칼리지의 일상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학생의 정신적·지적 상태에 대해 어떤 꼬리표(label)도 가지지 않는다. 드림칼리지에서

는 학생들에게 장애가 있다고 전제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

되는데, 여기에서의 ‘어려움’은 학생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드림칼리지라는 공

동체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진다. ‘어려움’이라는 개념은 일상의 다방면

에서 응용되고 학교 내에서는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드림칼리지라는 시설과 구성원을 둘러싼 전반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드림칼리지라는 곳에서 정신적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라는 일

반적 개념과 또 다른 대안적 개념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또 그 관계가 담고 

있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2. ‘어려움’의 개념적 특성

  1) 사회적 관계를 통해 경험되는 ‘어려움’

드림칼리지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의학적·심리적 진단 서류를 참고용으로 보관하



- 73 -

고 있으며 이것을 참고할 수 있을지라도 의학적 정보에 따라 학생에게 접근하지는 않

는다. 오히려 교사들은 자신들만의 의료적,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일부 학생들의 

진단이 잘못 내려진 것 같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의학 및 심리학적 지식으로 접근하

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개인에게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

들끼리의 대화에서 학생들의 세부적인 습관 혹은 행동적인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경우

가 더 흔히 나타나고 특정한 진단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례 Ⅳ-2> 김정연/교사(여)/2015년 7월 15일

연구자:� 오셔서� 지금까지� 애들� 뭐� 의료적� 진단,� 누구� 자폐성장애� 있다거나� 장애등급,�

어떤�장애로�되어있다던가�이런� 거를�얼마나�참고하셨어요?�

김정연:� 참고라기보다도�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생기는�것� 같아요.� 그런� 진단을� 무의식

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배운� 게� 있으니까�항상� 그런� 진단을� 참고로�하고,� 그걸� 베

이스로�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령.� P경우는� 약간� 좀� 자폐가�

아닌� 거� 같거든요.� 처음엔� 자폐가� 아닐� 거� 같다고� 생각했던� 게� 애가� 관계가� 조금�

되잖아요�물론� 뭔가를�반복해서�따라하고�이런� 것들이�있기�하지만�자폐랑�반응성

애착장애랑�가장�큰�차이가�관계가�된다라는�거거든요.� J는� 관계가�잘�안되잖아요.�

좋아는� 하지만�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 K� 같은� 경우에도� 봐도�

상대방의� 마음�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해� 가는� 것처럼� L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눈� 마주침도� 잘되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란� 생각과� 동시에� 이미� 얘가�

자폐를�받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얘한테�자폐� 애들한테�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예요.� 통제를� 하게� 되고.� 그런� 거에서� 좀� 제가� 너무� 그거를� 너무� 신뢰하지도� 않는

데,� 아직� 저도� 어떤� 전문가가�아니고�쉽게� 그런� 걸� 판정할�수� 없는� 위치기�때문에�

조금�그런�것들을�너무�맹목적으로�믿었던�것�같아요.� �

교사들 중에서는 의료적 진단 자체가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교사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드림칼리지의 운영지침에 학생들의 장애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드림칼리지는 청소년 대안학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드림칼리지 자체도 학교의 형태를 표방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우선 드림칼리지는 학교라는 틀에서 시작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장애여부는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다. 학교라는 틀은 학생들에게 독

립적인 신변관리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학교를 찾는 학생들은 

중증의 장애를 가진 학생보다 경증의 장애를 가진 학생이 많다. 물론 드림칼리지 구

성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장애가 있어왔고,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입학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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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장애여부를 파악한다. 최근에 드림칼리지를 특정 장애의 종류를 가진 학생

들을 위한 곳이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

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Ⅴ장에서 다룰 것이다.  

<사례 Ⅳ-3> 이수영/교사(여)/2015년 7월 8일 

연구자:� 학생들을� 보실� 때� 어떤� 장애등급이라든지,� 의학적� 진단이라든지� 얼마나� 참고

하세요?�처음에나�뭐.�

이수영:� 너무� 참고를� 안하..너무� 참고� 안� 해요.� 저는� 초반� 인턴� 할� 때는� 정신의학� 책

을� 공부해야했기�때문에� 그� 책을� 보면� 애들이�생각이� 나요.� 뭐� 아스퍼거나�발달장

애�이런�특징이�있다.� ‘어� 이거� 누군데’� 하고� 연결이�돼서� ‘이� 책이�진짜�그런� 책이

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하다� 보니,� 그냥� 애들이랑� 지내다보니� ‘어�

의외로� 이런� 면이� 있네’,� 저런� 면이� 있다는� 걸� 하나씩� 발견� 하면서부터� ‘아,� 이게�

내가� 너무� 여기� 갇혀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해하기� 위해�

참고하는� 건� 맞지만� 그거는� 거기까지고� 이� 다음부터� 폭넓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는� 그거에� 갇혀있으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 지금� 상태는� 그냥� 사람� 대�

사람� 말벗� 대하는� 느낌으로� 있긴� 해요.� [...]�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마음� 이런� 건� 규정짓는�게� 아니잖아요.� 일은� 정확한�게� 좋지만� � 근데� 그게� 드림칼

리지� 와서� 많이� 더� 그렇게� 됐어요.� [...]� 그런� 과정이었어서� 내가� 대안학교를� 찾았

는데� 여길� 와서� 이런� 애들을� 보아하니� 또� 아니야.� 진단에� 맞지� 않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뭐지?’� 하니까�초점이�개별로�가게�된�거죠.

[...]

연구자:� 병리적� 문제로� 보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00가� 지적장

애가�있다고�생각했는데...장애라는�건�문제가�있는�거잖아요.

이수영:� 문제가� 있다는� 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다가� 아닌� 거� 같아요.�

문제� 이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보니까� 다르고,� 우리처럼�

다.� 근데� 우리가� 너무� 지적장애에� 너무� 쏠려있으니까� 못� 보는� 게� 아닌가.� 개인적

으로�보면� 되는� 걸� 너무� 장애� 쪽으로�계속� 보다보니.� 내� 시야가�점점� 좁아지는�거�

같고.� 여기서�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본� 거,� 느낀� 거.� 내� 느낌이나� 생각들이� 쌓아지

고� 쌓여가다� 보니� 여기를�봐야겠구나�하는� 생각이�들었어요.� 왜냐면� 얘네� 들은� 다�

여기루�볼� 거� 아니에요�다.� 외부� 나가면�근데� 여기를�봐주지�않고� 본인이�있는� 그

대로를� 자꾸� 그러면...� 모르겠어요.� 내� 방식이� 잘못되고� 시행착오�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다� 풀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쉬운� 방향

으로�할�수�있을까를�찾는�게�좋을� 것� 같아서…

교사들이 학생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의학적 진단명이 공식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다는 것은 교사들이 스스로 나름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려움’이라는 개념은 의학, 사회복지 패러다임에서 설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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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드림칼리지의 자주생활협약

정신적 장애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장애라는 용어의 의미와

는 확연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어려움’은 장애라는 개념과 완전히 등치되는 개념이 

아니며, 장애 혹은 다른 진단명을 대신하는 용어가 아닌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생각

하는 자신이나 타인의 ‘어려움’은 의학적 진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드림칼리지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 겪었던 상처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고통스러운 경험, 개인에게 귀속

된 증상이나 기능의 한계가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부족함, 개인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타인의 행동, 개인이 사회에서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 그 자체 등이 ‘어려움’으

로 여겨진다. 

  

드림칼리지에서는 일상에서 학생들이 함께 규칙을 만드는 일이 자주 있는데, <그림 

8>은 교실에 걸려있는 ‘자주생활협약’으로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정립한 내용이다. 이

곳에서도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타인의 ‘어려움’은 기본

적으로 이해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어려움’이라는 용어는 흔히 

사용되는데, 무엇을 ‘어려움’으로 해석할지는 때에 따라,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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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어려움’을 특정한 장애나 질환명으로 지

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장

애를 인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 자신의 진단명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자

신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을 때는 진단명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문제를 

‘어려움’이라고 대답하곤 한다. 

<사례 Ⅳ-4> 박영훈/학생(남)/2015년 6월 5일

연구자:� 그,� 드림칼리지가�어려운�사람을�이해하는�곳이라�그랬잖아.�

박영훈:� 네� 적응도�좀�빨리하는�곳이고.�

연구자:� 그� 어려움이라는�것은� 어떤�어려움일까?�

박영훈:� 그�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라� 그래야� 되지,� 만약에�

사람들이�다� 되는�거를�한명이�안�돼.�

연구자:� 아� 다� 같이�뭐�할�때�한�명이�뭘�못해?

박영훈:�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누군가가]엄청�느려요.� 수학을�푸는데� 30-40분� 걸리

는데,� [30-40분� 걸리는� 게]기본인데� [어떤� 사람은]막� 한� 시간� 걸리고,� 두� 시간� 걸

리고.� 그럼� 솔직히� 옆에서� 막� 짜증나잖아요.� ‘왜� 쟤� 때문에� 망치지’�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보면�그런�게�있는� 거� 같아요.� ‘얘가�원래�성격이�느리니까�느린거구나’� [...]

[K라는�학생에게는�어려움이�있는� 것� 같다는�대화를�하고�있었음]

연구자:� 그럼� K말고�다른� 사람한테는�어려움이�안보여?�

박영훈:�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딱히�못�느껴?�

박영훈:�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영훈이는?� 영훈이�스스로�생각하기에는?

박영훈:� 이렇게� 어려움은� 아닌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좀� 흥이� 많은� 거�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댈� 때� 나대고�신나게� 놀아야� 될� 때� 놀고,� 좀� 공부해야�될� 때�

공부하고,� 밥을� 먹어야� 될� 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학교� 다닐�

때� 그냥� 흥에만,� 즐겁게만�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농담� 조금� 섞어서�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왜� ‘쟤는� 공부하러� 온거야� 농담하러� 온거야’[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박영훈 학생은 장애등급이 기재된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며, 자신에게 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

해 연구자가 질문하였을 때 “흥이 많은” 자신의 성격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이

처럼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를 ‘어려움’으로 설명하곤 한다. 또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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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다른 친구들의 ‘장애’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대부분의 응답은 “모른다”, “딱히 궁금해 한 적이 없다”였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

의 ‘어려움’을 장애로 간주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장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이 장애라는 용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드림칼리지에서 장

애라는 개념 자체가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일상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개

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어려움’이라는 용어는 익숙하고, 자신을 

설명하거나 상대를 이해할 때 사용되는 언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 

<사례 Ⅳ-5> 홍기석/남(학생)/2015년 7월 6일 

연구자:� 그러면�기석이한테� 진단으로� 있는� 것들이랑,� 별개의� 어려움�있잖아� 방금� 말한�

일상에서의.� 그거랑�뭐가�더�기석이한테�커?�

홍기석:� 아� 어느� 게� 더� 영향을� 주냐,� 사는데� 있어서� 지장을� 주냐?� 저의� 경우는….�

음......�

연구자:� 지금�시점에서!

홍기석:� 음.....� 아무래도� 그…� 질환� 외의� 것들.� 그� 일상적인� 것들이� 아닌가?� 불안도�

사실�질환,� 질병이라기�보다는�특정한�시기에�많이�느꼈던�감정?�

홍기석 학생은 자신의 장애 진단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학생이었고, 약물 복용을 

스스로 조절하기도 하는 학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어려움’이 무엇

인지를 질문하였을 때는 장애 진단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신의 성격적인 문

제를 지목하였다. 또한 본인에게 더 중요한 문제 역시 장애가 아닌 자신이 느끼는 ‘어

려움’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장애라는 개념은 학생들 자신이 느끼는 문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지적하는 감정, 능력, 고민 등은 의학

적 진단에 포함된 증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맥락과 문제의 

구체성은 매우 다양하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장애에 따른 증상으로 해석하

기에는 그 차원이 상이하다. 

또한 ‘어려움’이라는 개념의 중요한 특성은 장애와 달리 개인이 가지는 내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관계 내의 문제라는 점이다.  

개인마다 서로간의 ‘어려움’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상이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드림

칼리지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자신의 ‘어려움’이나, 다

른 학생들의 ‘어려움’을 인지해나간다. 즉 드림칼리지에서 ‘어려움’은 전문적으로 이해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름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



- 78 -

하는 데 있어서 이용되는 도구인 것이다. 아래의 사례는 한 학생이 다른 사람의 ‘어려

움’을 무엇으로 이해하는지 그 예시를 보여준다. 

<사례 Ⅳ-6> 박민혁/남(학생)/2015년 6월 9일

연구자:� 다른� 친구들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보여?� ‘저� 친구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왔

구나’� 이런�식으로?�

박민혁:� P는�욱하는�면이�있어서�왔구요.�

연구자:� 그게�어떤�병이거나�이런지는�몰라?�

박민혁:� 병인�거�같기두�하구요…�그냥...�

연구자:� 다른�친구들은?�또�다른�어려움은�뭐야?� 꼭� 안� 짚어서�얘기해줘도�되고� �

박민혁:� J는� 조금� 느린� 게� 어려움인거�같아요.[...]� 한� 손으로�주는� 것도� 어려움이고.� L

은� 조금� 남� 일에...� 남� 일에� 잘� 나서는� 게� 어려움인� 거� 같기도� 하고,� B는� 간섭이�

많은�게�어려움�인� 거� 같구요.�

박민혁 학생이 P학생의 욱하는 면을 ‘어려움’으로 지목한 것은 실제로 학교에서 P

학생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우발적인 폭력을 보이는 등의 행동을 박민혁 학생이 

직접 여러 번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J학생의 느린 행동과 한 손으로 주는 행동

을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J학생이 매우 느린 행동으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

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교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건을 한 손으로 전

달하여 교사와의 사이에서 승강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박민혁 학생 뿐 아

니라 다른 여러 학생들이 J학생의 행동을 답답해하며 왜 두 손으로 물건을 주어야 하

는지, 어떻게 주면 되는지 알려주려고 하기도 할 만큼 이 사건은 작지 않은 사건이었

다. 또한 L학생과 B학생의 간섭을 어려움으로 지적한 것은 박민혁 학생이 그 학생들

과 성격차이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려움’은 드림칼리

지 공동체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적으로 본인과의 관계에서 문

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례 Ⅳ-7> 박준호/남(학생)/2015년 6월 16일 

연구자:� 그럼�드림칼리지에�다니는�다른� 사람들의�어려움은�뭔� 것� 같아?�

박준호:� 뭐� A가� 시도� 때도� 없이� 개인적인� 사정� 늘어놓는� 거나,� K형이� 수업시간에� 돌

고래�목소리�내는�것도�어려움이죠.�

  

박준호 학생은 연구자가 다른 학생들의 ‘어려움’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A와 K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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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특정 행동을 지적하는데, 이 행동들은 박준호 학생이 평소에 불편해 하고, 싫어

하는 행동인 것이다.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거나 불편한 행동들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라고 칭해지는데, “자주생활협약”에서 보았듯이 ‘어려움’은 서로 이

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어려움’은 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기 보다는 스스

로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적 개념이다. 자신이 싫어하는 타인의 행

동을 ‘어려움’으로 정의함으로써 ‘어려움’을 가진 대상을 인지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

니라 자신이 이해해야 할 몫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은 드림칼리지에서 

서로가 이해해야 함을 인정하면서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배워나간다고 할 수 있다.   

 

  2) 서로가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움’

드림칼리지에서는 인간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사고가 통용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서 드러나는 ‘어려움’은 조정되고 다스려질 문제로 여겨진다. 실제로 공동체 생

활에서 문제가 되는 ‘어려움’으로는 학생들의 돌발행동, 학생들 사이의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행동이 느린 학생

과 빠른 학생, 위생에 있어서 철저한 학생과 위생관념을 중시하지 않는 학생, 조용한 

학생과 시끄러운 학생 등 서로 상반된 성향을 가진 학생들 사이에서 잘 나타나곤 한

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 발표를 하러 나온 학생이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 학생이 

발표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참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학

생도 참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누군가가 갑자기 교실에서 허

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면 그 학생에게는 그날 ‘어려움’이 나타난 것이

다. 이러한 ‘어려움’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 다른 학생들은 그 ‘어려움’을 이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교사들도 학생들이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학생이 지

각을 하거나 학교에 오지 않았을 때 그 학생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00이가 오늘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설명을 하며 이해를 구하면서 설명한다. 

학생들 역시도 문제적 행동을 일으켰을 때 스스로 상황을 설명할 때 자신에게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다고 표현하곤 한다. 드림칼리지에서 학생들은 ‘어

려움’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도 ‘어려움’으로 이해받기를 원하

게 된다. 한 학생은 자원교사인 연구자를 향해 폭력적 행동을 보인 적이 있는데, 다음 

날 진정이 된 후 자신이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스스로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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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사과했다. 

또한 상반된 성격이 부딪치면서 일상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누군가 불만이 생겼을 

때 교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교사들은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

여 갈등을 조정하기 보다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서로의 다른 

성향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게 지도한다. 갈등이나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학생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나타나

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한다. 물론 이러한 사건에 대해 학생들마다 해석방식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즉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문제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그 책임과 역할이 

모두에게 분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적 장애는 치료의 대상이라면 ‘어려움’은 서

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부딪치면서 드러나는 문제이다. 따라서 ‘어려

움’ 그 자체는 개인이 극복해야하는 대상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갈등은 장애로 정의

되는 개인들의 성향이나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서로 다른 개인이 

일상에서 관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로서 구성원이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해

야 하는 공동의 문제인 것이다. 

<사례 Ⅳ-8> 김은희/교사(여)/2015년 7월 15일 

연구자:� 근데� 드림칼리지에서� 어려움이란� 용어를� 쓰잖아요.� 장애라는� 용어를� 쓰지� 않

고?� 그게�어떤�차이가�있을까요?�

김은희:� 음..� 그때� 선생님[연구자]이� 되게� 중요시�얘기했던�거지..� 장애와�어려움.� 생각

해보니까�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쓰거나� 그럴� 때� 장애라고� 쓰여� 있으면� 그거를� 제

가� 수정하더라구요.� 입학신청서� 안에서도,� 문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자녀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썼을� 때,� 문제라는� 단어를� 어려움이라는� 단어로� 바꾸더라구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녀가� 가진� 장애는� 무엇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란� 무엇인가’� 그거는� 그냥� 언어적인� 차이인거� 같아요.� 받아들이는� 장애랑� 어려움

이...� 크게� 내용이�크게� 달라지는�거� 같진� 않은데�듣는� 사람,� 질문� 답변을�하는� 사

람으로� 하여금�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용어이지� 않을까......� 어려움은� 누구나�

있으니까,� 근데� 장애라고�하는� 건� 사회적인�인식으로�장애하면�부정적�인식..� 문제�

또한� 문제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수학문제가� 아니고서는� 그냥�

정말� 잘못된� 거�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질문을� 받는� 사람이� 답변

하기가�좀� 그럴� 거� 같거든요.� 근데� 어려움은�누구나� 가진� 어려움이니까� 내가� 솔직

하게�답변할�수� 있는�그런�거�같구.� 그냥�언어의�차이...�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특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지지하는 김은희 교사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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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순한 용어적 차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어려움’이라는 용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시선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어려

움’ 개념은 학생들에게 스스로를 설명하고 타인을 이해할 근거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이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은 문제를 나타났을 때 문제와 비교적 편안하게 마주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 역시 학생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어려움’으로 접근함으로써 개인들을 당사자의 입장

에서 보다 잘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개인이 가진 개별적 문제를 추상화함으

로써 에둘러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려움’은 일상에서 함께 지내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는 보조적인 구성물인 

것이다. ‘어려움’은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 스스로가 혹은 드

림칼리지 내에서도 완전히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드림칼리지가 

시도하는 ‘어려움’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 패러다임 하에서 배제되

는 사람들을 포착하고, 의학적으로 정신적 장애를 규정함으로써 보지 못하는 장애 이

면의 개인의 다양한 성향에도 주목할 수 있게 하는 대안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

한 개념 속에서는 기존 사회에서 이용되는 정신적 장애의 범주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반면 ‘어려움’이라는 개념은 장애보다 그 외연이 넓으며, 보다 관계적인 의미

가 담겨있다. 그러나 이렇게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정착되어 활용되고 있는 ‘어려움’

이라는 개념도 사회에서 이미 자리 잡혀 있는 정신적 장애라는 개념과 그에 따르는 

의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장애는 사회에서 이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편

리한 개념이며 ‘어려움’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의미는 드림칼리지 내에서만 통하기 때

문이다. 뿐만 아니라, 드림칼리지 내에서도 ‘어려움’으로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나타

나곤 한다. Ⅴ장에서는 드림칼리지에서 이루어지는 대안적 시도와 ‘어려움’이라는 개

념이 가지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려움’과 장애 개념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있어서 장애 개념과 ‘어려움’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

고자 한다.  



- 82 -

Ⅴ. 대안적 의미구성의 한계 

 1. ‘어려움’이 갖는 개념적 한계

드림칼리지에서 사용되는 ‘어려움’이라는 개념은 드림칼리지의 일상에서 늘 직접적

으로 직면해야 하는 대상이거나 극복해야 하는 목표물은 아니다. ‘어려움’은 드림칼리

지나 드림칼리지의 학생을 이해하고, 상호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유

용하게 쓰이는 개념이며, 그 개념은 내부적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의미 또

한 자연스레 공유된다. 그러나 ‘어려움’이라는 구성물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주체가 

되며,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생산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교사들은 ‘어려

움’이라는 개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각기 다른 태도를 가진다. 사실상 교사들은 ‘어

려움’으로 접근하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주체이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의 한계

를 가장 잘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사례 Ⅴ-1> 이수영/교사(여)/2015년 7월 8일 

연구자:� 이런� 아까�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생들이]특수하다고� 보이긴�

하잖아요.� 이� 특수한� 친구들은� 뭐라고� 설명하면� 되는지?� 선생님만의...장애인이� 아

니라면…�

이수영:� 음...장애인이란�단어가�아니면?�

연구자:� 네,� 일단�장애인,� 장애등급�받는� 제도나�용어� 이런�건�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이수영:� 장애인…� 장애인…음…�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저는� 여기� 드림칼리지에서�쓰

는� 용어가� 있잖아요.� ‘어렵다’� 근데...� 저는� 그거가� 별로� 좋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직면하는� 거� 같진� 않고.� 장애인이란� 단어� 자체가.� 단어� 자체에� 대한� 뭐� 그런� 건�

없는�거�같아요.� 단어가�주는� 느낌이�많잖아요.� 그게� 좀� 그런�거뿐이지.� 뭐�이렇게�

단어가� 그렇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 보다�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어

려움’이란� 거는...� 저도� 말을� 하긴� 해요.� ‘가벼운� 어려움’이나.� 여기� 문화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따라� 가는� 건데.�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은� ‘어려움’이란� 단

어� 별로�안�좋은�것�같아요.� 장애보다.

이수영 교사는 오히려 장애라는 말을 피하고 ‘어려움’이라고 에둘러서 표현하는 방

식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의 장애가 명백하고, 문제

를 장애로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어려움’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장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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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현실적 문제에 직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식적 용어로서 ‘어려움’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장애가 아닌 ‘어려움’으로 접근하기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로는 ‘어려움’의 의미가 가지는 추상성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의 진술에서 

보았듯이 ‘어려움’의 내용은 ‘느린 행동’, ‘참견하는 행동’, ‘욱하는 행동’ 등 매우 구체

적인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어려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엄밀하

게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각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며 학생들 간에도 서로 ‘어려움’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가르친다. 그러나 교

사들 스스로도 일상에서는 ‘어려움’이라는 기준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혼

란을 느끼곤 한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폭력적 행동은 ‘어려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서 비교적 명확한 기준점이 된다. 그러나 그 외에 당위성이 모호한 사회

적 규범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교사는 그 문제를 ‘어려움’으로 이해해야 하는, 나아가 

고쳐야 할 문제로 보고 교정을 시도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다. 교사들은 학생들 사

이에 갈등이 있을 때 설득을 하기 위해 서로 간의 ‘어려움’에 대해 규명해줘야 하는

데 그 기준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모호한 입장과 처지 때문

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생님은 더 어려운 애들 편만 들어 준다’라는 불만이 돌기도 

했다. 

<사례 Ⅴ-2> 2015년 4월 28일 조사일지

A와� B의� 갈등� 문제에서� A가� 너무�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꾸� 본인� 이야기만� 한다

며� 답답함에� 대해� Y샘이� 얘기했다.� 교사들� 모두� A의� 그런� 성격에� 대해� 공감했다.� 나

도� 자기� 얘기만�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본인만� 피해자로� 생각하는� 그� 모습을� 잘� 아니

까� 공감했다.� S샘이� 같이� 답답해하며� 이런� 거를� 어려움으로�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

다고� 했다.� ‘A의� 이런� 행동이� A이가� 가진� 병,� 이해력� 부족,� 이런� 데서� 수반되는� 문제

인걸까?’� 이런� 의미�같았다.� Y샘도�다시�공감하면서,� ‘집에서는�어려움을�이해해달라고�

받아달라고� 여기� 보내는� 건데,� 여기서� 그걸� 계속� 극복시키는� 것이� 어렵네요’� 라고� 했

다.� 나는� 솔직히� 성격의� 문제이고,� 훈련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결국은� 어

쩔� 수� 없이� 가르쳐야하는� 도덕적인� 문제처럼� 느껴졌다.� 내가� 생각하는� 도덕은� 얘네가�

좀� 튀지� 않게� 사회에서� 어울릴� 수� 있는� 소양인� 것이고...� Y샘은� 애가� 상처받지� 않는�

사회가�되어주려�하는�것�같다.

인용한 조사일지는 반복적으로 사건과 사고를 일으킨 학생의 행동을 ‘어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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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것에 대해 한계를 느끼는 교사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공동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요구되는데 그 원칙들이 지켜지지 못할 때 교사들은 

이것이 개인적 성격의 문제인 것인지, 어떤 정신적 장애에서 수반되는 문제인 것인지

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된다. 교사들은 평소에 학생들에게 의료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는 입장을 가지지는 않지만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갑작스럽

게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심리적·의학적 요인과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 

조사기간 초중반에 쓰인 조사일지 상에는 연구자가 학생의 성격이나 성향을 질환과

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로 해석하는 모습이 주로 포착되어 있지만, 연구자는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점차 학생들의 갈등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어려움’의 

경계를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중재를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던 경험에 마주

했다. 또한 초반에는 연구자가 학생들의 진단명이나 장애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지

내다가 연산, 국어 등의 기초적인 학습을 돕는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의 한계를 파악하고 싶어 하며, 의학적·심리학적 지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였다.

<사례 Ⅴ-3> 2015년 5월 6일 조사일지

�

인지재활� 시간에� K� 때문에� 힘들었다.� 한� 자리수� 덧셈도� 못하니까� 당황스러웠다.� 의사

표현도� 잘하고,� 사람들과도� 활발하게� 지내는� 편이고� 웬만한� 것� 다� 손� 많이� 안가고� 잘�

하는� 편인데...� 예전에� 수퍼에서� 물건� 사는� 것은� 숫자� 단위가� 커서� 어려울�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덧셈을� 손가락으로� 하고,� 바둑알로� 하니까� 이해하는� 것� 같아서�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반복이었다.� K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알

고� 싶었다.� 얼마나�가르쳐야하는�걸까?� 반복학습이�부족한�것일까?� 아니면� K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일까?�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다.�

K의� 지능검사� 점수� 결과로는� 어떤� 학습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 궁금하다.�

B도� 나랑� 온갖� 대화를� 다하는� 사이인데도,� 자를� 대고� 3*3� 정사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한� 시간� 내내� 만들지� 못했다.� 정육면체를� 만들라고� 해도� 꼼꼼

하게� 풀칠하거나� 종이를� 오리거나� 하지� 못했다.� 발달장애가� 있으면� 소근육� 발달이� 안�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이런� 것인가?� 싶었다.� 그래도� 악기도� 잘� 다루고,� 다른� 작업들�

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이렇게� 한계를� 알고� 싶어� 하는� 의지가� 모이면� 한계

에만�관심을�갖게� 되고,� 그� 쪽� 지식만�발달되는�거구나�하는� 생각이�들면서도.� 한편으

로는�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계를� 생각하게� 되니� 사회에서의� 반응이란� 것이� 결국�

이런�것이겠구나�하는�생각도�들었다.�

이처럼 드림칼리지에서 사용되는 ‘어려움’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장애 개념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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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이 되지는 않는다. 교사들은 기존의 제도적 개입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갖기도 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구성물을 통해 다른 실천을 지향하지

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적 도움이나 판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거나 거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예컨대, 교사들 중에서는 드림칼리지와 같은 기관

에 의사가 가까이에 있거나 임상심리사가 함께 있는 조직 구조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Ⅴ-4> 김은희/여(교사)/2015년 7월 15일 

연구자:� 드림칼리지는�그런� 지적장애,� 발달장애�구분이�상관없잖아요.�

김은희:� 구분하고�있지�않죠.�

연구자:� 거기서�오는� 효과나�문제는�뭐가�있을까요?�

김은희:� [웃음]이게� 되게� 학교가� 작은�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처럼...[웃음]� 그런� 거� 같

아요.� 그냥� 요� 안에서도� 그냥�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는� 좀� 더� 특별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친구들이� 있으면서� 여기� 안에서� 서로� 배운

다는� 생각이� 들…� 나는� 그것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발달장애� 친구들은�

지적장애가� 자기와� 달라보일� 수� 있고,� 정신장애� 친구들은� 발달장애� 친구들이,� 아

스퍼거친구들이� 달라�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좀� 하자.� ‘어려움

이� 다르다’� 라고� 계속� 강조해주는� 거.� H� 되게� 어려움이� 큰� 친구라� 그랬는데...� P�

자기� 정신분열이라�교사를�때리고�하는데,� 걔[P학생]는� H가� 하는� 반복적인�행동이�

되게� 이상하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거죠.� ‘이거는� 니가� 밖에� 나가도�마찬가지야.� 이해하지�못하는� 사람들이�많

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게� 막� 문제가� 되거나� 그렇진� 않은� 거� 같

아서.� 그게� 오히려�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은� 너무� 뻔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적정� 교육을� 해주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지적장

애인� 친구들은� 인지재활이나�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집

중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 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별로� 나눠

서� 분반해서�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치유수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

고...�

또한 학생들이 가진 여러 구체적 특성을 추상적인 개념인 ‘어려움’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특수성을 가진 드림칼리지의 학생들의 특징을 명명할 수 없게 만든다. 교사들

은 학생들을 지칭하는 명확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대외적으로 드림칼리지를 소개하거나 드림칼리지 

학생들을 지칭할 때 그 문제가 부각된다. 2010년 드림칼리지가 설립된 이후, 학교는 

기관을 소개하는 안내문에서는 “가벼운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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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으로 이용대상 학생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최근 홈페이지 상에는 ‘가벼운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지적장애, 자폐장애, 정신장애’ 라

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 교사는 외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용어

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했다. 

최근에는 교사들 사이에서 “경계선급 장애”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드림

칼리지는 국가가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지

원 조건이 유연한 사설 재단이나 지방정부에서 후원하는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단기적

인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 용어는 이렇게 정부나 외부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 지원할 때, 학생들의 특성을 설명해줄 용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용되기 시작

한 것이었다. 

정신의학적 진단명으로서 경계선급(borderlin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경계

선급 지능장애(borderline level intellectual disability, borderline mental retardation)

와 경계성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가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불안

정한 정동, 무모한 충동적 행동 등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위기 상태에 있는 듯한 충동

성이 광범위 하게 나타나는 장애를 뜻한다(민성길 외 2015). 드림칼리지에서 사용하

는 경계선급 장애는 사실상, 지능의 정상 범주와 비정상 범주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경계선급 지적장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드림칼리지는 실제로 이러한 진

단이 있는 학생을 뜻하고자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사례 Ⅴ-5> 2015년 5월 7일 조사일지

K랑� B랑� J샘이랑� 상담중� 이었다.[..]� J샘은� 계속� 이렇게� 고집(?)� 피우면� 안� 된다는� 식

으로� 이야기를� 하며� 타일렀다.� J샘이� 다� 내보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B

는� 집에� 보내도�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걱정을� 했고.� ‘K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며� 우선� 교장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처분을� 받아들여야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C네� 엄마도�지금� 많이� 올라가�있는[화가� 나있는]� 상황이라고� J샘이� 말했다.� K는�

성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고.� K가� 자꾸� 애들� 문제에� 휘말리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알

아들은�것처럼�해놓고�또� 저지르고.� 그러면�애들은�그걸� 와서� 이르고,� 이� 문제가�반복

되니�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해하는� 상황이었다.� 사실� K한테� 지도가� 필요하단� 것에는�

동의하지만�성교육이�필요한�것은� 연애� 문제에�연관되어�있는� B,� C� 다� 마찬가지가�아

닐까라는� 생각했다.� 도덕적인� 문제가�아니라� 어떻게�살아남을�것인지.� 다른� 사람과� 어

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인� 것은� 아닐까?� 그야말로� 이� 문제는�

다른� 친구들이� K의� 부족함을�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K가� 가해자가� 되는� 것�

같아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L샘은� 이게� 정말� 경계선� 같아요.� 알� 것� 같은데�모르고,�

모를� 것� 같은� 건� 알고.� 라고� 말했다.� 계속� 그� 말이� 뇌리를� 스쳤다.� 경계.� 뭐와� 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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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일까?� 정상과�비정상?�아는�것과� 모르는�것의�경계?� 통하는�것과�통하지�않는�것

의�경계?

  

경계선급 장애는 관련 전문가들에게는 경계선급 지적장애라는 의미를 연상시킬 수 

있는데 경계선급 지적장애는 사실상 경도 지적장애 검사결과가 있는 학생, 지능적 퇴

행을 겪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을 가진 학생, 낮은 지능검사 점수를 가지는 자

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들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용어이다. 이처럼 드림칼리지에서 

경계선급이란 말은 학생들의 장애 정도가 무겁지 않다거나 장애 여부가 명확하지 않

다는 의미를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계’

라는 표현은 ‘어려움’만큼이나 추상적인 의미를 띠는 것이다. 경계선급 장애라는 표현

이 일상에서 ‘어려움’을 대체하는 용어로까지 활용되지는 않지만, 현직의 교사들은 부

쩍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학생들을 경계선의 상태로 이해하는 것은 학생의 

장애를 적당히 언급하면서 마치 낙인은 찍지 않는 것과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

는 것 역시 꺼려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 다음의 인용사례에서 드러난다. 

 

<사례 Ⅴ-6> 2015년 4월 30일 조사일지

XX구� 라디오� 방송� 출연하는� 날이라고� 이것저것� 준비하시다가� L샘이� ‘아� 애들을� 뭐라

고� 소개하지?� 경계선급� 장애?� 근데� 애들이� 다� 경계선급은� 아닌데...� 뭐라고� 하지?’� 라

고� 하며,� 경계선급�장애라고�하면� 애들� 너무� 위축될�거� 같은데...� 라고� 걱정하였다.� 답

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고� 혼잣말처럼� 고민하시는� 것� 같았다.� 지난번에도� 외부� 행

사?� 같은� 거� 나가서� 애들을� 뭐라고� 말할지.� 학교가� 추구하는� 아젠다� 형성할� 때� 어떤�

단어� 써야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는데,� 애들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설명할� 일이� 생기면�

장애라는�말을�안�쓰는� 게� 문제가�되는� 것� 같다.� � �

조사기간 동안 교사 한 명과 학생 두 명이 라디오에 드림칼리지의 대표로 출연하여 

학교에 대해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학생들 앞에서 학생들에게 장애가 있다고 설명

해야 하는 상황에 교사는 당황하게 된 것이다. 학교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나 안내 책

자 상에서는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학생들과 함께 보는 자리에

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계선급 장애라는 용어는 양면적인 의미

를 가진다. 학생들의 장애를 경계선급 장애라고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은 정상은 아니

지만 완전히 비정상은 아니라는 것처럼 설명될 수 있다. 경계선이라고 말함으로써 학

생들이 가진 문제는 ‘정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지만, 그렇다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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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어떤 상태로도 규정되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같다고 취급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교사들이 ‘어려움’이라는 개념의 한계를 체감하고 이에 대해 비판을 제

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그 첫째는 시설을 운영하고 교사들로서 학

생들의 교육이나 성장을 추구하면서 개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와 목표가 명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드림칼리지 학생들이 가진 ‘어려움’이 인간 모두가 

가지는 ‘어려움’과 다를 게 없는 것이라면, 이들을 위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사회로

부터 지원을 받을 마땅한 근거가 없게 된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

는 교육이나 서비스의 범위 또한 ‘어려움’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모호해지는 것이다. 

둘째는 ‘어려움’이라는 개념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려움’이 아닌 드

림칼리지 학생 개인들이 가진 문제를 덮어두기 때문이다. ‘어려움’이라는 개념이 확립

될 수 있었던 것은 드림칼리지에서 학생들이 가진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어졌기 때문은 아니다. 다만 ‘어려움’은 학생들이 가진 문제를 보다 더 학생들의 입

장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안고 함께 지내보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구성은 학생들이 드림칼리지 밖에서 생활하는데 문제시 되는 학생들의 속성을 소

거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서만 허용되는 시도이다.   

‘어려움’이라는 구성물은 제도적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장애라는 개념이 가지

는 한계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실천중의 하나이다. ‘어려움’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어떤 

행위나 상태를 설명할 때 개인의 속성 중 일부분일 수 있는 장애와의 관계 밖에서 사

람을 마주하려하는 의지가 담긴 실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어려움’이라는 구성물과 

겨루는 ‘경계선급’과 같은 다른 구성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드림칼리지에서 규정

하는 ‘어려움’은 정신적·심리적 문제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회적 관계에서 비

롯된 것이든, 선천적으로 취약한 문제이든, 그 원인배경에 대해서 알 수 없든, 궁극적

으로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정신적 장애의 문제를 아우르고 있기도 하다. ‘어려움’이 

정신적·심리적 문제만을 바라보거나,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려

움’이라는 개념에는 학생들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문제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다. ‘어

려움’은 결국 장애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대안적 의미를 구성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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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친밀함의 개입방식: 아이로 여겨지는 성인

  

앞의 절에서 설명하였듯이, 드림칼리지에서 장애라는 말은 학생들 앞에서 사용하기

에 꺼려지는 용어이다. 그러나 드림칼리지의 일상에서 학생들은 대부분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성인보다는 아이처럼 대우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학생들을 아이처

럼 대우하는 것은 지양되거나 금기시 되는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

으로 여겨지고, 학생들 스스로도 이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경우가 없다. 나아가 학생들

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어려움’이 많다고 느껴지는 학생을 아이

처럼 취급하고, 돌보려고 하기도 한다.  

  

<사례 Ⅴ-7> 2015년 3월 4일 조사일지

오전엔� 경제특강� 강사가� 왔다.� “선생님이� 먼저� 소개를� 할게요.� 선생님� 성함은� 김미라�

선생님이시구요.”� 라고� 운을� 떼며,� 진행을� 시작했다.� 이어서� 애들에게� ‘~~학생’이라고�

부르며� 진행을� 했지만� 매우� 연극적인� 말투로� 어린이� 수업하듯이� 진행이� 됐다.� 나는�

애들�반응을�살펴보게�됐는데,� 딱히� 의식하는�듯�보이는�사람은�없었다.� T만이� 툭툭거

리며� 딴지를� 걸어,� 선생님이� 좀� 당황한� 것� 같았지만� T는� 진짜� 반발심에� 딴지를� 걸기

보다는�관심을�끌으며�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오후에� 온� 정리정돈� 특강� 선생님이� 유리� 문� 밖에� 있는� 나에게� “선생님,� 근데� 여기는�

어떤� 기관이에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라고� 물었다.� 나는� 무슨� 질문인지�

짐작은� 갔고,� 나를� 실무교사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대부분이� 성인이고,� 이곳은�

대안학교라고� 말했다.� 질문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그럼� ‘여기� 친구들은� 지

적� 장애친구들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런� 친구도� 있지만� 아닌� 친구도� 많다고,� 장애인�

학생들만� 오는� 곳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자원교사예요.”� 라고� 했더니,�

“그러시구나.� 좋은� 일하시네요.� 아이들이�천사� 같아요.”라고�말했다.�

위의 조사일지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드림칼리지 학생들이 장애인으로 설명되지 않

는다고 해서 ‘일반인’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정기적으로 드림칼리지에서 수업을 

맡는 교사들은 비교적 어른답게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드림칼리지에 대

해서 알고 있던 바가 없고, 일시적으로 특강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

들이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학생들을 가장 편하게 

이해하는 방식은 아이처럼 보는 방식이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드림칼리지가 

낯선 사람들은 학생들을 아이처럼 바라보며 관계를 설정한다. 교사와 학생 관계의 성

격은 ‘어려움’이라는 대안적 개념의 의미를 보다 뚜렷이 드러내기도 한다. 이 절에서

는 드림칼리지 내의 교사-학생관계에 주목하여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교사들의 일상적 실천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실천이 가져오는 결과를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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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드림칼리지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편안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모

습이 나타난다. 교사들은 스스로 학생들이 편안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엄격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며, 학생들에게 지도나 교정을 할 때는 친절한 연장자의 태도로 개

입한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갈등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사들이 교사라

는 연장자의 위계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 교사는 주로 위계적인 연장자보

다는 수평적인 관계처럼 학생을 대하는 것이다. 즉 드림칼리지에서 교사들의 주요 역

할 중 하나는 친근하고, 따뜻하게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문제가 되는 ‘어려움’, 나아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어려움’ 등에 대한 개입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이처럼 친절한 태도로 일상의 다방면에까지 세밀하게 개입을 한다. 일상

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며 매일 안부나 컨디션을 친절하게 묻곤 

한다. 요즘 학생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요즘 어떤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는지 

등은 교사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교사들의 

관심은 학생들에 대한 행정적인 의무라고 하기 보다는 교사들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여겨진다. 드림칼리지에서 학생들에 대해 개입이 이루어지는 차원은 실제로 장기적인 

삶의 방향, 진로 등의 큰 주제보다는 학교생활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행동, 

태도, 감정 등의 학생들의 단기적인 상태인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학생들이 용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날의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지, 방과 후의 계획이 무엇인지,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연애를 어떻게 해나갈지 등의 사소하고 일상

적인 문제들에 관여한다. 특히 학생들은 매일 ‘하루나눔일지’라는 형식의 일기를 작성

하고, 담임교사가 읽고 답하게 된다. 일지를 성실히 작성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

생의 편차는 크지만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일지를 작성할 것을 촉구하고, 교사들 역시 

성심성의껏 일지를 숙지하고 답변을 기재한다(<그림 9> 참조). 

또한 드림칼리지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언제든지 자신의 상태나 기분을 교사에게 표

현할 수 있도록 대우된다. 개인마다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교사

에게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지는 않지만 교사들은 일상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회의

시간 등을 보장 받지 못할 정도로 학생들로부터 잦은 부름, 개입 요청, 상담 요청 등

을 받는다. 학생들은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틈틈이 교사들의 관심, 교사들의 개입을 필

요로 하는 것이다. 드림칼리지의 학생들은 이러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익혀가고 익

숙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신입생이 교사에게 모든 것을 ‘미주알고주

알’ 말해야 하는 상황에 낯설어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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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하루나눔일지 노트의 일부 

꿈학교를 졸업하고 드림칼리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꿈학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친밀감이 높고 갈등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풀어나가고 학생들 사이의 문제에 

교사들이 깊이 개입하는 등의 드림칼리지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꿈학

교를 졸업하고 바로 드림칼리지에 진학한 학생들과 드림칼리지를 오래 다닌 학생들을 

비교하면, 신입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교사와 낱낱이 나누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

습을 보인다. 교사들이 소통과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입생과 친절하고 세밀한 

관계를 지향할 때 신입생들은 어색한 태도로 자신의 상태나 정보에 대해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통보한다. 또한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 사이에 사소한 갈등이 생겼을 때 재

학생은 교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신입생은 학생들끼리 문제를 가져가려

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학생들이 연애를 하면서 그 관계를 건전하게 유지하지 못한다

고 판단이 될 때 교사들은 두 사람의 연애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개입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유난히 교사들에게 의존을 많이 하는 성향의 학생인 경우, 

교사는 학생들의 갈등 상황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일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그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상황을 바로 잡도록 더욱 세세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교사들은 이미 학생들 각자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에 갈등 상황의 핵심적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문제를 막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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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Ⅴ-8> 2015년 3월 17일 조사일지 

A샘이� 교무실에서� B와� 상담을� 하려고� 했다.� B가� C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A

샘이� B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써보고� C에게� 사과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B

의� 잘못은� C가� 하기� 싫은� 무언가를� 강요해서� 억지로� 하도록� 한� 문제� 인� 것� 같았고,�

앞으로� C에게�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하는� 듯� 했다.� 지난� 주� 부터�

X가� 교무실에� 계속� 와서� 아무래도� Y랑� B가� 사귀는� 것� 같다며� 그에� 대해� 일러바치듯

이�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것� 같은데,� 그� 문제도� 확인이� 된� 듯� 했다.� Y가� 교무실에� 와

서� B가� C한테� 계속� 강요하는� 행동을� 한다고� 이르고,� 자신한테도� 뽀뽀하려� 한다는� 내

용을� 이르는� 것� 같았다.� Y는� B가� 본인한테� 하는� 행동도� 이르고,� B가� C한테� 하는� 행

동도� 이르는�것이다.� A샘은� ‘너희가� 사귀는�것� 은� 좋은데� 예쁘게� 사귀어야� 하잖아’� 라

고� 말했다.� 이어서� B에게� ‘학교� 앞에서� 너가� Y에게� C가� 보는� 앞에서�뽀뽀하거나�스킨

십하는� 것이� Y는� 힘든� 것� 같아’� ‘샘한테� Y가� 도움을� 요청해왔어’� 등의� 말을� 했다.� ‘둘

이� 사귀면서�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어떤� 약속을� 서로한테� 지킬건지� 둘이� 얘

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Y를� 불렀다.� 둘이� 마주� 앉혀놓고,� 앞으로� 사귀면

서� 둘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라고� 했다.� “‘뽀뽀나� 키스를� 하지� 않았으

면�좋겠다’� 이거� Y생각� 맞니?”� 라고� 말하면� Y는� ‘네,� 맞아요.� 사람들�앞에서’� 이런식으

로�대답하고,� A샘은� 다시� ‘그럼�다른�스킨십은�괜찮니’� 이런�식으로�이미� Y가�했던�얘

기들을� 재언어화하면서� 왔다갔다� 재확인을� 했다.� 그� 외에도� 핸드폰을� 함부로� 만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등등의� 요구가� 나왔고,� 일방적으로� 무얼� 하지� 말아야� 할지만� 요청받

는� B에게� A샘은� 너도� 원하는� 것을� 말해� 보라고� 했다.� B는� 말이� 딱히� 없었다.� B는� 은

근히� 사고는� 많이� 만드는데� 문제가� 터지면� 선생님� 앞에서는� 아무런� 생각없이� 다� 알겠

다고� 하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어쨌든� A샘은� 두� 사람의� 약속을� 선생님이� 지켜보겠다

고�했다.� 묘한�광경이었다.�

인용된 조사일지에서 드러나는 사건은 드림칼리지에서 교사들이 ‘어디까지’, ‘어떻

게’ 개입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교사는 권위적으로 훈계를 하지는 않으며 학생들보다 

연장자로서 또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한 학생을 위해 그리고 여러 학생들의 원만한 관

계를 위해 개입한다. 

교사들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세밀하게 개입하면서 일상의 면면에 침투하

는 형식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교사들의 역할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

와 같이 학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학생과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의 역

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사의 역할은 곧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을 복제하고 있

는 것이다. 드림칼리지에서 교사들은 부모와 같이 학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학생

과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처럼 한 편에서 위치하려고 한다. 그러나 교사 역

시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밖의 행동을 보일 때는 학생의 행동을 문제적으로 

규정하여, 교정하고 인도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드림칼리지의 교사가 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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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청과 권유,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행위는 매우 부드럽

게 이루어지며 아이를 달래고 지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띤다. 

교사들이 인정하듯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아이’를 대하듯 친절

하고 세밀하게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에게라도, 교사는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처럼 이름을 부른다. 공식적으로는 00씨라고 호칭하기로 

한 규칙이 있지만, 일상 속에서 학생들을 00아, 라고 부르고, 학생에 대해서 교사들끼

리 이야기 할 때는 ‘아이들’, ‘애들’이라고 표현한다. 2012년 지금의 상근교사들과는 

다른 교사들이 근무를 하였을 때, 드림칼리지에서는 호칭 개선 프로젝트를 시도한 적

이 있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말을 쓰는 문화가 교사-학생 관계를 지나치게 밀접

하게 만들며, 성인인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가 된다는 점을 개선

하고자 시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프로젝트는 흐지부지하게 끝났고, 지금까지 

드림칼리지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호칭 사용이 일상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에서는 학생들이 서로의 이름을 00씨라고 부를 것을 

권유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교사들끼리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식적인 회의를 할 때도 학생들의 이름은 00, 00이 등으로 불린다. 

연구자가 2010년 드림칼리지를 처음 방문했을 때 재학생들이 연구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또래인 경우가 많았고, 활동시간이 적어 학생들과 친밀감이 깊게 형성되지 않

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익숙했다. 이와 달리 본 연구

의 조사를 시작한 초기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

껴졌고 교사와 학생이 나누는 말에서의 말투가 유독 눈에 띄었다. 그러나 조사기간 

동안 연구자가 교사로서 드림칼리지에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학

생들과 친밀감을 가지게 되자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과 거리를 두고 벽을 두

는 것과 같다고 느끼게 되었고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가 중시되는 현실에 공감하며 반

말을 편하게 사용하는 변화를 겪었다. 

<사례 Ⅴ-9> 이수영/여(교사)/2015년 7월 8일

� �

연구자:� 아� 그럼�선생님은�나이를�안� 말했으면�하시는�거예요?�

이수영:�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애들이�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어가지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혹시나� 걔네들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나이�

어린� 사람이� 본인들을� 돕는다고�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학교에서�

나이를�공개하지�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여러� 가지� 있겠지만�왜� 그렇게� 공개

하면�안�되는지�물어보진�않았던�거�같아요.� 암암리에.� 저도�궁금해요.� 나이�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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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애들이�어른으로�보이시는지…?

이수영:� 00같은� 경우� 본인의� 삶에� 침범하는� 거� 안� 좋아하는,� 본인이�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 뭔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애들은� 어른�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해주길� 원하는� 애들은� 뭔가� 훈련을� 더�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어려워요.� 그거를�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애� 같진� 않아요.� 어른� 같지도� 않고.� 그냥� 딱�

20대�초반인�것� 같아요.�

연구자:� 근데�밖에�있는� 20대�초반이랑은�다른� 거죠?�

이수영:� 너무� 다르죠.� [...]� 00씨라고� 부르기엔...� 부를� 수� 있죠.� 존중의� 의미로� 부를�

수� 있는데,� 어른� 같다?� 뭔가� 나눌� 수� 동등하게� 나눌� 수� 있겠다?� 라는� 건� O밖에..�

걔를� 되게� 조심스럽게� 대하게� 돼요.� 걔가� 걔만의� 무언가� 틀이� 있잖아요.� 주관이�

있으니까.� ‘아� 얘가�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 선택해서� 잘� 얘기를� 해야�

겠다’� 그런� 게� 있고,� 다른� 애들은� 내가� 좀� 설득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 이

런� 마음이�있어요.� …너무�안�좋은�마음� 같아요.�

그러나 드림칼리지의 교사들 사이에서 학생들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사례 Ⅴ-9>와 <사례 Ⅴ-10>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이

수영 교사는 학생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학생이 성

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김정연 교사는 학생의 생물학적 나이만 성인이지 

모두들 교사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학생에게 존댓말

을 사용해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두 교사 모두 학생을 어른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다. 

<사례 Ⅴ-10> 김정연/여(교사)/2015년 7월 15일 

김정연:� 아이들을� 대할� 때는� 인간적으로�대하지만,� 수업을�하거나� 행동에�있어서는�단

호하고,� 엄하게�해야� 하는�공간인�것� 같아요.� �

연구자:� 근데� 그� 나이가� 또� 걸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난�지금� 교사야�이렇게�최면을�걸었거든요.� 저는� B씨� 저번엔�나이를�몰

랐을� 때는� [반말로]B라고� 했어요.� 동갑인� 줄� 알고� 근데,� 이번� 학기에� 나이를� 알고�

그게�안�되는�거예요...� 선생님은�혹시�그�나이에�대한�생각?�

김정연:� 선생님은� 굉장히� 되게� 인간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를� 자꾸� 고민을..�

아� 맞나?� 아닌가?� 저는� 오히려� 여기� 온� 애들이� 나이는� 생물학적인� 나이긴� 하지만�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그냥� 정말� 어떤� 청소년기라는� 생각을� 갖긴� 해요.� 그래서�

나이에�대해서는�크게� 거부감을�가지진�않았던�것�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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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럼� 제가� 질문해서� 생각하신� 거지� 평소에�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는�

아니라는�거네요?� �

김정연:� 네,� 나이에�대해서는�고민하지�않는�것�같아요.�

연구자:� 제가�외부자의�시각일�수도�있겠네요.�

김정연:� 아니면� 저는� 그런� 어떤� 병리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아이들은� 어차피� 이

런� 생물학적� 나이에� 맞는� 지능과� 정서와�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좀� 더� 쉽게� 생각해서� 어린애들� 대하듯이�

하고�이런�것도� 있을�수도�있을� 거� 같아요.�

  

교사들이 학생들을 아이처럼 부르고, 대하면서 드림칼리지의 학생들은 어떤 기술이

나 지식을 훈련받는 성격으로서의 학생이라기보다는 돌봄이 필요하고 세밀한 개입이 

필요한 어린이와 같은 학생으로 여겨진다고 할 수 있다. 드림칼리지는 작업장 학교라

는 이름을 표방하고 전공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을 일할 수 있는 성인으로 훈련시키고

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태도를 가진 교사들은 일상에서 전문적인 기술 

훈련에 중점을 둘 수는 없다. 훈련과 교육을 통해 특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학생들에게 보다 엄격한 지도를 해야 하고, 목표 달성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교

사들은 학생들 각자의 상태, 날마다의 상황이나 감정 등에 집중하고 일상에서 나타나

는 부수적인 일들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교육이나 훈련은 일상

에서는 보다 덜 중시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역으로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교사들의 대안적 실천에서 나타

나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 양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성인으로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

도록 훈련시키고자하는 드림칼리지의 궁극적 목표와는 배치되게 되는 것이다. 

아이의 위치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따뜻함과 친밀함, 그리고 세밀한 개입 대

상으로 대하기에 학생들 역시도 교사들에게 보살핌을 요청하거나 보살핌을 받아야한

다는 것에 조금 더 편하게 당위성을 느끼게 된다. 결국 드림칼리지라는 공간은 학생

들이 상처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교사는 가족처럼 이러한 장소에 대한 필요를 공감하고, 직접 공간을 만들고 유지해주

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교사들의 역할과 교사-학생 관계

를 통해 학생들은 어떠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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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졸업하지 않는 학생 

교사가 학생들에게 섬세하게 깊이 개입하면서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드림칼리지라는 장소가 학생들에게 지니는 의미를 함축한

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온정적인 연장자로서 일상에서 심리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고 다양한 경험을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며, 교사들은 학생들이 드림칼

리지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 간에 상호적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한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드림칼리지를 좋은 경험과 인간

적인 관계가 가능한 곳이라고 평가한다. 드림칼리지에 오는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일반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드림칼리

지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대비되며 학생들은 이곳에 와서 ‘친

구를 만났다’고 말하고, 선생님들에게 환영을 받는다고 느끼면서 드림칼리지를 인간적

인 유대가 가능한 곳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부모들 역시 드림칼리지는 ‘선생님이 따

뜻한 곳’, ‘아이가 머물 수 있는 곳’,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곳’, ‘아이가 이해

를 받는 곳’ 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이처럼 드림칼리지는 작업장 학교라는 형태로 설립하였고, 직업 훈련 및 근로 프로

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일상을 지낼 수 있는 공동체로

서 기능하는 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기술을 훈

련시키는 데 집중하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며 특정한 정신적 문제를 재활시키거나 치

료하는 의료 및 심리 전문가도 아니다. 물론 드림칼리지는 작업장 학교로 운영을 함

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작업장, 즉 학생들의 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

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를 위해 근로 실습 등을 시도한다. 학생들 중에는 인턴

쉽 프로그램이나 일자리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도 하고, 

일을 해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소수

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제적 감각이 없기도 하고, 일이나 소득에 

대한 욕구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사례 Ⅴ-11> 2015년 5월 8일 조사일지

�

무슨� 심리검사센터에서� 하루� 일자리� 체험으로�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할� 사람을� 모집

한다고� 공지했다.� 막상�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결국� B와� C만� 신청한� 것이� 되었는데...�

사실� B는� 무슨� 야외학습� 같은� 것� 인줄� 알고� 알림장� 역할을� 하는� 노트에� 적어두려고�



- 97 -

나에게� 되묻기� 시작했다.� K샘이� 공지� 중이었는데,� B가� 나한테� 뭔지� 다시� 물어보길래�

이거� 아르바이트� 같은� 것이라고� 신청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아~’하고�

넘어갔는데� K샘은� ‘B� 신청하는� 거야~?’� 라고� 관심보이며� 묻게� 됐다.� 그랬더니� B는� 또�

‘그거� 뭐하는� 건데요?’� 라고� 물어봤고� K샘은� ‘스티커� 붙이는� 거야’� 라고� 하니,� ‘스티커�

붙이는� 거� 안� 어렵잖아요.� 해볼까?� 해볼까?� 해볼게요.’� 라고� 말했다.� 그랬다가� 다시� K

샘이� 그거� 선릉이라고� 직접� 찾아가야한다고� 하자,� ‘혼자는� 길� 잘� 못� 찾는데~?� 그럼� C

랑� 할게요’� 라고� 했다.� 딴짓하고� 있던� C도� 그때� 와서� 다시� 뭔데요?� 라고� 되물어서� 다

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고,� C는� 5시� 반까지� 가야하는� 학원� 때문에� 못한다고� 얘

기했다.� 그러다� K샘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학원� 위치가� 가까워서� 그� 시간� 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니� ‘아� 그럼� 저도� 해� 볼게요~’� 라고� 했다.� 너무� 또� 쉽게� 대

답하니� K샘이� 다시� 설명하며,� 이거� 샘들� 같이� 가는� 거� 아니고�너희가� 일하러�가는� 거

라고,� 아르바이트�같은� 거라고�할� 수� 있겠냐고�했더니� 천진난만하게� ‘네~’� ‘해� 볼게요’,�

진짜�할�수�있어?� 해도,� ‘넹~’� 이렇게�대답했다.�

아무도� 이� 일에� 관심이� 없는� 게� 의외이고� 충격적이었다.� 다른� 애들은� 정말� 아무도� 관

심이� 없었다.� 그렇다고� 샘들이� 강제적으로� 애들한테� 다� 물어보시지도� 않았다.� 아르바

이트.� 직업,� 이런� 것들� 애들� 모두의� 관심사� 아니었나?� 아닌� 것� 같다.� 지금� 실습하는�

애들은� 사실� 오랫동안� 실습-일자리� 체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에� 돌아가면서� 참

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실습하는� 애들은�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있었다.�

시간� 상� 안� 되니까.� B와� C외에� S가� 유일하게� 관심을� 보였으나� 실습생이라� 어려웠다.�

애들에게�돈을�버는� 것은�무슨�의미일까?

인용된 조사일지에는 드림칼리지의 한 학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 일자리 체

험, 실습 프로그램 외에 외부에서 단기 일자리체험 자리가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관

심이 없게 반응했던 모습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학생들 중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 하

고 취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일에 대한 관심이 깊지 않고 경제적 

관념도 현실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다. 교사들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일자리 체험, 직업 훈련 등을 형식성을 갖추어 제공하려고 하지만 학생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실습이나 훈련의 효과를 경험하는 경우도 소수에 불과하

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드림칼리지에서 발전시키는 기술의 향상 정도 역시 미

미한 상태였다. 또한 수업 중에서는 전문 기술 훈련 수업도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몇

몇 업체나 개인들에게 쿠키를 납품하는 등의 근로 체험도 이루어지지만, 지금까지 졸

업생들 중 커피전문가, 제과제빵, 공예 등의 드림칼리지 전공 분야로 취업이 된 사례

는 없다.  

  

<사례 Ⅴ-12> 이수영/여(교사)/2015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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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의�효과에�대해� 이야기�나누고�있었음]

연구자:� 연결되는� 얘기� 일수도� 있는데,� 드림칼리지에� 오셔서� 학생들을� 볼� 때는� 어떤�

시각이셨어요?� 변화의� 얘기도� 좋고,� 학교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는�어떻게�보였다.� 이런� 거...

이수영:�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학교라는� 곳이� 공동체로서� 소속감� 느끼

는� 곳� 그거� 까진� 거� 같아요.� 그� 이후에� 변화는� 변화?� 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 친구들은� 특히� 특정한�질환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제가� 연구하

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서�모를� 수도� 있는데�사후관리가�안� 좋잖아요.� 학교라는�이�

드림칼리지라는� 공간이� 이� 순간� 와서� 편안히� 쉬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순

간순간� 그런� 거지� 솔직히� 졸업하고� 나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공간

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공간이� 있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걔네들한테

도�공동체�의식이나�포함한다는�걸� 줄� 수� 있으니까.� �

  

위의 면담사례에서 나타나는 이수영 교사의 진술은 드림칼리지의 사회적 기능이 없

다거나 드림칼리지가 학생들에게 주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드

림칼리지를 운영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드림칼리지가 하는 역할을 현실적으로 평가한

다면 학생들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곳은 아닌 것이다. 드림칼리지가 할 수 있

는 일은 학생들이 가진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드림칼리지는 학생들을 본래와 다

른 사람으로 바꾸는 기능을 할 수는 없다. 어린 학생들이 장래희망을 적듯이 교사들

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느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표현할 기회를 자주 제공하려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지나치게 현실감이 없는 목표

를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 독립이나 취업 등에 대해 관심이 크게 없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 역시 이러한 현상을 의식하여 우려한다. 교사들의 표면적인 역할은 학생들이 

목표를 가지게 하고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훈련시키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거나 취업을 연계해주는 것 등이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들이 외부적으로, 그리

고 공식적으로 취해야 하는 역할과 현실적으로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는 괴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교사 뿐 아니라 부모도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부모들은 드림

칼리지에서 얻는 것을 미래에 취업을 위한 특별한 기술 습득이나 자립가능성을 높이

는 훈련으로 꼽지 않는다. 드림칼리지는 대학이라는 틀과 전문 교육이라는 목표를 내

세우고 있고 부모 또한 그러한 점에 관심을 갖고 드림칼리지에 자녀를 진학시키지만 

현재 많은 부모들은 드림칼리지의 존재의 의미를 지금 시기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

고, 환영받으며 소속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 두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부모들은 의

식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학교 이상의 장소에 갈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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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는 독립과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체험,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안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사례 Ⅴ-13> 서은진/어머니(49세)/2015년 7월 16일 

[학생들에게�필요한�제도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에�대해�이야기를�나누고�있었음]

서은진:� 그� 다음은�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틈새시장이죠� 우리� 아

이들은.� 완전� 특수학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하면� 조금� 더� 도와주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니까� 보호보다는� 교육과� 일을� 접목하는...조금� 작업장이

더라도� 아주� 단순하지는� 않고...� 엄마들은� 너무� 많은� 걸� 바라긴� 하죠.� 그런...� 그렇

지만� 그걸� 하면서도� 아이들의� 여가와� 심리와� 그런� 거까지� 같이� 될� 수� 있는,� 오전

은� 일하고� 오후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님� 반대로?� 고론정도의� 것들이� 시설?� 것들

이�있어서…�

[...]

연구자:� 거기에�일이� 들어갔잖아요.� 일은�어떤�의미예요?�

서은진:� 일?� 일은…� 잡[job]이죠�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약간의� 직업적인� 느낌이� 있는�

거.� � 왜� 계속�교육만�하는�건�지치는�거� 같아요.� 아이한테.�

연구자:� 아� 오히려�당사자한테.�

서은진:� 그리고� 아이도� 돈� 벌고� 싶어� 하고.� 자기가�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저로�

미루어�봐도� 그건�또�느낌이�확� 다르거든요.�

연구자:� 아까�말씀하신?

서은진:� 네� 좀� 일을� 해서� 내가� 돈도� 벌고,� 그게� 얼마가� 됐던.� 10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그런�건�보람�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되게�건강한�거예요.� 그것도.� 도움

이�되는�것�같아요.

   

이처럼 부모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다거나 학생의 신분을 떠

나 근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이 돈을 버는 행위

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 뿐, 학생들이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부모가 여기는 일의 의미는 학생의 

일상적인 삶에서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극소한 한 부분이고, 스스로의 독립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드림칼리지가 실천하고자 하는 지향점과 그 실천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이 청년들에

게는 돌봄과 면밀한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더욱 드러내주었다. 궁극적으로 이들

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이자 학교인 것으로 귀결되는데, 이들이 ‘학생’, ‘아이’로 여겨

진다는 것은 정신적 장애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암시한다. 이들에게 교육은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훈련이 아니며 이들에게 직업은 독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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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위한 조건이 아니다. 드림칼리지에서는 청년들의 행동, 정신, 신체 건강 등 부분

적인 상태를 장애로 규정하지 않으며, ‘어려움’은 비정상성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처해있는 이들만의 특수한 상황은 강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드림칼

리지는 공식적으로 청년들이 ‘변화를 하기에는 어렵다’, 혹은 ‘앞으로 독립을 하기에

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학교의 표면적 목표가 부

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드림칼리지는 내규를 2년 졸업제에서 무학년 졸업신청제로 변경하였다. 많은 

‘아이들’이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드림칼리지에서 현재까지 가장 

오래 재학 중인 학생은 5년차로, 현재 재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3년 이상 드

림칼리지를 이용하고 있다. 드림칼리지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상을 제공해주기 때

문에 어떤 부모들에게는 오래도록 머물게 하고 싶은 곳이다. 그러나 드림칼리지를 운

영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오래 머물게 한다는 것은 학교가 추구하는 학생들의 독립, 

취업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가 되기

도 한다.   

<사례 Ⅴ-14> 정수미/어머니(58세)/2015년 7월 16일 

이게[드림칼리지가]� 왜� 일반후원으로� 하잖아요.� 마음은� 굴뚝같지만� 회비도� 못내는� 형

편이니..� 그래� 내� 그게� 진짜로� 안타깝더라구...� 프로그램도� 좋고� 선생님도� 너무� 좋고�

막� 10년,� 20년� 다니고� 싶은데…� 누구� 소개시켜주고� 싶고� 막� 해주고� 싶은데� ‘이게� 이

렇게�비쌉니다,.’� 못하니까.�

드림칼리지에서 장애라는 개념이 쓰이지 않는 것은 곧 학생들의 정신적 장애 그 자

체를 금기시하는 것과 연결된다. 드림칼리지를 이용하는 대상들을 비정상이라고 여기

는 것은 금기시 되고, 드림칼리지에 다니는 청년들은 학생이라는 대상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기는 이들이 사회에서 겪어 온 경험들을 치유해주며 사회에서 가하

는 관리와 통제를 일시적으로 피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이 개인들이 정신적 

장애 개념을 통해 사회적 제도가 이루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해소해주지는 못하는 것

이다. 청년들은 결국 졸업을 지연시키면서 잠정적으로 정신적 장애의 문제에서 임시

적으로 피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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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의 개념적 한계: 부모의 몫으로 남는 장애

드림칼리지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시각은 장애라는 일부분

에 집중하지 않고 개인이 가진 다른 여러 모습에 함께 주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드림칼리지가 이러한 실천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정신적 장애라는 진단

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드림칼리지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배제되어 왔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배제하지 않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한다. 부

모들은 자녀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사회에서 자녀가 생존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가르치

고 훈련시키며 자녀를 이해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을 찾다가 현재의 드림칼리지를 

찾았다. 드림칼리지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장애라는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어려움’을 

모두가 가진 문제로 희석시키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장애는 개인이 가진 특수성을 규정하고 특별한 개인을 구별해내는 데 유용한 개념

이지만, ‘어려움’은 개인이 가진 특수성에 주목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절대적으로 

환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장애 개념은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

는 것으로 간주되며 고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장애는 사회에서 심리 전문가를 

통해 판별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지며 치료 대상으로서 다루어진다. 자녀의 정신적 

이상을 고민하는 부모는 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치료적 개입을 시도할 수 있게 되

고,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자녀를 다른 곳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과제에 마주하게 

된다. 자녀가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국방의 의무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과업은 면제가 된다. 즉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장

애인이라는 특수한 개인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장애인으로 규정이 되면, 그 개인이 가

질 수 있는 여러 삶의 가능성은 단순화되어 정리되며, 개인의 인생 방향 역시 통째로 

결정되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삶의 가능성은 특정한 방향으로 체계화 되어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규정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다양

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례 Ⅴ-15> 윤은화/어머니(48세)/2015년 7월 28일 

장애란� 이름� 붙인� 거는� 이� 사회에서� 편리를� 위해서� 붙인� 거고.� 꿈학교� 가보니까� 그렇

더라구요.� 정말�그�범주에�들지�않지만� ADHD같은�건�그�장애에�들지�않잖아요.� 그치

만� 심한� 아이들은� 00이보다� 정말� 상태가� 훨씬� 안� 좋아요.� 사회적으로� 적응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우리사회에서� 분류� 기준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뿐이



- 102 -

지�그건�큰�의미는�없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부모들과 드림칼리지의 교사들은 장애라는 규정은 

‘사회가 편하게 구분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장애인이 아니라 각

각의 사람으로서 접근되는 공간을 바라며 드림칼리지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절대적으

로 환대하는 공간을 모색하는 것이다. 드림칼리지에서는 학생들이 가진 문제를 사람

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어려움’으로 추상화하여 ‘어려움’에 주목하지 않고 사람 전

체에 주목하려 한다.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특수한 사람들만 가지는 문제로 제한되지 

않으며 어떤 개인을 구별하거나 타자화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어려움’은 

사회에서의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고정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어려움’은 어떤 개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교사들이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

고 의료적 시각을 통해 접근하지 않는 반면, 부모는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주체가 아니며 오히려 자녀의 문제를 장애로 이해하고 보다 제도적 장애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은 교사와 부모의 대비적인 태도가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드림칼리지에 있는 청년들이 학생으로, 학교라는 울타리에 있으면서 얻게 되는 안

정감과 학교에서 아이처럼 대우를 받는 것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한국 사회에

서 어떻게 위치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드림칼리지의 일상에서, 그리고 교사들의 인

식에서도 나타나듯이 드림칼리지는 사실상 학생들에게 큰 변화를 주는 곳이 아니라 

행복하게 머무는 곳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엄숙해지고, 불편해 하

는 경향이 있는데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자녀의 돌봄에 ‘지쳐있는’ 부모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부모의 사정과 심정에 공감하곤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 역

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  

 

<사례 Ⅴ-16> 이수영/교사(여)/2015년 7월 8일 

연구자:� [가운데� 가리키며]� 학생이� 만약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을� 가리키며]부모님이�

있고,� [왼쪽을� 가리키며]� 교사가� 이렇게� 있다면� 이� 무게가� 어디로� 많이�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학생의�무게를,� 짐을...�

[...]

이수영:� [웃음]......� 저는� 부모요.� 모르겠어요.� J샘은� 워낙� 여기� 설립하신� 것� 부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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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도� 많이� 요구받고� 뭔가� 내가� 책임져야한다� 그런� 게� 있으실�것� 같은데.� 저는�

부모가...� 부모인�것�같아요.� �

연구자:� 그래야� 한다는� 의미예요� ?� 아니면� 그렇게� 이미,� 해줄� 수� 있는� 게� 교사보다�

부모가�훨씬� 많다는?�

이수영:� 부모도� 교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인들도� 계속� 노력해봤을� 거� 아녜요.� 10대부터� 애들� 이

제� 20댄데,� 본인들도� 다� 아시는데...� ‘교사라고�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거�

같아요.� 그리고�뭔가� 있었다면�이미�터졌지�않을까라고�생각하실�것�같아요.�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교사들은 대부분 드림칼리지라는 대안적 시설을 통해서

는 정신적 장애라는 규정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고 있지만 정신적 장애

를 둘러싼 최후의 책임과 역할은 가족에 있다고 여긴다. 드림칼리지의 교사들은 비교

적 부모와 가정의 장애에 대한 부담을 잘 알고 있기에 가정의 짐을 덜어야 한다는 입

장을 표명하지만 드림칼리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드림칼리지 안에서, 학생들이 드림칼

리지를 다니는 동안에만 가능한 일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된 현재 드림칼리지

와 같이 머무를 곳을 찾게 되었어도,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한다. 성인이 되

기 이전까지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공간을 찾는데 집중했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또 다시 새로운 대책을 고민해야하는 것이다. 특히 이제는 성인으로서 일을 하고 직

업을 가져야 하는 과제에 마주해야 한다. 드림칼리지의 역할은 가족이 하는 일을 부

분적으로, 임시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드림칼리지에서 교사들이 장애와는 상반되는 ‘어려움’이라는 의미를 구성해 

낼 수 있는 것은 교사들은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규정된 학생들의 삶 전체에 대해 책

임과 의무를 도맡고 있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부모에게 장애라는 개념 자

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장애 개념이 고착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자

녀를 양육하는 절대적인 보호자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속력이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부모들은 장애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자체를 거부하는 데 집중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드림칼리지의 교사처럼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 실천

을 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자녀가 장애인으로 규정되는 현실 속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드림칼리지가 자녀를 장애와 관계없이 환대하고 자녀

에게 온정적인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에 부모는 만족감을 느끼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대안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모들의 대응 방식은 장애 개념에 대한 대안 마련보

다는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자녀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문제인 일상을 어떻게 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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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모색에 집중되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에 대한 몫이 오롯이 부모들의 문제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깊

이 인지한다. 따라서 자신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남겨지게 될 자녀

들에 대한 걱정은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서 생존하기 위한 수많은 결정과 행위를 부모가 모두 대신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

모가 사라지게 된다면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예측하기 쉬운 일이다. 부모를 대신

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부모만큼 개입하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존재는 

부모들에게는 상상되지 않는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년들의 형제나 자매는 부모에

게 있어서는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짐을 맡길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이미 장애가 

있는 자녀와 비장애 형제·자매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례 Ⅴ-17> 정수미/어머니(58세)/2015년 7월 16일

정수미:� 승질나면� 욕까지� 하니까� [동생이]� 싫어해요.�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 막내가�

이� 정돈데� 얘도� 상담� 받아야� 될� 정도냐고.� ‘그냥� 두고� 봅시다� 두고� 봅시다’� 하는데�

나는� 얘까지� 버릴까봐� 불안한� 거지.� [...]� 아이구� 막� 잘해줄라고� 애는� 써요� 내가.�

이놈� 비위� 맞추고,� 저놈� 비위� 맞추고.� 이놈은� 이놈대로� 다� 딱해� 얘도...쟤도� 우리

가�죽으면�너희들이�어떻게�얘를....� 그것도�딱하고.� 그래� 또� 지가,� 형이�말을�그렇

게� 해주니까� 좋더라구요.� ‘엄마� 걱정� 하지마,� 내가� 있잖아.� 내가� 00[자녀]볼게.� 걱

정� 하지마.’� �

연구자:� 그렇게�말해요?

정수미:� 네� 말은�그렇게�하는데�야�넌�장가� 안� 갈거야?�어떤� 여자가...�

연구자:� 어머니는�그것도�걱정되시는�거죠?�

정수미:� 그렇죠.� 나는� 내� 자식인데도� 싫은데.� 제3자잖아요� 얘기해봐야� 누가� 오나요� 안�

오죠.� 싫잖아.� [그래서� 제가]� ‘걱정� 하지마,� 엄마� 아빠� 죽을� 때� 다� 해놓고� 갈게.� 걱

정� 하지마’�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 00[자녀]가� 걱정� 되는� 거

지...� [보호시설� 같은� 곳� 나오는]� 텔레비전� 보면...� 자꾸� 상상돼.� 우리� 00[자녀]도�

나� 죽으면� 저렇게� 앉아있을까,� 저럴까?�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어도� 머릿속이� 막�

복잡해요.

위의 사례처럼 정신적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

는 형제도 될 수 없으며 부모로 철저하게 한정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모들은 장

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아래의 사

례는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때 사회적 효

율, 전체적 안정을 고려하는 사회의 입장에 서서 설명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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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Ⅴ-18> 서은진/어머니(49세)/2015년 7월 16일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방치되고� 집에만� 계속� 있는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결국� 사회적

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최소한� 일할� 수� 있는� 나이� 까지는� 사회적� 일터?� 그런� 것�

까지�있었으면�좋겠어요.

<사례 V-19> 정수미/어머니(58세)/2015년 7월 16일 

이게[드림칼리지]� 왜� 널리� 퍼져있지� 않고,� 퍼져� 있지� 못하는� 게� 시골� 같은� 데는� 이런�

게� 너무� 비싸요.� 우리도�지금�요번�달� 거� 아직� 못� 냈거든요.� 몰라� 이게� 우리가�들어가

는� 게� 많아서� 그런지� 가격이� 받는� 거로� 따지면� 더� 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내는� 입장

에서는…� 이게� 좀�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그게...� 이런�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사고치고� 이러면� 그게� 더� 문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이걸� 해주면�

오히려� 나라에서� 더� 이익이� 될지도� 몰라요.� 나중을� 봐서는.� 근데� 왜� 그게� 없나� 몰라

요.�

부모들은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제도로부터 자녀를 대신하여 대응하고 움직여야 하

는 주체가 되도록 요구받는 입장이지만, 역으로 부모들의 서사에서 사회는 정신적 장

애의 문제에 마땅히 개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존재로 나타난다.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가 가족 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인 것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장애 개념은 개인의 한계, 기능적 저하와 같은 문제를 개별적인 특수성에 주목하여 

봄으로써 특별한 개인을 구별해낼 수 있으며 장애인을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논

리로 발전된다. 또한 장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치료와 훈련 등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간주되며 이로써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여겨진다. 장

애의 규정 방식이 가지는 모호성, 불완전성과 치료의 효용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가려진 채로 장애라는 개념의 사회적 효과는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이라고 못하라는 법 없구요’라는 한 부모의 말처럼, 모든 개인의 능

력이나 상태는 범주화하여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라는 개념은 일부의 

대상에 한해 그러한 분류가 가능하고, 그러한 분류가 필요하다는 관념을 전제한다. 반

면 ‘어려움’의 개념은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상호적인 이해를 통해 완

화할 수 있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축

한다. 따라서 ‘어려움’은 단순히 장애를 대체하는 용어가 아니며, 장애라는 개념의 한

계 그리고 장애 개념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개입방식들의 한계를 대비적으로 보여준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드림칼리지의 학생들이 다시 가정의 몫으로 남게 

되는 현실을 ‘어려움’으로의 의미구성의 한계나 드림칼리지의 대안적 시도의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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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지 않는다. 장애는 개념적으로 문제로 삼는 대상을 사회가 아닌 가족을 포함한 

개인으로 제한하며, 그 책임 또한 가족의 몫으로 가두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 드

림칼리지에서는 개인의 행동, 심리적 상태, 일상에서 나타나는 갈등 등을 ‘어려움’이

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로 바라봄으로써 드림칼리지라는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역할을 나누어 가진다. 따라서 드림칼리지 학생들과 부모들이 

처하게 되는 갈 곳을 찾아야 하는 현실은 오히려 정신적 장애 개념이 가진 문제를 더

욱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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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의료 및 사회복지제도에서 드러나는 정신적 장애의 개념이 

당사자들의 삶의 경험과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 교육, 복지정책 등을 통해 장애라는 개념이 구체화되는 

사회적 맥락을 검토하고, 장애라는 개념이 당사자들에게 경험되는 차원을 살펴보았다. 

특히, 장애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안적 의미구성을 시도하는 드림칼리지의 사례

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의 개념과 그에 대응하는 대안적 시도가 함의하는 바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정신적 장애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제도적 맥락과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경험에 있

어서 핵심적인 지점은 개인의 정신이나 능력의 병리적 상태에 대한 이해체계를 발전 

시켜 온 정신의학·심리학적 전문지식은 개인들의 심리를 매개로 하여 사회에서 차등

적 성원권을 감별해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장애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심리학 전문가가 진단한다. 여기에서 다시 개별적인 

의료적 진단은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정신적 장애의 범주에 부합되는지 심사를 

받으며, 심사에 통과한 사람은 법률적 장애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정신적·행동

적 이상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사회적응을 하지 못해 온 사람들 중에는 의학적 장애 

진단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또한 정신적 장애를 무엇으로, 장애의 범주를 어디까지

로 볼지에 대한 관점은 변해왔는데, 현재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의학적 진단이 있거나 사회생활 및 사회 적응에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장애인 등록은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드림칼리지의 구성원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실제로 드림칼리지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

와 당사자들이 장애인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주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에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장애 등록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

로 쓰이기 때문이었다. 그 외에도 장애인 등록 상태를 보여주는 복지카드 소유는 장

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신분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 복지프로그램, 경제적 혜택 등을 보장하는 것으

로, 복지의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의료적 진단, 교육, 복지 정책은 정신적 장애라는 개념을 통해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를 더욱 능동적인 주체로 만든다. 양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모는 자녀

가 스스로의 상태를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자녀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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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특히 장애 관련 교육 및 복지 정책은 당사자가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스스로 특수교육이나 복지혜택을 요구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더욱 능동적인 주체가 되도록 촉구된다. 부모는 전적으로 스스로

의 정보력과 판단에 따라 자녀의 삶에 대해 개입하게 된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관건

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회에서 어떻게 위치시키는가’이다. 특히 이러한 과제는 학령

기 때에 본격적으로 두드러지는데, 일반학교는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학생을 공식

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교실의 구성원으로 취급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당한 사회를 

스스로 찾거나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주체로서 ‘다른 부모’로 만들어진다. 부

모는 눈치껏,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자녀를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으로 위치시켜나가고, 

이러한 과정에서 드림칼리지와 같은 시설도 찾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드림칼리지는 이미 정신적 장애를 진단 받았거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

에게 장애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애인을 모집하는 학교도 아니다. 드림칼리

지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대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

여 청소년기에 교육과정에서 이탈하였거나 대안학교로 옮겨 간 경우가 많다. 장애 진

단이나 등록의 여부를 떠나서 드림칼리지의 학생들은 일반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장애인을 위해 특화된 교육시설이

나 취업, 복지 시설에 가기에는 장애인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능력은 양호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회의 일반적인 부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

지만 여전히 사회적 경험이 필요하거나, 경험을 원하는 갈 곳 없는 성인들과 이들의 

부모는 드림칼리지의 존재를 환영하고, 드림칼리지를 이용하게 된다. 

드림칼리지는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통해 학생들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받아들이

고 이해해야한다는 가치관을 통해 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나 ‘어려움’은 장애와 같이 

범주를 나누어 분류하고, 구체적으로 명명될 수 있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 ‘어려움’은 

상황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어느 개인에게 완전히 

고정되어, 그 개인을 설명하는 속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나

타나는 잠재적인 것이고, 개인 외부와의 관계에 따라 가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

문에 개인의 고정적 취약점도 극복대상도 아니다. ‘어려움’은 그 위치가 개인에게 귀

속된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개념적으로 

관련된 구성원에게 분산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신분 하에 서로

를 여러 가능성을 지닌 온전한 개인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아닌 학생으로서 

대우받고, 서로가 ‘어려움’으로 이해받는 경험은 학생들이 드림칼리지에 오기 이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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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경험과 대비된다. 부모들은 이처럼 자녀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지

지 않고, 환대받으며 학생 스스로도 그러한 환경에 만족한다는 점에 위안을 느낀다. 

그러나 드림칼리지에서의 생활은 학생들이 의료적·심리학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되게 했던 속성을 완전히 변화시켜주지는 못한다. 또한 학생들은 여전히 청소

년기 수준의 돌봄에서 독립하여 자발적으로 살아갈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다. 드림칼

리지에서 학생들이 아이처럼 취급되고, 교사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시

사한다. 또한 드림칼리지의 시도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장애라는 개념을 전복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은 아니었다. 드림칼리지에서 ‘어려움’이라는 개념이 고안되고, 활용되

는 것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열린 경험을 제공하고, 개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 작

은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드림칼리지에 

학생으로 남아 졸업하지 않고 있으며, 졸업 후의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대

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은 다시 부모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드림칼리지의 기능적 한계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

는 장애의 개념과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신적 

장애라는 개념은 어떤 개인의 정신적 속성의 본질을 완전하게 설명해주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방식에 따라 어떤 개인을 구분해내기 위하여 형성되는 

개념이다. 국가는 교육이나 복지제도, 그리고 개인의 성원권에 대한 분류방식을 통해 

의료적 시각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전체가 개인의 특정한 행동, 사고방식, 감정, 능력 

등에 대해서 장애라는 전문적 개념을 통해 바라보도록 만든다. 특히 정신적 장애의 

범주에 해당되는 증상들은 인간답지 않은 속성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감정, 행동, 정서, 능력 등에 대해 인위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구별해

내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모호하게 존재하며 명확하게 추출해내기 어려운 개인들의 

정신적 상태와 행동에 대해 사회는 나름대로의 구분 방식을 만들어 체계화하는 것인

데, 이는 규정되는 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이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되고, 장애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

는 당사자 및 부모의 삶의 제약과 그에 대한 사회적 방관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

을 드러낸다. 사회적 구성원의 일탈적 성향에 주목하고,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가두어 

접근하는 일방적인 방식은 한국 사회가 일탈의 문제를 사회 자체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 장애는 장애를 가졌다고 여겨지는 대상이 겪

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이 개념이 실제로 경험되는 차

원에서는 오히려 당사자의 입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라는 개념 속에

서 사회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료하거나 교정하고 그 가족이 책임을 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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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자리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

민은 부족하다고 할 수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현실의 개선은 장애라는 개념

이 담고 있는 현재의 의미를 지속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통합의 중요성 강조로 본 논문을 귀결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적인 한계를 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사회

적인 성원권을 차등적으로 구별해내어 관리하는 효과를 보이는데 방점을 두는 개념임

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드림칼리지의 대

안적 의미구성의 미완과 한계는 장애 개념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대안적 의미구성의 한계가 장애가 개인의 일탈적 속성에 대해 정의하고 

개입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반증하지는 않는 것이다. 

 장애와 달리 ‘어려움’은 일탈적 개인을 구별해내고, 일탈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 주

목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어려움’의 개념이 적용되는 공간에서는 일탈적으로 드

러나는 현상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몫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처럼 ‘어

려움’이라는 의미구성의 사례는 ‘어려움’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을 통해 학생들에

게 일시적으로나마 환대받는 공간, 사회다운 사회가 제공되었다는 데 있다. 드림칼리

지는 하나의 사회로서, 다른 곳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환대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현경(2014)은 사회라는 것은 주권자와 같이 단일한 주체

가 아니며, 인격의 신성함은 사회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구성원을 

절대적으로 환대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자리를 주고 그 자리에 대해 불가침성을 선언

하는 기초적 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가 지향하는 도덕적 

원리의 핵심의 위치를 자각하는 것에서 부터 현실적 변화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준다. 

장애 개념은 오히려 사회라는 모호한 존재의 입장을 취하면서 개인들의 다양한 입

장이나 처지를 단순화하며, 사회의 여러 공간으로부터 개인들을 몰아냈다. 장애 개념

은 사회가 일탈적 개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는데 집중하

기 보다는 개인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규정하는 데 

집중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드림칼리지의 사례는 개인에게 사회가 어

떠한 역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

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사회가 일탈 현상에 대해 개입해야 하는지, 

일탈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환경의 문제는 무엇인지, 나아가 일탈 현상에 대

한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깊은 고찰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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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ept of Mental Disability and Alternative Meaning Construction: 

A Case Study on an Alternative School for Adults, Dream College

Lee, Yesu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researches the concept of mental disability through the case of an 

alternative school for adults, where does not adopt the concept of disability. For 

this study I conducted an ethnographic field work at Dream College, located in 

Seoul, Korea. By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persons in Dream College who are 

diagnosed for their 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s, I examined how the 

concept of mental disability is defined and concretized, and traced how the social 

interventions around mental disability come into play. Finally, this thesis aims to 

reveal the implication of mental disability in Korean society by scrutinizing the 

context and aspects of alternative meaning construction. 

First, the concept of mental disability is specified and experienced when they 

are excluded from ordinary schools and have to prove that they are disabled in 

order to be included in special school or specialized facility for disabled people. 

As they are required to be proved as disabled people to enter special school, the 

parents try to verify that their children have mental disability. Mental disabilities 

includ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mental disorder are diagnosed by the 

medical and psychological professionals. These medical diagnoses are mandatory 

to get the Disability Registration which is optional. It means that only those who 

want to register to use this system for certain duty exemption or disability 

services. Also, Disability Registration is considered as indisputable proof for the 

inability of certain civil duty. In other words, defining ‘disabled people’ works as 

a device to sort out the target of special education, social services, or duty 

exemption. 

Second, though the meaning of disability implies that they have restric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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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settings and administrative systems around mental disability demand the 

disabled persons to find and use the disability services by themselves. Therefore, 

the parents become active subjects as ‘different mothers’ for their children are not 

accepted by the society but are urged by the social institutions to find out 

suitable society for the disabled. 

Third, the psychiatric and psychological process on disabilities are considered as 

ambiguous to the parents and the students of the Dream College, and the 

categor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are limited to 

embrace only particular kinds and degree of mental disability. Also, there is 

discordance between the diagnosed symptoms and the individuals’ mental 

conditions, abilities, or behaviors that are considered as problem to themselves. In 

the cases of students of Dream College, medical diagnoses or prescriptions are 

not always persuasive and practical to improve their mental status and their 

quality of life. Many students are not qualified as registered disabled persons 

despite their medical diagnoses. Besides, the parents should take effort to find out 

where their children can be accepted because the social places such as schools 

and workplaces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are significantly deficient or limited. 

These are the main context that of why Dream College was established by civil 

organization and why the parents choose Dream College. 

In Dream College the general concept of disability is not used. The disability 

classification is not taken into account in arranging the program. Also the 

diagnoses do not affect when the teachers treat the students in daily life. There is 

another concept of ‘difficulty,’ which is not simply an alternative term of 

disability but alternative concept that has its own meaning, following practices 

and effects. ‘Difficulty’ cannot be categorized and denominated as medical 

terminology. Unlike disability, ‘difficulty’ appears under situational and relational 

context, not fixed to individuals. For this reason, it is considered that every 

person has ‘difficulty’ and ‘difficulty’ being latent to every person, it is neither a 

personal weak point nor the object to overcome. Thus the apparent ‘difficulty’ is 

considered as every members’ business in the school. On the basis of ‘difficulty’, 

various experiences are provided in distinction from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people wherein only the limited programs are provided and the people are utterly 

considered as ‘disabled’. Therefore, the students, and also the parents who are the 

actual decision makers, are satisfied with the lives at Dream College and do not 

graduate for a lo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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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students’ experiences in Dream College do not eliminate their 

traits that defined as disabilities. Still the students are not ready to be 

independent and to get own jobs. Their teacher-dependent behaviors at Dream 

College and teachers’ treatments as considering them as kids show that they are 

not rehabilitated enough. Dream College does capture the blind spot of medical 

perspective and welfare system around disability by temporarily providing them a 

social place. However, since they cannot stay in Dream College forever, the 

parents should reach out for a new society for them again. 

Nevertheless, this situation does not mean that Dream College has functional 

limitation or is failed. First of all, the conception of mental disability simplifies 

the situation, ability and lives of disabled people and their parents’, and 

ultimately expel from society. The diagnoses and registration of disability precisely 

do not explain the individuals’ psychological attributes in themselves point of 

view nor are helpful in their social lives. The concept concentrates on classifying 

the graded social membership in educational and welfare system through the 

medical perspectives. Disability conception simplifies the situation, ability and lives 

of disabled people and their parents’, and ultimately expel them from the society. 

Next, the medical definition and welfare institution about mental disability rarely 

stipulate the role of society, or the drawbacks of social systems but regulate the 

social membership and normal individuals’ role. The concept of disability 

connotes the social conditions between being normal or deviant members in 

Korea. 

In conclusion, the case of Dream College shows the limitation and the 

problems of disability conception. Though disability is an authoritative and 

convenient concept in the aspect of social control, the results from the ambiguity 

of disability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and the exclusion of the people who 

are regulated by disability signify the necessity of reconsideration and discussion 

about what the society’s roles are and why and how the society should intervene 

the deviant people. 

Keywords: mental disability, disability service, diagnosis of mental disability, 

Disability Registration System, concept of disability, disability experience, paren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lternativ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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