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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과정 연구
: 주요돌봄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아 영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과 관련된 논의에 주목한다. 지난 2014년 5월 발달장애인 법이 제정되고

2015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데 제정된 법에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자기결정에 대한 인간 존엄성을 실

현하고자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인권

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쟁 역시 발달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통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발달장애인

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어디까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무엇을 자기결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 많은 논쟁지점

이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

니며 자기결정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통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

는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과정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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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적장애인과 가장 오랜 시간

을 함께 보내며 많은 영향을 주는 미시적 요인인 주요돌봄자와 지적장애

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

째, 중증 지적장애인의 일상 속 자기결정 과정에서 지적장애인과 주요돌

봄자의 상호작용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둘째,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기여하는 상호작용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이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단위를 장애인 당사자와

주요돌봄자로 이원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총 5

사례이며 연구참여자는 총 10명이다(지적장애인 5명, 주요돌봄자 5명).

본 연구에서는 Emanuel과 Emanuel(1992)의 의사-환자 관계모델을 분석

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사와 환자 간의 네 가지 모델에서의 상호작

용은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서 환자의 자율성 중심으로 할 때 나타난

다. 자기결정 과정에서 겪는 주요돌봄자와 지적장애인 간의 딜레마 상황

은 이러한 관계모델의 내용과 상황적으로 유사하여 Van Hooren과 동료

들(2002)의 연구에서도 분석에 활용된 바 있어 본 연구의 분석에도 분석

틀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각 사례에서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

로 자기결정에 기여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저 [사례1]과 [사례2]의 경우 자기결정 과정에서 주로 지적장애인의 가치

와 욕구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선택지를 설명하는 해석적 모델과 유사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사회 도덕적으로 문제,

위생문제, 통념상의 문제)에는 주요돌봄자의 판단을 좀 더 설득적으로

제시하고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숙고하게 하는 심의적 모델과 유사한 상

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3]의 경우 해석적 모델의 상호작용

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4]의 경우는 주로 주요돌봄자가 자신의 선

택이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권

위적으로 판단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모델과 유사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사례5]의 경우는 모든 결정을 주요돌봄자가 하는 가부

장적 모델의 상호작용을 해 오던 주요돌봄자가 해석적 속은 심의적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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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제공 모델의

상호작용 유형의 경우 가치를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만을 제공해

야 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주요돌봄자와 지적장애인이라는 밀접한 관계에

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례5]를 통해 가부장적 모델

의 상호작용 유형에서 해석적 혹은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 유형으로 변

화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두 번째 연구문제인 지적장애인

의 자기결정에 기여하는 상호작용의 14가지 주요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1)소수의 선택지 제공, 2)결정기회 확대, 물어보기, 3)세부단계를 설

명, 4)가시화와 시뮬레이션, 5)욕구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6)의사소

통수단을 다양화, 7)뒤에서 보조하기, 8)기다려주기와 침묵견디기, 9)반복

하기, 10)일상성과 연속성, 11)다양한 경험을 지원, 12)위험 무릅쓰기, 13)

연결고리 설명, 14)내버려두기이다.

주요어 : 자기결정, 상호작용, 지적장애, 발달장애, 주요돌봄자, 사례

연구, 질적연구

학 번 : 2013-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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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5월 「발달장애인1)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고 2015년 11월에 시행되었다. 본 법

에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자신에게 법률적·사

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현할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제3조). 또한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의 동의/거

부, 서비스 이용의 선택 등 자기결정 보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8조).

새로운 법이 제정된 시점인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

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2014년 11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에서 열린 ‘한국 발달장애인의 당사자 활동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장과 당사자 활동을 지원하는 방

향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토론회에서는, 자기결정에는 책임이 수반되지

만 발달장애인들은 실패와 책임에 대한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기회와 경험을 통한 성장이라는 인간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

1)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어 있으며, 정신적 장애
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와 정신분열병, 우울장애 등을 포함하
는 정신장애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지적장애인으로 지적
장애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이며 상위범주에서는 발달장애에 포
함된다.

정

신

적

장

애

발달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자료참조: 보건복지부(2013), 장애등급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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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들은 선택과

실패, 경험을 쌓아가는 나름의 방식이 있기에 이를 경험할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주요하게 다루어졌다2).

발달장애인법 뿐 만 아니라 성년후견제도3) 역시 최근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논의의 중요한 주제이다. 우리나라 과거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에서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

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알맞게 법

률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변화를 보였

다. 그러나 후견인제도가 자기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실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박

탈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4). 이처럼 새롭게 제정되는 발달장애인법과 개정된 민법의 변화 흐

름에서 핵심이 되는 논제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이다.

국제적으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의 확산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준 것은 1970년대에 시작된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5)의 발전과

2) 정주리. “발달장애인의 권리 ‘기회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웰페어뉴스』, 2014. 11.
19. 온라인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863.

3)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누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법정후견제도와, 장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이 생각한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계약을 맺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
을 때에 법원의 후견감독인 선임과 더불어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는 임의의 후견계약
으로 대별되는 새로운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에는 기존의 행위무능력제도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자기결정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새로운 능력개념의 도입 등이 기저에
깔려있고, 필요성의 원칙이나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영국 정신능력법이 천명하고 있
는 여러 원칙들,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밝히고 있는 ‘행위능력’에
관한 기준 등이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민법개정안 공청회 자료
집).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이 개정되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여 장애인 노약자가 개개인의 복리 향상에 맞는 후
견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법부무, “2013년 7월 1일 달라지는 민법”, 『법무부
보도자료』, 2013. 6. 26.

4) 하금철. “권리 박탈하는 성년후견제, 의사결정지원제로 전환해야”. 『비마이너』.
2015. 4. 7. 온라인 뉴스.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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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옹호 운동이었다(김교연, 2007). 미국의 경우 권리에 기반한 자기옹

호운동과 자기결정운동이 다양한 장애관련 입법과 정책에 영향을 주었

고, 국내 역시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 관

점에서 언급되었다(이복실, 2012; 김교연, 2007). 그러나 점차 자기결정이

실천지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이 일상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자기결정의 현황과 수준이 일차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대

두되었다(이복실, 2012).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연구현황과 과제’라는 연구에서 김교연(2007)

이 언급한 점은 상기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김교연은 미국의 경

우 교육부의 재활서비스국(OSERS)에서 자기결정 관련 프로그램에 막대

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운동의 성과로 얻어진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와 같은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

장하고자 하는 입법이 실질적으로 향유되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

다. 즉,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법적 권리가 저절로 보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결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

론에 이른 것이다. 이는 자기결정권리가 제도적·정책적 차원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현장 중심적이고 현실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동안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특수교육 분야에

서 진행되어 왔다(Field et al, 1998; Thoma, Williams, & Davis, 2005).

특수교육 분야의 연구는 주로 전환교육6)의 맥락에서 자기결정을 강화하

5) 1950년대 후반 북유럽에서 시설 처우 중심의 장애인복지 접근을 비판하면서 출발된
이념으로 Nirje가 정신, 지적장애인도 동 시대의 일반주류의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방
식과 환경에 가깝도록 처우되야 함을 강조하면서 개념정정의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
념정의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회적·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
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확보가 장애인 정상화(normalization) 이
념의 기반임을 표명하였다(정무성, 양희택, 노승현, 현종철, 2012).

6) 전환교육 [轉換敎育, transition education] : 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마치고 성인
사회의 생활로 옮아가는 과정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마련하는 교육 모형이다. 이 교
육 모형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중등 이후 교육, 직업교육, 취업(지원 고용포함), 평생교육, 성인 서비스, 자립 생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가르치는 결과 중심의 교육이어
야 하며,
② 반드시 학생 개개인의 욕구나 기호, 취미를 반영한 교육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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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교수법,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Flexer,

Baer, Luft, & Simmons, 2012; Sitlington, Neubert, & Clark, 2010;

Wehmeyer, Agran, & Hughes, 1998). 전환교육의 일환으로 자기결정 능

력의 향상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전환교육이 결과적으로 긍정적

인 효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정희섭·최윤미, 2013)7). Wehmeyer &

Schwartz(1997, 1998)는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 역시 높다고 밝

혔고 Park와 Gaylord(1989)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

정 정도에 따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Lachapelle et al, 2005; Nota,

Ferrari, Soresi, & Whemeyer, 2007; McDougall, Evans, & Baldwin,

2010).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향상 혹은 보장하는

것이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

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측면의 연구들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이처럼 중요한 의

미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적장애인들이 자기결정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선택하

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주로 지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일상생활

에서 선택의 경험 및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Kishi와 동료들

(1988)은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 지적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선택의

기회를 비교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역시 지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선택을 할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Wehmeyer &

③ 필요에 따라서는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기능과 직업 기능 평가를 포함하는 교육
을 의미한다.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우리나라의 경우 전환교육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장애학생을 위한 진
로교육의 총체적인 서비스, 학교 졸업 후 독립적인 성인생활을 위한 교육과정, 장애학
생의 학령기 이후 성인사회로의 통합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활동으로 정의되어 왔다(김진호, 2001; 이효자, 1997; 조인수, 2000; 정희섭·최윤미,
2013:13 재인용).

7) 전환교육의 핵심은 장애아동이 높은 자기결정력을 가지는 데에 있으며 이는 직업교
육, 취업, 평생교육, 자립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 등을 가르치는 결과 중심의 교
육이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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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zler(1995) 역시 지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선택의 기회가

부족하며 지적장애인에게 있어서 자기결정이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했을 때 지

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자기결정의 기회(주로 기본적인 선택에 있

어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기회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근래 들어 국내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에서도 지적장애인의 삶과 관련

해 자기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용득·박숙경, 2008; 이복실,

2012; 성명진, 2014). 좀 더 주목할 점은 최근 사회복지영역에서 장애인

의 자기결정과 관련해서는 보다 사회·환경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전 기관에 걸쳐 이에 맞는

각종 지원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다(김교연, 2007).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지적장애인

의 자기결정능력 즉, 결과적 차원의 개인적인 능력의 확대에 집중하여

교수법을 연구해 왔다.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및 환경의 변화 및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사회복지학의

관점에 따라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과정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환경과 관련

된 연구는 주거환경, 학교환경, 거시적 환경(법, 권리적 차원) 등의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특정 주거환경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미

시적 상호작용 과정이 있는지, 특히 지적장애인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

께 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돌봄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자기

결정 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주요 돌봄자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자기결정 경험 과정, 특히 주요돌봄자와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 당사

자의 관점을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지적장애

인 당사자가 연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장

애인과 함께하는 연구라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연구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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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증 지적장애인 당사자를 의미 있

는 정보제공자로서 연구과정에 포함하며 장애인의 목소리를 좀 더 주체

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 지적장애

인의 자기결정 과정에서 주요돌봄자와의 상호작용을 분석 가능한 형태로

유형화하여 이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천

현장에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문제는 권리적 차원에 놓여

있을 뿐 실천적 차원에서는 세밀히 분석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적장

애인의 자기결정 과정에 있어 미시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이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은 이에 대한 모호성을 줄여주고 분석 가능한 형태

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둘째,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위한 상호작용의 주요 요소를 추출하고자 함이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상호작용 유형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과

정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좀

더 세부적인 차원에서의 실천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기여하는 상호작용을 분석·평가한 이후 이

러한 상호작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요 요소를 추출

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출된 주요요소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

정을 위한 상호작용의 실천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목적을 위해 실행되는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환경 속 인간(Person-in-environment)8)’이라는 사회복지학적 관

점을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본 연구의 경우 미시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분석한다는 점이다.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의 자기결

정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기보다 미시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했다는 점은 개인에 대한 개입보다 환경의 변화를 통한 지원을 중요

시하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한다. 둘째, 중증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관

8)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개념 중의 하나로 인간이 처한 상황을 인
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사회과학은 주로 사회현상이라는 환경
에, 행동과학은 주로 행동의 주체인 인간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사회복지학은 응용학
문 혹은 실천학문으로서 인간과 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과 구분된다(김상균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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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장애인을 중요한 정보제공자로서 연구과정에 포함하여 지적장애

인의 자기결정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적장애

인 당사자의 관점과 의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기존 연구는 소수이다. 당

사자 주의9)라는 사회복지적 철학과 관점의 실천을 위해 또한 장애인 당

사자에게 꼭 필요한 외적 지원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당사자의 관점을 중

점적으로 반영하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상기 연구문제를 탐구하는 데에 있어서는 분석적이고 수량적인 양적연

구보다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 세부적으

로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사례연구 방법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연구자가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혹은 ‘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는가를 조사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

법이다(Yin, 2013).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주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통

제를 가하지 않고 현상 및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연구 방

법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례연구 방법은 다양한 자료원

을 사용하여 증거의 사슬(Chain of evidence)를 만들어 구성 타당성

(Construct Validity)10)를 확보한다(Yin, 2013)11). 특히 다중사례연구

(Multiple case study)의 경우 반복연구의 논리를 사용하므로 외적 타당

성(External Validity)12)까지도 확보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hout
Us)"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남아프리카 장애인운동계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슬로건은 기존의 장애 정
책 및 장애와 관련된 담론에서 전문가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
를 강조하고 있다(곽정란, & 김병하, 2004)

10) 구성 타당성은 조사설계에서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 요소
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말한다. 이는 조사 항목 등이, 관련된 이론의 구성
(theoretical construct) 또는 가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대한 것이다(Rubin 외,
1998; 이종수, 2009).

11) 사례연구만의 독특한 강점은 문서, 가공물, 인터뷰, 관찰 등 다양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Yin, 2013).

12) 외적 타당성은 실험 또는 연구조사에서 얻은 결론들이 다른 이론적 구성 요소
(theoretical constructs)나 현상들에까지도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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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의 다양성을 통해 양적연구에 비해 질적연구에서 취약할 수 있

는 타당성을 좀 더 확보하고, 다양한 증거를 사용하여 연구질문을 해결

하고자 사례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관점을

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통상 자기결정 능력 혹은 의사소통능력

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쟁점이 있을 수 있다13). 그러나 김

진우(2008)는 그동안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연구에서 지적장애인 당사자

가 배제되어 오던 문제를 지적하고 의사소통능력의 부족 또는 부재를 이

유로 연구과정에서 정보제공자로 역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전체를 집단적으로 묶어 개별적 차이를 간과하는 점이기에

지양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그림도구를 고안하였으며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주요돌봄자의 인터뷰

를 진행하여 이를 대조함으로써 지적장애인과의 인터뷰만으로는 파악하

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충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있어 제기되기 쉬운 또 다른 문제는 지적장

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지적장애

타당성은 사전·사후 측정, 표본 선택시의 편견 개재, 표본 선택과 실험변수의 상호작
용,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mulitiple-treatment interference) 등에 의해 저해 받을
수 있다(Rubin 외, 1998; 이종수, 2009).

13) 김진우(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인은 그동안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거
나 미약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고 따라서 표현된 내용의 사실여
부에 대한 확증이 어려워 의미 있는 내용의 전달자로서 역할하기 힘들다고 이해되어
져 왔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장애종별에서 의사소통
이 어려운 경우 직원이나 부모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면접으로
갈음하거나, 면접자가 자기기입식으로 기재하였다. 즉,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터뷰 과
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하기 보다는 실무적
인 어려움을 이유로 지적장애인 등을 연구과정에서 배제했다. 그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욕구에 대해 사회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하
는 사회적 배제가 장애라는 사회적 모델의 입장에서 보면, 지적장애인을 연구과정에
포함시키려는 개념과 구체적 노력이 당시 우리나라에는 강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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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개념적인 오해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예

컨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의 개념을 자기중심적인 선택, 이기적인 선

택 혹은 독립적이고 완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오해를 풀고 본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오해가 주로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와의

‘돌봄’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돌봄에 있어 지적장애

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제2장의 제2절을 통해 살펴보

았다.

14) 연구과정에서 많은 지적장애인의 어머니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해 ‘지적
장애인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 지적장애인 자녀의 독립적인 선택, 지적장애
인 자녀의 판단 능력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기결정’이
라는 단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질문하는 것 자체에 불쾌감을 보이는 경
우도 있었다. 또한 “우리 애같이 중증인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
아요. 경증인 애들한테가 하는 얘기죠”라는 말을 하며 중증인 자신의 자녀에게는 해
당이 없는 이야기처럼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하듯 Wehmeyer(1999) 역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이기적

인 선택, 자기중심적인 선택, 독립적인 선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
데 이는 특히 자기결정의 주요특성인 ‘자율성’의 개념에 대한 오해로 언급하였다. 그
에 따르면 자율성이란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며 독립적인 선택도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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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중증 지적장애인의 일상 속 자기결정 과정에서 지적장애인

과 주요돌봄자의 상호작용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연구문제2]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기여하는 상호작용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일상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과정을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은 인터

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례의 내용을 기존 이론과 비교·

대조하여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류하는 차원의 연구문제이다. [연구문제2]

는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기여하는 상호작용의 주요 요소를 분

석하는 것이다.

상기 연구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과정을

특정한 상황이나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보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특정 상황에 비해 중증 지

적장애인에게 연속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기결정 과정을 여실히 들여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정을 본다면 오히려 실제의 삶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자기결정 경험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험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호작용 유형과 주요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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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章)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기결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이론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틀 및 분석들을 구성하고자 한다.

제 1 절 자기결정의 개념 및 이론

1. 자기결정의 개념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이라는 용어는 초기에 철학, 정치학, 심리

학에서 사용되었다.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자기결정을 독립 혹은 자유와

동의어처럼 여겼으며 자치(self-governance)를 위한 권리라고 보았고, 심

리학에서는 자기결정이 성격이론과 동기이론에서 가장 처음 사용되었다

(Wehmeyer, 1999). 특수교육학에서는 Michael L. Wehmeyer가 기능적

관점에서 지적장애인 자기결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그는 자기결

정이 자기중심적인 선택이나 독립과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명시하

였다. 또한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Brian H. Abery와 Roger J. Stancliffe

가 개인과 환경을 중심으로 개념정의를 하였다.

자기결정이론(SDT:Self-determination Theory)을 연구한 심리학자

Edward Deci와 Richard Ryan(1985)은 인간의 내재적 동기가 자기결정

의 핵심 역할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도전하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며 문화적인 습관을 변형하고 이를 내재화 하며 자기(the

self)와 조화된 경험을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자기결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요인(determinants)에 있어서 자기결정은 뜻하

지 않은 상황(contingency)에 대한 강화나 압력이 아닌, 선택하는 능력이

며 선택권을 가지는 능력’이다. 이러한 관점에 다르면 자기결정은 ‘능력

(capacity) 그 이상이며 이는 또한 욕구(ne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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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리교육적 관점에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연구한 Michael

M. Wehmeyer(1999)는 심리학적 관점인 Deci와 Ryan의 동기에 기초한

자기결정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좀 더 교육적인 관점에서 자기결

정을 연구했다. 그는 자기결정의 동기가 아닌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그

는 또한 자기결정적인 사람들의 특정 행동 목록을 통해 자기결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에 반대한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만

결혼을 하는 행동이 자기결정적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결정적

이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Wehmeyer, 1999). 즉, 특

정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의해 자기결정의 개념이 정의되어서

는 안 되며 자기결정은 모든 행동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결론

적으로 그는 한 개인이 행동에 있어서 원인주체(causal agent)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다. 이러한 논리로 그는 자기결정을 ‘개인이 자

기 인생의 원인주체(causal agent)로서 행동하고, 다른 불필요한 외부적

영향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의 질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Wehmeyer, 1999, 2003). 또한 그는 자기결정에

있어서 자율성과 자기규제는 중요한 특징인데 그중 자율성은 자기중심적

인 선택이나 이기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도 독립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Abery와 Stancliffe(2003)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기결정을 개념

화하였다. 그들은 ‘자기결정이란 복잡한 과정이며, 자신의 삶을 전반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원하는 정도의 통제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각 연구자의 초점에 따

른 자기결정의 개념은 요약하면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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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구자의 초점에 따른 자기결정의 개념

학자들의 자기결정 개념을 분석하면 크게 4가지 주요 개념으로 요약된

다. 첫째,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인생의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둘째,

선택과 결정에 있어 불필요한 외부적 간섭이 없는 상태이다. 셋째, 자유

롭게 자신의 삶의 질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넷째, 자신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에서의 결정이다. 다섯째, 자신이 원하는 정

도의 통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자들의 개념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기

결정에는 사회·환경적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사회·환경적인 지원에는 미시적인 차원의 사회·환경(예: 가정, 부

모, 형제, 주요돌봄자, 거주시설 직원 등), 중시적 차원의 사회·환경(예:

학교, 교사 등), 거시적 차원의 사회·환경(예: 법, 규정 등)을 모두 포괄한

다. 사회·환경적 지원을 포함하여 본 연구자가 구성한 지적장애인의 자

기결정 개념은 다음과 같다.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인생의 주체로서 행동하고 불필요한 외부적 간섭 
없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영역에 대해 충분한 사회·환경적 

연구자 초점 개 념

Deci &

Ryan(1985)
동기

자기결정은 내재적 동기에 의해 발생된 행동의 통합

(integral)이며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의 증거. 자기

결정은 상황(contingency)에 대한 강화나 압력이 아닌,

선택하는 능력이며 선택권을 가지는 능력. 자기결정은

역량(capacity) 그 이상이며 이는 또한 욕구(need)이기

도 함

Wehmeyer

(1999, 2003)

주체성,

의지,

행동

자기결정은 자기 인생의 원인주체(causal agent)로써 행

동하고, 불필요한 다른 외부적 영향이나 간섭 없이 자유

롭게 자신의 삶의 질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Abery &

Stancliffe

(2003)

개인의

중요도, 통제,

환경

한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한 영역에서 자신

이 원하는 정도의 통제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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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통제하는 것15)’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개념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환

경적 차원의 지원 속에서의 자기결정 개념을 추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자기결정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각 체계와의 관계적 차원에

서 구성된다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둘째, 중증 지적장

애인은 일상에서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지원(불필요한 외부적

간섭이 아닌 경우)을 통한 결정 역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의 개념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6).

2. 자기결정 관련 주요이론

자기결정에 관한 이론은 본 연구 자료수집의 기본 틀이 되었으며 분석

의 토대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내재적 동기에 따라 선택하고 결

정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유기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의 자료

를 수집하고 당사자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Wehmeyer의 자기

결정 기능이론에서 제시한 구성요소를 기본 틀로 각 사례연구를 진행하

였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당사자와 주요돌봄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

으로 자기결정 과정을 연구하였으므로 Abery와 Stancliffe의 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한 이론은 본 연구의 자기결정에 관한 개념화 및 자료분석의

15) 본 절에서는 기존 학자들의 주장에 따른 개념을 나열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형태
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개념은 실천영역에서
많은 의문을 낳는다. 예컨대, 자신의 인생을 주체로서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
애인에게 이러한 개념이 적합한지 혹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본인이 잘 모르
는 경우 등 상기 서술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개념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다양하다. 이러한 의문은 주로 돌봄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지적장
애인의 안전과 자기결정이 상충되는 경우, 지적장애인의 건강과 자기결정이 상충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3절(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
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었다.

16) Wehmeyer(1999) 역시 다른 사람의 지원을 통한 자기결정 역시 자기결정으로 포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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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가 되었다. Emanuel & Emanuel(1992)의 전문가와 내담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모델은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와의 상호작용을 분석

하는 기준이 되었다. 또한 Deci와 Ryan의 동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결정

이론은 상호작용 분석에 있어 주요돌봄자와 지적장애인의 가치충돌지점

을 분석하는 토대가 되었다.

1) 자기결정 이론의 가정 및 관점

Deci & Ryan(1985, 2002)의 자기결정이론(SDT: Self Determination

Theory)에서는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정교하고 통합된 자아(the self)

를 발달시키는 데에 대한 건설적인 경향(constructive tendencies)이 있

다고 가정한다. 이는 인간을 자아와 일관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통합적

유기체(integrating organism)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정신역학,

성격에 관한 인본주의이론, 발달에 관한 인지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몇몇 최근 이론에서는 지속적으로 호기심에 기초한 탐험과 새로운

경험을 자아와 통합하는 인간의 내재된 경향성을 발견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가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기본 과정을 방해하거나 지지(support)하는 사회적 상황 요인을 상정한

다. 자기결정이론은 긍정적인 적응 및 발달의 핵심 요인인 ‘탐구(quest)’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아실현, 자유의지(free will), 건강한 가치

(healthy values), 참 자기(true self)의 개념을 포괄한다(Sheldon,

Williams & Joiner, 2008).

2) 행동의 동기에 따른 자기결정이론

자기결정 이론은 개인의 성격발달과 행동에 대한 자기 규제를 구분하

기 위한 내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다. Deci와 Ryan(1985,

2002)은 자기결정 이론에서 행동을 발생시키는 것은 내재적인 동기와 외

재적 동기라고 하였다. 자기결정의 동기 유형에 따라 무동기, 외재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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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내재적동기로 나뉜다. 아무런 동기가 없는 무동기에서 시작해서 외재

적 동기 그리고 내재적 동기에 이르기 까지 각기 다른 종류의 외적 동기

들이 존재한다. 같은 외재적 동기라도 규제의 유형에 따라 외적규제, 주

입된 규제, 동일시된 규제, 통합된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무동기의

경우 무규제, 내재적동기의 경우 내재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외적규제

(external regulation)은 특정한 외재적 보상을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자

기결정성이 가장 낮은 동기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주입된 규제

(introjected regulation)은 죄책감, 불안, 자기비난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

는 것으로 다소 외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동일시된 규제(identified

regulation)은 개인의 목표나 가치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선택하며 행동하

며 특정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 다소 내재적이다.

통합된 규제(intergrated regulation)은 외적 동기에 의해 행동하지만 특

정 규제가 자신의 가치나 목표, 욕구와 통합되는 경우를 말한다. 내재적

규제(intrinsic regulation)는 행동 자체에 대해 스스로 기뻐하고 가장 자

율적으로 결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3) Wehmeyer의 자기결정 기능이론과 구성요소

앞서 자기결정의 개념에서 언급한 것처럼 Wehmeyer(1999)는 자기결

정적 행동의 4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도록 하는 중

요한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자기결정적 행동은 자율성, 자기규제, 심리

적 역량강화, 자기실현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자기결정적 행동은 개인

의 역량을 통해서도 증진되지만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다양한 지원

을 통해서도 증진될 수 있다. 개인의 역량의 경우 학습과 발달에 영향을

받고 기회는 환경과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역량과 개인에

게 주어지는 기회는 지각이나 믿음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자기결정적 행동이 영향을 받으며 자기결정적 행

동을 통해 상대적으로17) 자기결정적이게 된다.

17) 자기결정 기능이론에서는 자기결정적 행동의 주요특성을 자율성, 자기규제,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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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hmeyer(1999)에 따르면 자기결정적인 사람은 자율적으로

(autonomously) 행동하며 자신의 행동의 스스로 규제(self-regulate)하고

심리적으로 역량강화(psychologically empowered)되어 있으며 자기를 실

현(self realizing)한다. Wehmeyer는 이러한 주요특성에 따라 자기결정적

행동이 나타나도록 하는 구성요소로써 12가지 자기결정 기술을 제시하였

다1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결정 기능이론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19).

4) 자기결정의 생태학적 관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Abery와 Stancliffe(2003)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환

경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Wehmeyer와 차이가 있으나

이들 역시 개인의 능력을 자기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생태학적 관점에 의한 자기결정이론에서는 개인과 환경의 생태학적 상

호작용 구조 내에서 기술, 지식, 그리고 동기에 의해 특성이 나타난다고

역량강화, 자기실현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자기결정적이라는 것은 결혼 여부, 취업
여부와 같은 절대적인 행동을 통해 자기결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결혼을 한
것도 자기결정적일 수 있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자기결정적일 수 있기 때
문이다. 상대적 자기결정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행동 자체가 아닌 행동의 주요특성
에 따라서 판별될 수 있다(Wehmeyer, 1999).

18) 자기결정적 행동의 12가지 구성요소는 선택기술, 의사결정기술, 문제해결기술, 목표
설정 및 성취기술, 독립· 위험 무릅쓰기 및 안전기술, 자기관찰· 자기평가 및 자기강
화기술, 자기교수, 내적통제소재, 효능감 및 성과에 대한 긍정적 귀인, 자기인식, 자기
지식이다.

19) 기존이론의 구성요소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의 다양한 경험들을 목록화
할 수 있었다. 자기결정 기능이론에서는 12가지 구성요소를 언급하고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심리적 역량에 해당하는 ‘통제의 내적소재’와 ‘자기효능감 및 긍정적성과기대’,
‘자기지시(교수)’는 질문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자기인식’과 ‘자기지식’을 따로 나누
지 않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자기인식’을 질문틀로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독립, 위
험 무릅쓰기 및 안전’을 ‘위험 무릅쓰기 및 안전’으로 ‘자기관찰, 자기평가 및 자기강
화’를 ‘자기관찰 및 자기평가’로 ‘자기옹호 및 리더십’을 ‘자기옹호’로 초점화하여 인터
뷰 질문틀로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12가지 구성요소 중 인터
뷰로 끌어내기 용이한 8가지 구성요소를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분석틀로 활용한 구성
요소는 1)선택하기, 2)의사결정, 3)문제해결, 4)목표설정 및 성취, 5)위험 무릅쓰기 및
안전, 6)자기관찰 및 자기평가, 7)자기옹호, 8)자기인식 총 8가지 구성요소이다.



- 18 -

보았다. 자기결정에는 개인이 통제하는 정도, 통제하기 바라는 정도, 중

요성 등 3가지 요소가 포함되므로 생태학적 삼자모델(the tripartite

ecological model)이라고도 한다. 생태학이론에서 자기결정이란 3가지 요

소 간의 공통영역으로 규정되며 각 요소들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기결정은 개인과 환경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개인이나 환경에 독립적으로 내재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적인 소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생태학적 관점을 반영한 자기결정 생태학모델에서는 자기결정을 향상

시키기 위한 개인의 능력과 함께 능력을 촉진시키는 환경적 맥락을 중요

하게 다룬다. 장애인의 경우 삶에 대한 규제 및 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환경 및 경험을 통한 연습이 자기결정을 높이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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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

1. 주요돌봄자에게 있어 돌봄의 딜레마

지적장애인에 대한 돌봄 문제 특히 정신질환적 문제 혹은 행동적인 문

제는 비장애인에 비해 3배에서 5배 더 많으며(Dosen 1990; Meins 1994;

Menolascino 1994; Einfeld & Tonge 1996; Emerson et al. 1999; Maes

et al, 2003 재인용) 지적장애인을 돌본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

자 고민거리이다(Maes et al, 2003). 미시적 관점에서 지적장애인의 돌봄

문제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이들과 가장 많은 상

호작용을 하는 생활재활교사에게, 재가생활을 하는 경우 주로 부모(특히

어머니)에게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지적장애인의 돌봄에 대한 이슈와 관련된 최근 국내 논문을 보면 주로

어머니의 돌봄 부담감과 스트레스, 우울을 다루고 있다(유창민, 강상경,

2015; 심석순, 2013; 김고은, 2011; 김교연, 2009, 2010; 이소영 & 이숙향,

2008). 또한 몇몇 연구는 주요돌봄자가 문제행동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통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부적강화의 덫20)이 여러 가지

문제(예: 교사 수업 방해, 부모의 협력관계 소홀 등)를 야기시킨다고 언

급하고 있다(강경숙, 김은주 & 김영준, 2012; 이효신, 2006).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로서의 어머니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을 여실히 보여주며,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돌봄에 있어 종종 지적

장애인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기준과 통제가 지적장애인의 행동문제를

지속하게끔 유도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지적장애인을 과도하게 통제하도록 하는 기제는 곳곳에 존

재한다. 과도한 통제는 안전이라는 커다란 목표 위에 자주 합리화되며

책임이라는 막중한 소임 위에 더욱 탄력을 받는다. 그러나 통제하지 않

는다는 것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지적장애인을 통제하지 않고 돌본

20) 부족강화의 덫이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잘못된 기준과 통제를 사용하여 발생
되는 오류이며 지적장애인 자녀가 무기력한 관리방식을 지속하게 되어 학교생활의 갈
등과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다(강경숙, 김은주 & 김영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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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가족 혹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게 있어 어려

운 문제이며 이들은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있어 일상의 많은

순간에 딜레마를 겪는다. 이것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보장이라는 권

리적 측면의 인식의 바탕위에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위한 지적장애인

의 행동을 통제라는 현실적 문제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

며 실제로 실천영역에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2. 돌봄에 있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관한 오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적장애인에 대한 돌봄에 있어 미시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람은 주요돌봄자(주로 어머니)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이

슈이자 논쟁지점이 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이다. 그러나 돌봄

을 제공하는 가정 혹은 사회복지 기관에서 자기결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는 돌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비단 권리적 차원에서 지켜

야 하는 것으로만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

다21).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주요돌봄자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이라는

말이 지키기 힘든 법과 같이 무겁게 여겨지는데 이러한 문제에는 자기결

정의 개념에 대한 오해(자기결정이 ‘지적장애인의 자기중심적이고 자유

로운 선택이나 결정’으로 인식되는 것)가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싶다. 앞

서 자기결정의 개념에서도 서술하였지만 자기결정은 비단 특정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혹은 결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

21) 지적장애인에 대한 돌봄 현장에서는 많은 상황에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딜
레마가 발생한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발견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지
적장애인이 한 여름에 겨울용 잠바를 입고 가겠다고 우기는 경우, 이가 썩어서 치과
치료를 하는 데에 많은 돈이 드는 지적장애인이 마트를 갈 때마다 초코렛을 몇 봉지
씩 사는 경우, 한 달 수입이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데 사탕을 사는 데에 몇 만원 씩
소비하는 경우, 타인에 대한 애정표현을 남·여 가리지 않고 지나치게 하는 여성 지적
장애인의 경우, 컵라면을 좋아해서 매 끼니를 컵라면만 먹는 경우,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자는 것이 습관화 된 경우, 타인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를 남기는 경우(하루
에 전화 20통 문제 200통 가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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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든 인간은 모두 다른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며 이러한 사

회 속에서 개인의 무한한 자유와 선택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지적장애

인의 자기결정에 대해 개념화 한 것처럼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이란 ‘지

적장애인이 자신의 인생의 주체로서 행동하고 불필요한 외부적 간섭 없

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영역에 대해 충분한 사회·환경적 지

원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통제하는 것’이다. 이를 오해가 없

도록 뜯어서 살펴보자.

Van Hooren과 동료들(2002)도 언급하였지만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최근 권리적 차원의 개념화 논의에서의 강조점은 외부적인 방해

가 없는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이다. 이것이 지적장애인이 모든 선택을

알아서 다 하고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가? Van Hooren

과 동료들(2002)은 주요돌봄자가 지적장애인에게 모든 선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자율성(자기결정적 행동의 주요특성)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결정 권한을 주요돌봄자가 갖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Wehmeyer(1999)는 자율성을 주요특성

으로 하는 자기결정적 행동이 ‘자기중심적인 행동 혹은 이기적인 행동’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수행이나 비수행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22).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며

또한 독립적인 선택도 아니면 외부적인 방해가 없는 선택에서의 자유라

는 개념에서의 ‘자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Van Hooren과 동료들

(2002)은 최근 자기결정의 주요특성인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소극적 자

22) Wehmeyer(2003)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결정은 단순히 독립적인 수행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며 단순한 선택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비
스를 주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김교연(2007)은 이러한 점이 생태학적 관점
에도 공유되는듯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처럼 자기결정이 특정행동이 아니
라 행동의 성질이나 개인의 선호와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점으로부터 특정의 어려움
도 발생한다고 그는 언급하고 있다.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표준화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꼭 자기결정을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안 한다고 해서 자기결정이 아니라고 볼 수
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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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negative freedom)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23)에 대한 개념을 언급한 Berlin(1958)은 소극적 자유를 ‘다

른 사람들에 의해서 간섭 받지 않고 다양한 대안들 중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영역(area)의 개념이 들어간다. 또한 그는 지식과 판별력 혹은 합리적인

자기통제가 결여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간섭의 영역을 확보하는 소극

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적극적 자유보다 소극

적 자유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소극적 자유가 자신이 주인

이 되는 영역을 알고 그러한 영역 안에서 누리는 행위의 자유이며 또한

기회의 개념이기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은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선택을 전적으로 지적장애인에게 맡기

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특정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자기결정인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결정인 것도 아니다(Van Hooren et al, 2002).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은 외부적인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이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의 개

념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에게 있어서 자기결정이란 자기 자

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합리적 자기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신

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이러한 통제 영역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기회가 보장되고 이러한 기회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장세

용, 1997). 이러한 의미에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은 자기완성이나 성취

를 추구하지 않는다. 성취를 하느냐 못하느냐하는 결과적인 차원과는 무

관하게 자신 스스로의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간섭이 없는 영역을 확

보해 가는 것과 관련된다.

23)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 적극적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체가
되고자하는 갈망에서 파생되는데 이는 외부적인 압력이 아닌 자신의 목적과 열망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의 개념은 혁명과 같은 역사적 과정에서
이러한 자유가 집단주의적인 자기실현의 교의까지 포함시켜 자주 폭압적 권위의 정당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장세용,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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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상호작용

본 절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모델을 제

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Emanuel과 Emanuel(1992)의

관계모델의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각 유형을 분류하는 분류기

준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류기준들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사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기준이 되었다.

1. 상호작용 유형 분석 모델

본 연구에서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자기결정을 둘러싼 상호작용

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이론은 Ezekiel J. Emanuel과 Linda L.

Emanuel(1992)의 의사와 환자 관계에 대한 네 가지 모델(Four models

of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이다. 이 모델은 환자의 안전과 건

강을 책임져야 하는 동시에 환자의 자율성24)을 보장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모델은 의사로 대표되는 전문가의 판단과 내

담자의 자율성 간에 상충지점에서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또한 내담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전문가가 추구하

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은 자기결정 과정에서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가 겪는 딜레

마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만약 상호작용에 있어서 한

쪽이 아프고 안전을 추구하는 상태라고 할 때 이 두 사람은 서로 불균형

한(imbalanced) 상태인데 이러한 불균형은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경우도 존재한다. 주요돌봄자는 돌봄에 있어서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자

율성과 돌봄을 잘 하는 것 즉, 지적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모르고 치료법

을 알지 못하는 환자처럼 지적장애인은 정보력과 지적 능력이 부족하며

24) 자율성(autonomy)은 자기결정적인 행동의 주요요소이다(Wehmey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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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상황적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모델을 사용하여 Van Hooren과 동료들(2002)은 프레더 윌리 증후

근(Prader-Willi syndrome)25)으로 인해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과정과 방식이 어떠한지를 연구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가 적절한 식이조절을 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부모의 돌봄 유형을 구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거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모델을 본 연구

자료의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전문가와 내담자의 관계와 지적장

애인-주요돌봄자의 관계는 분명히 차이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에서는 상기 관계모델을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이 둘의 차이점

을 유념하고 이외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열어두면서 자료를 분석하였

다. 관계모델에는 가부장적 모델, 정보제공 모델, 해석적 모델, 심의적 모

델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26).

1) 가부장적 모델(The paternalistic model)

Emanuel과 Emanuel(1992) 의사와 환자 간의 4가지 관계모델의 하나

인 가부장적 모델(The paternalistic model)27)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신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내담자가 동의하도록 권고한다. 이 모델에서 전문가

25) 프레더-윌리 증후군은 15번 염색체에 유전자 이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상하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연령과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은 다르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저신장, 근육 저긴장, 수유 곤란, 발달 장애, 지능 장애, 작은 손발, 성
장호르몬 결핍증, 시상하부성 생식샘 저하증, 과도하고 억제되지 않는 식욕, 비만, 당
뇨병 등이 나타나는 유전 질환이다.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치료법 외에는 아직까지
단일 치료제는 없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26) 본 연구에서는 Emanuel과 Emanuel(1992)의 관계모델을 적용함에 있어 의사와 환자
의 관계를 전문가와 내담자의 관계로 치환하여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상호작용
을 분석하고자 한다.

27) 'paternalistic'이라는 용어는 가부장적인, 온정적인, 가정적인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일부 국내 연구에서는 'The paternalistic model'을 ‘온정적 간섭주의’로 번역하고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본 모델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상호작용의 특징
에 기초하여 ‘가부장적'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The paternalistic
model'을 ‘가부장적 모델’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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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이 내담자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항상 최고의 것을 알고 있다고

본다. 즉, 전문가는 내담자가 그의 건강과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개입을 받는다고 판단한다. 전문가는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여 내담

자의 의학적인 상태를 판단하고 의학적 검사나 치료를 통해 내담자를 회

복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전문가는 이러한 개입에 내담자가 동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선택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전문가는 개입이 시작되

는 시점에 권위적으로 이를 통보한다.

가부장적 모델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객관적

인 기준이 공유되며 전문가는 무엇이 내담자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지

구별한다. 가부장적 모델에서 내담자와 전문가는 서로 비균형적인 상태

에 있다. 전문가는 내담자에 대해 권위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내담자는

그것을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전문가의 결정에 감사하며 이

를 받아들인다. 가부장적 모델에서는 내담자의 자율성과 웰빙 그리고 선

택권과 건강 중에서 후자를 택한다. 가부장적 모델에서 전문가는 내담자

의 보호자가 되며 내담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의

무이다. 이 때 내담자의 자율성은 전문가의 가장 최선의 선택에 대한 동

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에서 내담자가 가진 역량(capacity)은

협력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2) 정보제공 모델(The informative model)

Emanuel과 Emanuel(1992)의 의사와 환자 간의 4가지 관계모델의 두

번째 모델인 정보제공 모델은 과학적 모델, 소비자 모델 등으로도 불린

다. 이 모델에서 전문가는 내담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내담자 스스로 원하는 의학적 개입을 선택하고 전문가는 선택된

개입을 실행한다. 전문가는 내담자에게 상태와 가능한 치료적 개입에 대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가능한 위험과 이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내담자는 자신의 병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를 알 수 있고 자신

의 가치 기준에 따라 특정 개입을 스스로 선택한다. 이 때 전문가는 일



- 26 -

종의 기술적인 전문가로서 내담자에게 통제(control)를 시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정보제공 모델은 사실과 가치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이 모델에서 내담

자는 가치기준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며 부족한 것은 사실적인 정보이라

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무는 모든 가능한 사실을 제공하고 내담자가

어떤 치료가 좋을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제공 모델에서 전문

가 개인의 가치기준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며 전문가는 내담자의 가치

판단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다. 정보제공 모델에서 전문가는 기

술적인 전문가이며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해고 이러한 전문성을 유지하며

내담자에게 기술과 정보가 부족할 때 상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여

기서 내담자의 자율성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며 제공된 정보를 이해하고 각 대안을 자신의 가치에 맞게 비교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내담자의 역량(capacity)으로 볼 수 있다.

3) 해석적 모델(The interpretive model)

Emanuel과 Emanuel(1992)의 의사와 환자 간의 4가지 관계모델의 세

번째 모델인 해석적 모델에서는 내담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한 선택

지를 제공하는 것이 전문가의 목표이다. 해석적인 전문가는 내담자에게

가능한 개입의 이점과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내담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욕구를 중심으로 해석하여 어떠한 의학적 개입이 가장

적합할지를 분명하게 설명한다.

해석적 모델에서 내담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

으며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때 내담자가 추구하

는 가치는 종종 초기의 단계이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때 내담자는 스스로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

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내담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적합하

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는 내담자에게 영감을 불러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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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자신의 가치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는 내담

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자세히 알고 내담자의 이후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중요한 점은 전문가는 내담자에게 이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궁

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내담자 자신이다. 전문가는 상담가로서의 역할

을 하며 내담자가 이러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석적 모델에

서 내담자의 자율성은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28)를 위한 공동의 과

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내담자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혹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고 내담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맞춰

어떠한 의학적 선택이 가치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된다. 해석적 모델에서

내담자의 역량은 자신이 가진 가치를 이해하고 다른 가치들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4) 심의적 모델(The deliberative model)

Emanuel과 Emanuel(1992)의 의사와 환자 간의 4가지 관계모델의 네

번째 모델인 심의적 모델에서는 전문가는 내담자가 건강에 가장 좋은 가

치를 심의하도록 독려한다. 전문가는 내담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가능한

선택지의 유형을 명확히 한다. 전문가는 특정 선택이 왜 좀 더 내담자가

추구해야 할 선택인지를 설명하여 내담자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설득하는 도덕적 토론(moral discussion)과 심의

(deliberation)를 거친다.

전문가의 목표는 단지 설득에 지나지 않으며 강압은 피해야 한다. 전

문가는 몇 가지 선택지들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28)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 ‘나는 이렇다.’라는 자기개념을 갖는 것은 자기를 이해
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인가를 이해하거나, 인지하거나, 의식하거나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독자적인 행위일 수는 없다. 무의식적인 욕구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이해 그
자체가 자아의 방어에 의해 조작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자기구현시의 충동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본질보다 좋게 이해하거나 역으로 자기를 비관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사회 복지학 사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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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간다. 이를 통해 어떠한 치료법이 가장 좋으며

내담자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심의적 모델에서 전문가는

선생님 혹은 친구의 역할을 한다. 내담자와의 대화를 통해 어떤 과정이

가장 좋은 것인지 전문가가 관여한다. 내담자는 자신의 선호나 평가되지

않은 가치를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되는 의학적 선택지, 건

강과 관련된 가치, 자신의 가치, 그리고 치료의 적용에 대해 숙고하고 결

정한다. 이 때 내담자의 역량은 자신의 가치를 성장시키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2. 관계모델의 분류기준과 적용

1) 관계모델의 분류기준

Emanuel과 Emanuel(1992) 의사와 환자 간의 4가지 관계모델이 구분

되는 기준은 가치(value), 사실(fact), 설득과 심의, 최종적인 선택, 자율

성의 성격 등이 있다. 관계모델에서는 내담자의 자율성과 (내담자의 건

강과 삶의 질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전문가의 책임이 상충되는 지점에

초점에 초점을 둔다. 이때 내담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전문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서로 다른 상태에 있거나 혹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각 모

델은 이러한 가치 중 어떠한 가치를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실(fact)를 전달하는 것을 초점으로 한다.

예컨대 가부장적 모델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가치보다는 전문가의 가치

판단을 우위에 둔다. 그리하여 전문가는 자신이 판단한 결정이 내담자에

게 가장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적 정보를 명화

하게 전달하고 전문가의 가치판단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권위적으로 통

보한다. 정보제공 모델의 경우에는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는 유형에 해당

한다. 내담자가 가진 가치 혹은 전문가가 가진 가치는 배제하고 최대한

사실만을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전문가의 목표이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 전문가는 객관적인 정보를 다양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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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 모델과 심의적 모델의 경우에는 둘 다 내담자의 가치를 이해하려

고 애쓰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심의적 모델

이 해석적 모델에 비해 좀 더 전문가의 가치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내담

자의 결정을 유도한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다.

설득하고 심의하는 과정의 여부도 각 유형의 차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다. 가부장적 모델의 경우 전문가가 가진 가치를 권위적으로 통보할 뿐

이러한 가치에 대해 설득하거나 내담자가 이러한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

들이는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적 모델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가치

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가치에 맞게 사실적인 정보를 설명한다는 점

에서 설득보다는 설명이라는 개념이 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석적 모델의 경우 내담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

기 때문에 전문가는 가치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제공 모델의

경우에도 설명이 주가 된다. 그러나 심의적 모델의 경우, 전문가가 내담

자의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해석적 모델과 동일하지만

좀 더 설득적으로 전문가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

면서 심의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최종적인 선택을 누가하느냐에 따라서도 유형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

다. 가부장적 모델의 경우 전문가가 최종적인 선택을 하지만 정보제공

모델, 해석적 모델, 심의적 모델 모두 최종적인 선택은 내담자가 하도록

하며 이러한 선택에는 강요나 강압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세 모델

모두 내담자의 자율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모델에 따라

서 내담자가 가지는 자율성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정모제공 모델의

경우 내담자의 자율성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다. 해석적 모델에서 내담자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지 알게 된다는 점에서 자기이해적이다. 결과적으로 내담자는 자신의 정

체성에 맞춰 어떠한 선택과 결정이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된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심의적 모델의 경우 내담자는 자신의 선호나 평가되지 않은

가치를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심의하고 숙고

하는 과정을 밟기 때문에 자기발전적인 성격의 자율성을 가진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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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관계모델의 적용

의사와 환자의 관계모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

자와의 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의사-환자의 관계모델을

적용하고자 하지만 분석에 적용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이는 첫째, 의사와 환자는 가치배제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지

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는 현실적으로 가치배제적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의사와 환자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 건강상의 문제(흡연, 과식 등)

를 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만 지적장애인과 주

요돌봄자의 일상에는 다양하고도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혼

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환자의 경우 병이 있지만 지적장애인에게는

‘장애’가 있다는 점이다. 치료와 될 수 있는 병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

는 장애에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적

용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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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 분석

Thoma, Williams, Davis(2005)가 1995년에서 2002년까지 자기결정과

관련되어 발표된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

기결정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체 논문의 가장 높은 비율(32%)이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자기결정’이라는 화두의 중심에 지적장애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의 경우 김교연(2007)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근래 지적 장애인의 자기결정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적장

애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연구는 이론, 정책, 교육 등 다양하게 진행되

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1)자기결정이란

무엇인가? 2)자기결정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3)자기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환경은 어떠한가? 등의 연구문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틀에 따라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자기결정이란 무엇인가?

‘자기결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1)

자기결정의 개념 2)자기결정적 행동의 주요특성 3)자기결정적 행동의 구

성요소 4)자기결정이론 관련 연구 등이다. 자기결정과 관련된 이론이나

개념연구에서는 특별히 자기결정에 대해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이라

고 따로 개념화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제2절 ‘자기결정 관련이

론’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Deci와 Ryan(1985a, 1985b, 2000, 2002)의 내

적동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는

일반적 자기결정을 다루고 있으며 Wehmeyer의 자기결정 기능이론에서

는 특수교육 관점에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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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hmeyer는 ‘자기결정적 행동’ 이라는 관점에서 개념의 모호성, 측정

의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자기결정의 구성요소를 좀 더 세부적으로 뜯어

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Whemeyer, 1994a, 1994b, 1999, 2003;

Sehldon, Williams, & Joiner, 2008). 특히 미국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지

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구성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되었으며 여

전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Thoma, Williams,

Davis(2005)의 분석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논문 중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지적장애인 자기결정의 핵심 구성기술에 대한 연

구이다. 즉, 자기결정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가,

그 중에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및 기술과 관련

된 연구에 초점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29). 이러한 연구의 주축인

Wehmeyer는 미국 캔저스 주립대학의 특수교육학과 교수로 지적장애인

의 자기결정에 대한 기능이론 및 구성요소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Wehmeyer, 1999; Wehmeyer, 2003; Wehmeyer et al, 2000)30). 이

러한 연구를 토대로 구성요소와 기술향상에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Wehmeyer, Agran, Hughes, 1998; Agran, 1997; Carter,

Lane, Glaeser, 2006; Durlak, Rose, & Bursuck, 1994).

2.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본 질문의 경우 지적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방

29) 논문전체를 개괄(overview), 교육적 실천, 커리큘럼 모델, 핵심 구성 기술,
중등교육의 성과, 전환(Transition), 정책, 교사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핵심 구성 기술이 가장 높은 비율(24%)을 차지하였고, 정책(18%), 교육적 실
천(9%)이 뒤를 이었다.

30) Wehmeyer와 동료들(1998)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적 행동의 주요특성을
자율성, 자기규제, 심리적 역량강화, 자기실현으로 분석하고 이를 위한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선택 기술, 결정 기술, 문제해결 기술, 목표설정
및 성취, 독립, 위험 무릅쓰기 및 안전, 자기관찰, 자기평가 및 자기강화, 자
기지시, 자기옹호 및 리더십, 통제의 내적소재, 자기효능감 및 긍정적 성과기
대, 자기인식, 자기지식이다.



- 33 -

법, 프로그램 등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이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지

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은 지적장애인의 삶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기회는 현실

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때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이 남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Williams와 Dattilo(1997)

는 여가교육 프로그램이 자기결정 능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Wehmeyer(1995)는 장애정도와 생활환경, 주요돌봄자가 자

기결정의 영향요인이라고 밝혔다. Park & Gaylord(1989)는 문제해결 훈

련을 통한 기술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당양한 훈련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

다.

3.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어떠한가?

본 질문은 좀 더 환경적인 차원에서 지적장애인이 자기결정을 살펴보

는 연구이다. 세 번째 질문의 경우 지적장애인 개인에게 개입하여 기술

적 차원에서 자기결정 능력 향상을 돕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대한 질문

이라면 본 질문은 어떠한 미시적 환경 혹은 거시적 환경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김교연(2007)은 자기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중에서 특별히 환경적 요

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알 수 없

으며 향후 이러한 환경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규명과 사례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국외에서 Wehmeyer(1995)는 자기결정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장애정

도)과 환경적 요인(주거 생활환경과 주요돌봄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국내의 경우 이복실(2012)의 연구에서는 기회라는 변수를 매개변수로 포

함시킨 결과, 개별적 특성과 거주환경 특성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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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 기회’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적 특성과

거주환경 특성이 충족되더라도 환경적으로 지적장애인의 결정에 참여하

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기결정을 촉진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의

미한다. 김용득·박숙경(2008)의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거주환경에 따

라 자기결정의 경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립

홈, 그룹홈, 생활시설 순으로 자기결정이 보장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환경’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자기결정의 경험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다.

김교연(2007)의 분석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실행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거환경, 학교환경, 고용환경, 기타 거시체계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러한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는

환경적 특성의 외형적 측면이 주는 영향에 머물러 있다. 그는 향후 이러

한 환경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규명과 사례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

다. 그가 제시한 향후 연구과제는 첫째, 지적장애인 본인이 자기결정을

한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방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지원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적 장애인의 자

기결정을 증진하기 위해 자기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해결할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본 연구의 방향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관한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개념 및 구성요소, 자기결정의 효과, 자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특수교육 분야에서 구

성요소를 중심으로 한 교육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초점되

어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지적장애인이 자기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

도록 특정 구성요소의 기술(선택하기 기술, 문제해결 기술, 자기옹호 기

술 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적 관점의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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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경우 초기에는 내적동기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 자기결정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다가 Wehmeyer를 중심으로 구성기술을 발달시키는 차

원의 심리교육적 관점의 연구가 활발해 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적으로 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환경적 차원의 연구도 확대되고 있다. 김교연(2007)에 따르면 자기결

정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환경적 특성의 외형적 측면이 주는 영향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환경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규명과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Deci & Ryan, 1985, 2002; Wehmeyer,

1999; Abery & Stancliffe, 2003)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은 특정행동의

수행 혹은 비수행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닌 행동의 성질이나 행하는 사람

개인의 선호와 가치를 반영한다. 이러한 점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행동적 결과만 놓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떤 지적

장애인이 특정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를

통해 자기결정을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이로 인해 자기결정이 무엇이며

지적장애인이 자기결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측정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점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해 결과적 측면이 아닌 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의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동안 거주환경이나 학교환경, 거시

적 차원의 환경체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환경 내부

의 구체적 특성을 들여다 본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연

구자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의 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을 주요돌

봄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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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이 장(章)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방법으로 설정한 사례연구방법을 이

용한 분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 및 관련

자료수집 방법, 질문지 구성, 자료분석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자 한다.

제 1 절 질적사례연구방법

1. 질적사례연구방법을 이용한 분석

연구방법을 설정하는 데에는 연구문제의 형태, 사건에 대한 통제, 현재

의 사건의 강조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전략이 있을 수 있다(Yin,

2013).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질적사례연구방법을

사용였다. 질적사례연구 방법은 사건에 대한 통제가 없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탐색적 형태의 연구문제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또

한 고정된 형태가 아닌 개방적인 형태의 인터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질적연구는 양적연구가 사실을 지나치게 단

순화시키고, 인간의 의도나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것에

비해, 인간 행동 자체와 인간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

하여 모든 연구 대상의 의미, 경험, 그리고 견해 등을 강조한다(오찬숙,

2014). 이러한 점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의 의미와 경험을 탐구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

본 연구에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경험을 통해 자기결정 과정에서의

주요돌봄자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구

조화된 양적자료보다는 개방적 성격을 가진 인터뷰자료 등의 질적자료가

유용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

한 주관적 인식과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질적연구가 부족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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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중추적인 연구대상은 지적장애인 당사자이다. 중증 지적장

애인의 경우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형태의

양적연구보다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질적연구를 통해 본 연구

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경험에 대

해 지적장애인의 주요돌봄자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는 개인 혹은 집단이나 기관에 초점을 두고 조사, 관찰, 면접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어떤 문제나 특성,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특히 사례연구 방법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

에 대하여 연구자가 통제를 가하지 않는다. 또한 ‘어떻게’ 혹은 ‘왜’ 그러

한 상황과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데 적용할 수 있다(Yin, 2013).

2. 질적사례연구 설계

사례연구는 단일사례(single-case)연구와 다중사례(multiple-case)연구

로 나눌 수 있다. Yin(2013)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례의 수와 분석단

위에 따라 다른 4가지 형태의 사례연구 설계방법을 제시하였다([그림1]

참조). 사례의 수에 따라서는 단일사례연구와 다중사례연구로 나뉘며 분

석의 단위에 따라서는 전체설계 혹은 내재설계로 분류할 수 있다.

단일사례연구는 이미 잘 알려진 이론을 검증하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

의 사례가 있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또한 단일사례연구는 주로 사례

가 매우 독특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일 때 사용한다. 한편 다중사례연구는

반복연구(replication)의 논리를 따른다. 따라서 단일사례연구와 비교했을

때 더 설득력이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용이하다(Yin,

2013).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독특하거나 극단적인 발달장애인의 특정

사례를 연구한다기보다는 지적장애인들 전반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기결

정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연구로써 좀 더 설득력을 갖추기 위

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다중사례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다. 단일사례연구의 경우 정확한 측정 혹은 자료 충분성, 일반화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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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기 때문에(오찬숙, 2014) 다중사례연구를 통

해 연구대상을 다양화 하고 분석의 단위를 두 단위로 구성하여 외적타당

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다중사례연구는 분석단위에 따라 단일분

석단위와 다중분석단위로 나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사례연구가 두 개

이상의 분석단위를 가지는 것이다(Yin, 2013).

본 연구는 다중사례이면서 다중분석단위를 가진 설계로 구성하고자 한

다([그림2]참조). 그 이유는 지적장애인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

는 미시체계로 주요돌봄자를 분석단위로 넣어 지적장애인의 면담내용을

보완하고 주요돌봄자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하기 때문이다.

[그림1] 사례연구설계의 기본 유형

*자료출처: Yin, R. K. (201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age

publications.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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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본 연구의 설계

다중사례연구의 방법은 [그림3]에서 그 절차를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다중사례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사례를 분

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Emanuel & Emanuel(1992)의 관계모델을 사례를

분석하는 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후 두 번째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앞서 도출된 결

론과 두 번째 사례의 결론을 종합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과

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사례연

구 분석결과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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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다중사례연구 방법

*자료출처: Yin, R. K. (201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age

publications. p.60

3.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위해 연구에 앞서 동료집단을 통해 다

양한 조언을 듣고, 연구참여자에게 사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한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

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1인, 지적장애인 어머니 2인, 지적장애인 당사자

1인에게서 연구설계와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터뷰 방법과 관련된 자문을

받았다. 또한 사회복지관 종사자 1인, 사회복지 거주시설 법인 직원 1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2인으로부터 연구 내용 및 설계에 대

한 자문을 받았다.

연구자 본인은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한 사례연구방법 위크샵에 참여하

여 Robert Yin의 사례연구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연구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본 연구자는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주관한 자기결정권 관련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조사에서

정신장애인 및 종사자(총 27명)를 인터뷰한 경험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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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감사 조사원으로 위촉되어 지적장애인(10명)을 인터뷰한 경험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사회복지 법

인에서 진행하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지원주택 사업에 참여하여 수시로

지적장애인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지원주택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수회에 걸친 상담을 진행하여 지적장애인과 다양한 소통

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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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1. 연구참여자 선정기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이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적장애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

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다양한 자기결정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있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 경험을

분석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었다.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사례1의 장애인당

사자는 지적장애1급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는

H씨이다. 이후 참여자 모집 과정에는 눈덩이 굴리기/연쇄(chain) 방법31)

을 통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사례1]의 장애인 당사자 U씨는 평소 연구자와 알고 지내던 P씨의 아

들이다. P씨는 발달장애인 부모연합 및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

으며 강사로도 일하고 있다. [사례2]의 장애인 C씨는 지적장애 1급의 중

증 지적장애인이다. C씨는 어머니 W씨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어머니 W

씨는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 [사례3]의 지적장애인 S

씨는 지적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로 복지관 직원 B씨를 통해 연결되었다.

[사례4]의 지적장애인 J씨는 장애인 인권단체의 소개를 통해 인터뷰하게

되었다. [사례5]의 지적장애인 G씨는 본 연구자가 지원주택 사업에 참여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이차적으로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고 미시적 차원

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당사자와 가장 상호작용이 많

은 주요돌봄자를 선정하였다. [사례1]과 [사례2]의 경우는 지적장애인의

어머니이며 [사례3]의 경우는 S씨와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는 복

지관 직원이다. S씨는 직원 B씨를 신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

31) 눈덩이 굴리기/연쇄(chain) 방법은 풍부한 정보를 가진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관심사례(cases on interest)를 확인하는 것이다(John W.
Creswell, 2005;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2005 재인용).



- 43 -

면서 서로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로 적합

하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직원 B씨의 경우 지적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

하면서 다양한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좋은 참여자라고 판단하였다. [사례4]의 경우는 직장

의 상사 H씨를 인터뷰하였다. 초기에는 J씨의 부모와의 인터뷰를 시도하

려고 하였으나 J씨가 가족과의 인터뷰를 강력하게 거부하여 차선적으로

J씨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사 H씨와

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H씨의 경우 L근무처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으며 J씨와 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고 J씨와의 인터뷰에서 자주 언

급되었다. [사례5]는 최근 체험홈에서 자립지원 주택으로 이사하여 생활

하고 있는 G씨로 본 연구자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지원주택(Supported

house)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다섯 사례의

장애인 당사자는 모두 서로 다른 사람 혹은 기관을 통해 인터뷰에 응하

게 되었다(<표2>참조).

<표2> 연구참여자

구분
세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장애등급
지적장애

1급

지적장애

1급

지적장애

1급

지적장애

2급

지적장애

2급

인터뷰

대상

및

횟수

지적

장애인

당사자

U씨 C씨 S씨 J씨 G씨

26세 남성 17세 남성 34대 남성 42세 여성 41세 남성

주요

돌봄자

P씨

(어머니)

W씨

(어머니)

B씨

(복지관

직원)

H씨

(근무처

부장)

F씨

(지원주택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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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사례

1) 사례1: 지적장애1급 커피숍 직원 U씨

U씨는 지적장애 1급이며 26세 남성이다. U씨의 가족은 어머니 P씨,

아버지, 누나 이렇게 총 4명이다. 1급 지적장애가 있지만 현재 그는 커피

숍에서 하루에 3시간씩 주5일제로 일을 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U씨가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1급 진단 시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

나 U씨는 지속적으로 아들에게 자기결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는 일상의 대부분의 일과가 스스로 가능하며 일정한 수입도 있는 상

태이다. 어머니 P씨와 아버지, 누나는 비장애인이며 지적장애인 U씨는

어머니 P씨와 상호작용이 가장 많다. 누나도 일상의 많은 일들을 U씨와

함께 하고 있으며 누나를 통해서 U씨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당사자 면담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 U씨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어머니 P씨와의 면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머니 P씨와의 면

담은 총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어머니 P씨와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

에 대한 참여여부를 U씨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두 번째 면담

때는 어머니 P씨와 U씨를 함께 만났다. 이후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U씨

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U씨의 경우 초기 라포형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후 총 4회에 걸

친 당사자 인터뷰가 이루어 졌으며 인터뷰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이었

다. 초기 계획한 인터뷰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이었으나 U씨가 매우 흥

미롭게 참여하여 매번 면담 시간이 길어져서 2시간 넘게 진행이 되기도

하였다. 장애인 당사자 U씨와의 면담은 주로 직장 근처에 있는 스터디카

페32)에서 이루어졌다. U씨는 언어장애가 있어 발음이 조금 불분명하였

으나 기본적인 전문가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전문가소통이 잘 되

지 않을 시에는 주로 컴퓨터 타자 혹은 친필로 전문가를 확인하였으며,

32) 스터디카페는 일반 카페와는 달리 면담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이 있으며 매우 조용
하여 편안한 분위기여서 인터뷰하기 용이하다. 인터뷰 장소 선택 시 참여자가 오기
편리한 위치 근처의 스터디카페를 검색하여 인터뷰 장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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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이모티콘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2) 사례2: 지적장애1급 쌍둥이 C씨

C씨는 일란성쌍둥이로 지적장애1급인 중증장애인 남성이다. C씨의 형

D씨 역시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 C씨는 현재 고등학생이며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C씨의 가족은 쌍둥이 D씨 어머니 W씨, 아버지, 누나가 있

다. C씨는 주로 어머니 W씨와 누나와 상호작용을 하며 학교에 가는 시

간과 활동보조인이 돌봐주는 시간 이외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한다. C씨

는 타인의 지원이 없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운 정도로

장애가 심한 편이다. C씨는 통상적인 언어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웠으며

표정과 목소리, 행동 등을 통해 일부 소통할 수 있었다. C씨의 면담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어머니 W씨와 만나 인터뷰하였으며, C씨에 대한 기

본적인 소개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인터뷰 방법 및 이후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어머니 W씨는 C씨의 인터뷰가 고정된 자리에서 언어로 진행되기는

어렵고 같이 걸으면서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이

에 따라 W씨 집 근처에 있는 창경궁을 함께 돌아다니며 면담을 시도하

였다. 그렇게 C씨와의 만남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4시간 동안 걷기

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어머니 W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C씨와 상호작용

하고 소리나 몸으로 하는 의사표현을 W씨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3) 사례3: 지적장애1급 복지관 이용인 S씨

S씨는 현재 지적장애 1급 남성으로 지적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성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S씨가 이용하는 지적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

는 직원 B씨는 S씨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였으며 S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S씨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이 있다. 직원 B씨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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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S씨의 형도 중증은 아니지만 경증 지적장애가 있다. 직원 B

씨를 통해 S씨와의 인터뷰에 대한 부모님의 승낙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이후에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S씨는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S씨와의 인터뷰는 S씨의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지적장애인복지관은 연구자 본인이

실습을 했던 기관으로 S씨와 성인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

에 초기 라포 형성은 되어있던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본격적인 인

터뷰로 들어갈 수 있었다. S씨와의 인터뷰에는 연구자가 고안한 그림도

구가 활용되었으며 그림도구를 통해 S씨의 의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

다. S씨와의 인터뷰는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후 S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고 외부체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적장애인복지관 직원 B씨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B씨와의 인

터뷰 역시 카페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4) 사례4: 지적장애2급 인쇄업 종사자 J씨

지적장애 2급인 40대 여성 J씨는 현재 많은 지적장애인을 고용하고 있

는 사회적기업에서 인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J씨는 장애인 인권단체

직원의 소개로 연결되었으며 초기 연락 때부터 인터뷰에 매우 호의적이

었다. J씨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 여동생, 남동생이 있으며 부모,

형제, 자매 모두 비장애인이다.

초기 인터뷰 과정에서 주기적인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J씨의 요청에

따라 J씨와의 인터뷰는 4회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J씨의 집 근처

스터디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초기 3회 인터뷰는 스터디카페에서 이루어

졌으며 4회째 인터뷰는 직장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진행하였다33).

33) 인터뷰 장소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1)인터뷰 참여자의 편의성, 2)인
터뷰 참여자의 의사이다. 초기 3회에 걸쳐 인터뷰가 진행된 스터디카페는 인터뷰 참
여자가 오기 쉬운 위치 근처로 선정하였으며 4회 인터뷰 장소는 J씨가 근무를 마친
이후 의사를 물어 선정하였다. J씨는 평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였고 4회기 때 자주
가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전 3회기보다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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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평균 소요 시간은 2시간이었으며 J씨는 인터뷰에 즐겁게 임하였

고 매번 다음에 언제 볼지에 대해 물어보곤 하였다. 인터뷰가 끝나면 J

씨가 짧게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알파벳을 알려주었으며 알파벳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 좀 더 라포를 형성하고 다음 회기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많

은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5) 사례5: 지적장애2급 지원주택에서 생활하는 G씨

G씨는 얼마 전까지 체험홈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3개월 전에 지원주

택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기존에 거주하던 체험홈을 관할하는 법인

에서 지적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그 사업을 통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G씨는 지원주택에서

친구 Y씨와 함께 둘이서 생활하고 있다. Y씨 역시 지원주택 사업을 통

해 체험홈에서 나와 G씨와 함께 살게 되었다. G씨는 현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다. G씨

와의 인터뷰는 지원주택 안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자는 지원주택 사업에 단기간 참여하

며 G씨의 변화과정을 지켜봐왔다. 따라서 G씨는 연구자와 충분한 라포

형성이 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따로 라포형성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

지 않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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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수집 및 질문지구성

1.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증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례연구에 사용되는 증거들은 여섯 가지 원천

으로부터 수집될 수 있으며 이는 문서(미분류 기록물), 보관기록(분류 보

관된 공식적 기록물), 인터뷰, 직접관찰, 참여관찰, 그리고 물리적인 인공

물(physical artifacts)34)이다. 또한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에 보편적으

로 적용되는 원칙에서는 두 개 이상의 자료원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Yin, 2013).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조사를 주요 자료수집 방법으로 하되

인터뷰 과정의 의사소통에 활용되었던 자료 역시 수집자료로 추가함으로

써 자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례1]의 경우는 지적장애

뿐 만 아니라 언어 장애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종종 어

려움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컴퓨터나 종이, 이모티콘 등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때 작성된 자료 역시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사례2]의 경

우는 언어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았으나 대답보다 표정으로 자신의 의사

를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표정에 대한 관찰내용 역시 자료

로 포함되었다. [사례5]의 경우는 최근 지원주택에 입주하면서 다양한 자

기결정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조 자료가 사용되

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의 증거로 활용하였다.

2. 질문지구성 및 분석틀

사례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원인 인터뷰는 구조화된 질문형식이 아닌

34) 물리적 인공물이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물리적 자취 또는 근거를 가리킨다. 이러한 물질적 자취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기술적 장치, 도구, 기구, 예술작품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가령, 박물관 출입문 바닥
의 타일 마모상태 등으로 대중 인기도를 측정하거나, 상점의 상품진혈 상태를 보고
특정브랜드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것도 물리적 인공물이 연구조사에 사용되는 예가 될
수 있다(Y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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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된 대화형식(guided conversation)으로 진행된다(Yin, 2013). 대부분

사례연구 인터뷰는 개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는 기본 틀을 가지고 진행되지만 인터뷰과정에서 고정된 질문형식

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인터뷰는 인터뷰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

도록 하였다. 그러나 면접자가 녹음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방해가 되

는 경우, 녹음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음을 병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질문지는 Wehmeyer의 자기결정 기능이론의 구성요소를 바

탕으로 김정권 외(2000)의 자기 결정력 검사 내용 및 정희섭·최윤미

(2013)의 자기결정 기술척도를 참고하여 질문 틀을 구성하였다.

Wehmeyer의 자기결정 구성요소에서 추출한 8가지 구성요소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재구성 및 추가한 세부경험 예시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구성

된 인터뷰 질문틀은 <표3>와 같다.

<표3> 자기결정 경험 사례에 관한 질문 틀

자기결정 경험 
상위/하위구분

자기결정 경험 사례 세부 질문틀

선
택
경
험

음식 선택경험
-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 경험

- 식당을 선택 경험

의복 선택경험

- 좋아하는 옷 선택 경험

- 활동 상황에 따라 옷을 선택 경험

- 계절에 어울리는 옷을 선택 경험 등

머리모양 
선택경험

- 마음에 드는 머리모양의 선택 경험

- 타인의 취향에 맞는 머리모양의 선택 경험 등

헤어기구  
선택경험

- 헤어기구의 선택 및 사용 경험

- 머리빗의 선택 경험

- 헤어젤, 무스, 에센스 등의 사용 선택 경험 등

교통수단  
선택경험

-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의 선택 경험

- 교통수단 이용 지불방법 선택(카드,현금, 티켓구입 등) 경험 등

TV채널  
선택경험

- 선호하는 TV채널의 선택 경험

- 타인이 좋아하는 TV채널 선택 경험 등

음악,  영화, 
스포츠 선택경험

- 좋아하는 음악, 영화, 스포츠의 선택 경험

-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악, 영화의 선택 경험 등

물건  구입경험
- 상대방에 따라 주고 싶은 선물의 선택 경험

- 물건을 파는 상점의 선택 경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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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경
험

거주지 결정경험
- 선호를 거주지 결정 경험

- 환경을 고려한 거주지 결정 경험 등

근무지 결정경험
- 자신의 흥미를 고려한 근무지 결정 경험

- 타인의 선호를 고려한 근무지 결정 경험 등

진로 결정경험
- 자신의 흥미를 고려한 진로결정 경험

- 자신의 능력을 고려한 진로결정 경험 등

문
제
해
결
경
험

일상생활 
대처경험

- 친구의 발을 밟은 경우 대처 경험

- 음식을 엎은 경우 대처 경험

- 타인과 부딪혔을 때의 대처 경험 등

긴급상황 시 
대처 경험

- 길을 잃은 경우 대처 경험

- 타인이 위급할 때의 대처 경험

- 불이 났을 때의 대처 경험

-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 경험

- 다쳤을 때 대처 경험

-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 경험

- 소지품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 경험 

- 돈을 다 썼을 때 대처 경험 등

사회규범적 대처 
경험

- 웃 어른을 만났을 때 대처 경험

- 약속시간에 늦었을 때의 대처 경험

- 지갑을 주웠을 경우 대처 경험

-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은 경험 등

타인과의 갈등 
대처 경험

- 친구와 싸웠을 때 대처 경험

-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때 대처 경험 등

해야할 일 판단 
경험

- 방이 매우 더러운 경우 대처 경험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할 일 수행 경험 등

목
표
설
정 
및 
계
획
경
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목표설정계획

- 직업에 대한 목표설정 경험

- 직업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 설계 경험

- 직업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 설명 경험 등

일상생활 
목표설정

- 팀의 작업 물량 목표 설정에 참여 경험

- 자신의 일상생활 목표 설정 경험 등

다이어리 작성 
및 이해경험

- 목표 성취를 혹은 단순기록을 위한 다이어리 기록 경험

- 다이어리를 보고 약속 계획한 경험

- 가족여행, 캠프, 체험학습 등의 목표활동 기록한 경험

- 기록해 놓은 다이어리 내용 이해한 경험 등

여행계획 경험

- 가고 싶은 여행지 선정 경험

- 여행 비용 예상해 본 경험

- 여행을 위한 실행 방법 인식한 경험

- 여행을 위한 실행 중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아본 경험 등

성
취
경
험

취업 경험 - 다양한 취업 경험

계획한 일정 
수행 및 성취  

경험

- 계획한 일정에 따른 수행 경험

-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을 소화한 경험 등

여행을 한 경험 - 여행계획에 따른 여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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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및 자격증 
취득 경험

- 배우고 싶은 분야 공부를 해 본 경험

- 자격증 취득 경험

위
험
무
릅
쓰
기
경
험

새로운 도전을 
해 본 경험

-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해 본 경험

- 새로운 활동 참여 경험

- 새로운 집단과의 교류 경험새로운 스포츠를 익히기 위한 연습을 해 본 경험 등

위험무릅쓰기 
경험

- 다른 주거지로 이동하기 위한 위험감수를 해 본 경험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위험감수를 해 본 경험

- 조리도구(칼)를 이용한 요리 경험

- 전자렌지 사용 경험

- 끓는 물 사용 경험

- 가스렌지 사용 경험

- 자동차 운전 경험

- 자전거 타 본 경험

- 오토바이 타 본 경험 등

안
전
관
리
경
험

주방기기 
안전관리 경험

- 가스벨브를 잠가 본 경험

- 요리 할 때 화기를 주의한 경험

- 전자렌지를 안전하게 사용한 경험 등

이동 시 
안전관리 경험

-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 건넌 경험

- 도보 시 자동차 주의경험

- 도보이동시 핸드폰 사용주의 경험 등

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관리 

경험

- 안전벨트 메 본 경험

- 도로와 인도의 인지 경험

- 신호에 대한 인지 경험

- 오토바이 탑승 시 헬멧 착용 경험 등

범죄 안전 관리 
경험 - 범죄 상황(도난, 강도 등)에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 경험 등

건
강
관
리
경
험

자신의 건강관리 
경험

-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 이해

- 자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이해

-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일어나는 몸의 상태 이해

- 음식과 건강과의 관계를 이해

- 몸에 유익한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인지

- 자신의 식습관을 기록하여 평가해 본 경험 등

건강관리 수단
-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간 경험

- 비만예방을 위한 실천경험 등

신체 및 성장에 
대한 인식 - 성장에 대한 인식경험 등

마음이 힘들 때 
상담 경험 -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상담 받은 경험

스트레스 해소 
경험 -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해소한 경험

자
기
관
찰 
및 
평
가

일상에 대한 
평가 경험

- 자신의 일상의 일에 대한 평가경험

- 자신이 잘하고 있는 행동을 앎

- 자신이 노력해야 할 것을 앎

자신에게 칭찬한 
경험

- 자신에게 칭찬한 경험

- 자신의 장점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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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험

검사결과 이해 
경험

- 건강검진 결과표를 평가한 경험

- 각종 심리진단 결과에 대한 이해

목표 혹은 
생산량 점검

- 생산량 혹은 목표량 점검표를 통한 자기평가(근무하는 경우)

-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평가(학습관련)

재정관리 경험

- 지출 내역을 보고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인식한 경험

- 자신의 수입을 확인한 경험

- 자신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인식한 경험

- 자신의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한 경험

- 지출할 때 수입에 대한 생각을 한 경험

자
기
옹
호
경
험

자신의 불편함 
알기/표현 경험

- 자신이 가진 불편함이 무엇인지 인지경험

- 자신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한 도움이나 지원 표현한 경험

- 자신의 건강상태를 상대방에게 표현한 경험

스스로를 
보호하는 

(감정표현) 경험

- 자신의 감정상태를 상대방에게 표현한 경험

- 자신의 감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험

- 표정 또는 상황에 따른 숨은 감정을 인지

권리에 대한 
이해 경험 - 장애에 따른 법적 권리들을 알게 된 경험

부당한 사례에 
대한 인지 및  
해결 경험

- 직장 혹은 학교에서 부당한 사례를 접하고 이에 대해 인지한 경험

- 부당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지 탐색한 경험

싫은 것에 대한 
표현 경험

-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표현경험

- 타인의 권유에로 불구하고 거부한 경험

지원받을 수 
있는 곳 인지

-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경험

-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을 앎

-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담당자가 있음을 앎

- 검색 또는 안내책자를 보고 지원을 요청할 행정부서를 알게된 경험

- 지원이나 권리들을 제공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된 경험

자
기
인
식 
경
험

신상정보 인식

- 개인자료를 보고 개인의 정보를 확인한 경험

- 자신의 신상정보를 외워 기록한 경험

-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경험

- 신분증을 소지하고 인식

신체정보  인식

- 자신의 키와 몸무게 및 자신의 비만 정도를 앎

- 자신의 신체의 장점을 인식

- 자신의 신체의 제한점 인식

가족에  관한 
정보 인식

- 가족관계를 앎

- 가족의 이름

- 가족들이 하는 일

- 자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

자신이  
좋아하는 것 

인식
-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동물, 꽃을 인식

직업에  대해 
인식

- 관심있는 직업

-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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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분석방법

사례를 기술하는 구성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분석을 전개하는 데에 용

이하다(Yin, 2013).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경험사례

를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자료는 녹음이나 기록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므

로 녹음 혹은 기록된 자료를 전사하여 분석의 원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

구의 엄격성을 위하여 인터뷰 직후 내용을 반복하여 듣고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였다. 사례연구 분석을 위해서 가장 바람

직한 분석기법으로는 패턴매칭 논리(pattern-matching logic)가 사용된다

(Yin, 2013). 따라서 자료분석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경험의 내용의

각 항목의 집합적 사례(collective case)에 대해 범주적 집합(categorical

aggregation)의 변화 패턴을 사례별로 매칭한다. 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 있을 경우 이는 반복연구로서 더욱 강한 설득력을 지니

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문제1]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자는 자료를 분류하였다. 1)

녹음 내용의 전사, 2)전사된 내용의 반복 읽기, 3)전사된 내용을 각 항목

별로 분류하는 각 단계를 거쳐 수집된 자료는 분류되었다. 분류된 자료

를 바탕으로 각 항목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차례대로 분석하며 기존이론

인 관계이론의 내용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복해서 읽고

분석하여 기록하였다. [사례1]의 분석을 시작으로 [사례1] 분석결과작성

->[사례2] 분석결과 작성 ->[사례1]과 [사례2]의 분석결과 매칭 및 분석

->[사례3] 분석결과 작성 ->[사례1], [사례2], [사례3]의 분석결과를 매칭

및 분석...(중략).. 의 반복적 비교분석35)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각 내

용은 기존 이론의 분류방식에 맞게 분류되었는데 이는 Emanuel과

Emanuel(1992)의 의사와 환자 간의 4가지 관계모델이 구분되는 기준인

가치(value), 사실(fact), 설득과 심의, 최종적인 선택, 자율성의 성격 등

35) 반복적 비교(Constant Comparison)란 이론의 개발과 정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한 범주에 속하는 사건들을 그것의 속성들과 지속적으로 비교한다. 이는 자료 속에서
분석된 내용을 비교하고, 범주를 세련화하고, 그것의 속성을 재확인하고 그들 간의 상
호관련성을 탐색하며 이를 완벽한 이론으로 통합하는 등의 지속적인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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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문제2]를 분석하기 각각의 전사된 자료를 1)자기

결정 경험 항목에 따른 분류, 2)각 항목 내에서의 상호작용 분석, 3)핵심

상호작용 찾기의 단계를 거쳤다. 각 항목 내에서 분석된 상호작용을 서

로 매칭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요소를 주요요소로 분석하

였다.

자기 맘에 안 드는 건 죽어도 안 입어요. 싸고 좋은 옷 있으면 사서 입히려
고 했었는데 한 번도 안 입어요. 좋아하는 취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부터는 묻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사주려고 하는데 이거 입을 거야? 안 입을 
거야?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내용일부]

위와 같은 전사내용의 경우 상호작용은 가치의 기준이 내담자에게 있

고 사실적인 정보를 설명하며 최종적인 선택을 내담자가 스스로 결정하

고 설득 혹은 심의적 성격이 없는 ‘해석적 상호작용’에 가깝다.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물어보기, 경험확대’라는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듣고 바꾸기도 하고 안 바꾸기도 하는데. 이럴 땐 웬만하면 바꿔요. 예식장 
갈 때 “그 복장은 좀 아니잖아. 때가 탄 거 같아. 깔끔하게 가야 하지 않겠
어.” 그러면 바꾸는 거죠.[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위와 같은 전사내용의 경우 상호작용은 가치 중심이 내담자에게 있지

만 해석적 모델에 비해 좀 더 설득적으로 전문가의 가치를 논의하고 내

담자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변경하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 그

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내담자가 한다는 점에서 ‘심의적 상호

작용’에 가까우며 주요 요소로는 ‘소수의 선택지’ 라는 핵심어를 추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진 주요요소는 반복, 욕구 느끼기, 일

상성 등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는 [연구문제1]인 각 사례의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석하고 [연구문제2]에 해당하는 자기결정을 위한

14가지 상호작용의 주요요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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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이 장(章)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관계모델을 적용하여 지적장

애인과 주요돌봄자의 상호작용의 유형을 각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기여하는 유형을 평가하였

다. 제2절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과정에서 주요돌봄자와의 어떤

상호작용이 자기결정에 기여하는 주요요소인지 분석하였다.

제 1 절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상호작용 유형

1. 사례1: 지적장애 1급 U씨와 어머니 P씨

1) “엄마가 골라줄 때도 있어요?” “제가. 바지요.”

[사례1]의 U씨는 지적장애 1급이며 26세 남성이다. U씨는 주로 어머니

P씨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의사소통한다. U씨의 주요돌봄자인 어머니 P

씨는 U씨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에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 P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U씨가 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맞추어 U씨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실제로 U씨는 자기결정의

다양한 경험에 있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며 좋아

하고 싫어하는 표현이 확실했다.

Q: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요? 

A: 음... 돈가스. 자장밥. 스케파티. 파자치킨(타이핑 직접작성)

Q: 왜 자장면 아니고 자장밥이 좋아요?

A: 면이 길어서(면이 이에 걸리는 시늉을 함). 초코케익 좋아요.

Q: 그림 그리는 것 좋아해요? 

A: 안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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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A: 게임. 애니팡2 (타이핑 직접작성)

Q: 좋아하는 가수는? 

A: 아이유 백지영 다비치 이승철 코요테(타이핑 직접작성)

Q: 좋아하는 영화는? 

A: 겨울왕국, 모물(타이핑 직접작성) 

Q: 머리스타일은 어떻게 해요? 

A: 미장원. 

Q: 원하는 스타일을 말해요? 

A: 예. 머리 짧게.  

Q: U씨는 어떤 TV채널 보세요? 

A: 만화.

Q: 어떤 만화요? 

A: 재미만화(타이핑 직접작성)

Q: 어떤 만화해요? 요즈음에? 

A: 토도리(타이핑 직접작성)

[사례1: 지적장애1급 U씨 인터뷰 내용일부]

좋아하고 싫어하는 표현도 확실히 해요. 제가 항상 표현을 하라고 얘

기했어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자기 맘에 안 드는 건 죽어도 안 입어요. ..중략..그래서 그 다음부

터는 묻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사 주려고 하는데 이거 입을 거야, 

안 입을 거야? 한꺼번에 골라보라고 하면 모르니까. 엄마는 이게 좋

은 것 같아서 널 사주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액수라는 개

념은 없는데 좋은 것은 알아요. 그렇게 선택하게 하면서부터 알게 된 

것 같아요. 다 알더라구요.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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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P씨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P씨는 U씨가 스스로 좋

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U씨가 추구하는 가치

를 존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U씨 역시 특정 선택을 할 때 자신이 좋

아하는 것을 어머니 P씨가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Q: 옷은 어떤 스타일로 입어요? 

A: 어. 그냥. 색깔 있는거. 파란거. 바지. 파란색 색깔 입어요. 

Q: 엄마가 골라줄 때도 있어요? 

A: 제가. 바지요. [사례1: 지적장애1급 U씨 인터뷰 내용일부]

어머니 P씨는 결과적인 선택은 U씨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

고 있었다. U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U씨의 가치기준에 맞춰 다양한 선

택지를 제공하고 때로는 이러한 선택에서 좀 더 적절한 선택으로 설득하

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U씨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안 먹을 거야? 밥 안 먹어?” 그것도 싫다고 하면 OK.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 그럼 그냥 보내는 거죠. 억지로 먹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 생각에는.. 배고플 것 같은데 그때까지 안 먹으면 배

고플 텐데 괜찮아?” 그러면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런 식 인거죠. [사

례1: 지적장애1급 U씨 인터뷰 내용일부]

U씨의 어머니 P씨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P씨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

도 U씨가 원하지 않으면 최대한 U씨가 원하는 가치에 맞추어 적절한

대안을 찾아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경우 P씨와 U씨

의 상호작용은 해석적(interpretive) 모델의 상호작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적 모델의 상호작용은 해석적 모델의 상호작용은 정보제공 모델에

서와는 달리 단지 선택지를 제공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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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주요돌봄자가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에 맞추어 적합한 여러 가지 대안을 설명한다. [사례1]의 어머니 P씨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U씨에 대해 잘

알고 U씨가 추구하는 가치를 충분히 파악한 바탕위에 적합한 선택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가진다

는 점에서 [사례1]의 어머니 P씨와 지적장애인 U씨의 상호작용은 해석

적 모델에 가깝다.

해석적 모델의 상호작용에서 내담자의 자율성은 자기이해

(self-understanding)의 성격을 갖는다. U씨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 좀 더 명확히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 U씨는 자신의 정체성에 맞춰

어떠한 선택이 가치가 있는지 알고 이를 비교한 후에 선택하였다.

2) 예식장 갈 때 “그 복장은 좀 아니잖아. 때가 탄 거 같아. 깔끔

하게 가야 하지 않겠어.” 그러면 바꾸는 거죠.

앞서 [사례1]의 어머니 P씨와 지적장애인 U씨의 상호작용을 해석적

모델의 상호작용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심의적

(deliberative) 유형의 상호작용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듣고 바꾸기도 하고 안 바꾸기도 하는데. 이럴 땐 웬만하면 바꿔요. 

예식장 갈 때 “그 복장은 좀 아니잖아. 때가 탄 거 같아. 깔끔하게 

가야 하지 않겠어.” 그러면 바꾸는 거죠.[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이처럼 예식장에 가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 어머니 P씨는 특정 선택이

왜 좀 더 U씨가 추구해야 할 선택인지를 설명하며 U씨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설득한다. 이 때는 U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것보다 특정 선택을 통한 가치를 중심으로 설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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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더운 날 옷을 두껍게 있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옷이 너무 좋

으니까. “오늘 몇 도까지 올라간다는데. 그렇게 입고가면 안 더울 

것 같니?”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그냥 가도록 해요. “엄마가 

생각할 때는 더울 것 같단 말이야” 라고 얘기해서 “알았어 바꾸

자.” 라고 하면 바꿔 입고 가는 거죠. 얼마 전까지 오리털 입고 다

니더라도. “너무 덥지 않니?” 그랬더니 안 덥데. “근데 땀 안

나?” 물어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입었는지 봤어?” 물어보

는 거죠.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니가 결정한게 틀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는 상황설명이 다시 들어가야 해요. 뭐가 걱정된다 그런식

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라고. 예견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한번 두 번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가져 

봐야 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이익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 누가 봐도 100%맞는데 다시 한 번 결정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엄마들이 결혼 반대하는 것이 그런거죠. 그럼에

도 불구하고 결정을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

선  여러 번 반복되는 거죠.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은 자기결정 과정에서 특정 선택지를 선택하도

록 설득하고 이러한 선택지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을 밟는다. 어머니 P씨

역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판단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 P씨는 U씨가 가진 생각과 의사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한다. 심의적 모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의 비합리성(unreasonableness)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어머니 P씨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신이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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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P씨는 그것이 불이익

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은

Emanuel & Emanuel(1992)이 언급한 것처럼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이

가부장적 모델의 상호작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사례2: 지적장애 1급 C씨와 어머니 W씨

1) “본인이 싫으면 귀를 막아요. 말하지 말라 이거지.”

[사례2]의 C씨는 고등학생으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C씨의 형 D씨

역시 일란성 쌍둥이고 동일한 지적장애가 있다. 어머니 W씨는 이 두 아

들을 학교에 있는 시간과 활동보조인이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 함께 보내

고 있었다. [사례2] 분석 결과의 어머니 W씨는 [사례1]의 어머니 P씨와

매우 비슷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 W씨는 C씨가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C씨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

여 그것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C는 본인이 싫으면 귀를 막아요. 말하지 말라 이거지. 각자 자신이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어요. [사례2: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

일부]

옷을 입자고 꺼내요. 확실하게 입겠다고 해요. 양말도 마찬가지고. 

머리 자를 때 바리깡을 싫어하는데, 이거 안 해달라고 그랬어요. 가

위로만 해달라고. 가장 기본적 욕구에서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밥

을 먹겠다고 하면 어떤 것 넣고 어떤 것 넣지 말고. 이런 거는 정확

히 해요. C는 참치를 좋아하고 D는 참치를 싫어해. 한꺼번에 비비면 

좋은데 안 돼요. 정확하게. 본인이 뭐 먹고 싶으면 가서 해달라고 졸

라요. 참치도 어디서 꺼내 와서 비벼달라고 먹겠다고 해요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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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2]의 어머니 W씨는 C씨가 추구하는 가치를 해석하여 어떤 개입

이 가장 적합할지 고민하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W씨는 C씨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C씨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C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사례1]의 경우처럼 해석적

모델의 상호작용에 가깝다. 해석적 모델에서는 주요돌봄자가 궁극적으로

C씨가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W씨는 상담가의 역할을 한다.

특수학교에서 숙제를 내는데 집에서 책에 스티커붙이기라도 하라고 

노트 한 권에 스티커를 보내주세요. 내일 선생님이 숙제 내줬으니 해

야 한다는 식으로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덮더니 노트를 장롱 속

에 쑥 넣은 거야. 그래서 그날은 “너무 하기 싫으면 다음에 하자.” 

그러고 다음날에 또 꺼냈는데 그걸 가지고 스티커 몇 개 붙이더니 안

하더니 밤엔가 새벽엔가 그 노트를 목욕탕 물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얘가 집에서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 저희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사례2: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2) “중간중간 개입을 해줘서 C가 불편했던 것과 편함을 같이 경

험을 해봐야, 지금은 본인이 신발 거꾸로 신으면 다시 발 바꿔서

신는 게 생기는 거죠”

[사례2]의 C씨와 어머니 P씨의 경우에도 특정 상호작용에서는 P씨가

다양한 방법으로 C씨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결과적

으로 자기발달적 성격의 자율성을 보이는 심의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양말 이거 신을 거야?” 물어보고 저는 신발 발뒤꿈치가 등으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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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도 “그냥 신어”그래요. 불편하면 니가 바꾸겄지. 신발도 엇갈

리게 신으면 “그냥 신어, 니가 바꾸겄지.”하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나서 가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신었으면 좋겠어. 오

른쪽 왼쪽이. 그래야 발이 편할 거야.”그 경험을 중간중간 개입을 

해줘서 C가 불편했던 것과 편함을 같이 경험을 해봐야. …중략… 그

래서 지금은 본인이 신발 거꾸로 신으면 다시 발 바꿔서 신는 게 생

기는 거죠[사례2: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바닥에 변을 눴는데, 전에는 안 치우고 가지고 놀았어요. 그 다음에

는 샤워기를 가지고 온 바닥에 똥칠을 했어요. 어차피 변기에 앉기 

힘드니까 스스로 치우는 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휴지가지고 변

기에 버리는 걸 설명하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변기에 버려

요. 그 이후에는 용변을 보면 저를 불렀어요. 휴지를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휴지를 스스로 끊어서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요. 요새는 최소한 샤워기로 해체하는 건 안 해요. 묻은 것만 솔이나 

이런 걸로 닦아서 버려요.[사례2: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1]의 어머니 P씨와 [사례2]의 어머니 C씨는 주로 해석적 상호작

용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맞추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

이 나타났다. 특히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선택이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경우(예식장에 더러운 옷을 입고 가는 경우), 특정 선택으로

인해 지적장애인이 불편한 경우(신발을 거꾸로 신는 경우, 더운 여름 겨

울용 옷을 입고 나가는 경우), 특정 선택이 매우 비위생적이거나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는 경우(대변을 바닥에 누고 가지고 노는 경우)등의 상황

에 그러했다. 이러한 경우 특정 선택 혹은 행동이 왜 좀 더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U씨와 C씨가 이러

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설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는 U씨와 C씨가 원하

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설득하는 단계적 과정이 포함되어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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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씨와 C씨 모두 설득하는 선택 혹은 행동에 대해 강요하지 않았

다. 다만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이러한 선택을 받아들이는 자기

발달 성격의 자율성을 통해 선택하고 행동한 것을 볼 수 있다.

3. 사례3: 지적장애 1급 S씨와 복지관 직원 B씨

1) “해바라기가 좋으세요?” “네.”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싫

어.”

[사례3]의 S씨는 지적장애 1급으로 현재 지적장애인 복지관을 다니고

있다. 직원 B씨는 S씨와 오랫동안 알아왔으며 다수의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다. S씨의 경우는 주로 인터뷰 중에 그림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선호 및 선택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거의 음식, 의복, 머리모양, 스포츠 등

대부분의 선택지에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3]에 사용된 그림도구는 선호에 대한 선택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그림4]와 같은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Q: 음식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A: (음식을 가리킴. 불고기)

Q: 이중에서 이게(불고기) 좋아요? 

A: 예. 맛있어요.

Q: 동물이 있어요. 이중에서는 뭐가 좋으세요?

A: (토끼를 가리킴. 토끼를 보고 얼굴이 매우 밝아짐)

Q: 이건 뭐예요? (강아지를 가리킴)

A: 강아지(얼굴이 밝아짐). 우리집에 강아지 있는데. 엄마가 누구 줘

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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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다 고양이(얼굴이 밝아짐) 

Q: 이거는요? (다른 동물들을 가리킴)

A: 싫어. 

Q: 꽃은 뭐가 좋으세요?

A: (해바라기 가리킴)

Q: 해바라기가 좋으세요? 

A: 네.

Q: 다른 것은요? 

A: 다른 것은 싫어.

[사례3: 지적장애1급 S씨 인터뷰 내용일부]

[그림4] 인터뷰에 사용된 그림도구 내용일부

음식선택지 동물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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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스스로 표현을

했고 잘 건넜어요.”

[사례3]의 S씨의 경우 진로결정이나 거주지 결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

을 할 기회는 별로 없었으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경험을 복지관 직

원 B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복지관 직원 B씨는 S씨의 의사를 전적으

로 존중하고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트레킹을 했었는데, S씨의 경우 트레킹을 할 때 

험난한 길을 스스로 택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다른 발달장애인들

과 함께 쉬운 길로만 다녔었어요. 그런데 S씨가 어느 날 다칠 수 있

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스스로 표현을 했고 

잘 건넜어요. [사례3: 복지관직원 B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3]의 S씨의 경우 신변처리가 잘 되지 않아서 복지관에 늦게 가는

경우 전화를 해서 복지관에 상황전달을 하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

결하고자 했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직원 B씨는 S씨

를 신뢰하고 S씨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볼 수 있었다.

S씨의 경우 신변 처리가 잘 안돼서 복지관에 늦게 오는 경우가 있는

데 그럴 때 전화가 와요. “선생님 바지에 볼일을 봤어요. 옷 바꿔 

입고 갈게요.”그런 전화가 있었어요. 또 늦을 것 같다거나 못 오면 

못 온다고 하고. [사례3: 복지관직원 B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3]의 복지관 직원 B씨는 인터뷰를 하는 날 S씨와 동행하였는데

S씨가 평소에 다니지 않던 곳에 있는 카페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

터뷰가 끝나고 헤어질 즈음 B씨는 S씨에게 “혼자 갈 수 있겠어요?.”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S씨는 “네.”라고 대답하였다. B씨는 “그러면 가면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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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라며 S씨의 선택을 존중하고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터뷰 내용과 인터뷰 당시 관찰한 내용을 통해 본 결과

[사례3]의 B씨와 S씨 역시 S씨가 원하는 것과 가치에 집중하고 있었으

며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해석적 모델의

상호작용과 유사한 형태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례1]과 [사례2]는 주로 해석적 모델의 상호작용

을 볼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 해석적 모델에 비해 좀 더 특정 선택지

에 대해 설득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례3]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사례3]의 직원 B씨의 경우 주된 선택에

있어 선택지를 제공하고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신

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S씨가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올

수 있도록 하여 특정 방법이나 선택지에 대해 좀 더 설득적으로 권유하

는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4. 사례4: 지적장애 2급 J씨와 가족

1) “뭘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니까. 뜻대로 잘 안돼요.”

[사례4]의 지적장애인 J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40대 여성이다. 그녀는

어머니 아버지, 언니,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현재 지적장애인을 고

용하는 기업에서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다. J씨는 자신의 의사가 매우 뚜

렷한 편이며 자신에 일에도 자부심이 강하다. 그러나 J씨는 일상생활에

서 크고 작은 선택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가족에

대한 불만이 강한 상태였다. J씨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부모로부

터 선택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었다.

Q: 평소에 음식은 먹고 싶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A: 옛날 나는 엄마아빠는 옛날처럼 똑같다고 생각해요. 맨날 밥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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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여기서 먹어라 저거 먹어라. 내가 알아서 먹고 있는걸. 알

아서 먹고 있는데 아빠는 보고 이거 왜 안 먹어. 먹어. 선택권이 있

는데. 알아서 찾아서 먹을 거 있는 것을 애기처럼 취급해요. 그런 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뭘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니까. 뜻대로 잘 안

돼요. 

Q: 옷은 원하는 것으로 입으세요? 

A: 예.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죠. 나보고 애도 아니고. 그런 옷 입냐

고. 이거 입어야지. 이거입어야지 하니까. 별로 싫어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엄마 스타일로 맞추려고 하는데 엄마처럼 입고 싶지 않

아요. 남동생은 남동생 스타일이 있고. 각각 틀리기 때문에 하고 싶

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내 옷을 없애 버려요. 몇 년 전에 교

회에서 마음에 드는 치마가 두벌 세벌 있었는데 위에 두별. 밑에 치

마 두벌 있었는데 버렸어요. 말도 안하고 버렸어요. 

Q: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하세요?

A: 엄마가 뭐라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잘 머리를 해서 

이렇게. 잘 묶어도 바람 때문에 날려요. 머리가 엉망진창이 되잖아

요. 엄마가 머리 빗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내가 자르고 싶을 

때 자르고. 그래요. [사례4: 지적장애2급 J씨 인터뷰 내용일부]

J씨는 자신이 받은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언

급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싶으나 관리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

다. 또한 자신이 어떤 말을 하면 잘 들어주지 않고 무시를 한다고 언급

하였다.

Q: 월급은 스스로 관리하세요?

A: 월급을 받으면 엄마한테 주고. 관리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해요. 나도 좀 뭘. 그렇게 안 해요. 언니랑 여동생이랑 엄마랑.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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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관리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 십 만원

씩 모으고 싶은데 내가 사먹을 거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살 거 이런 

거 있는데 안 해줘요.  

용돈이 많이 모자라요.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 교통비 달

라고 하면 3만원 어떨 때 5만원 줄 때 있어요. 그럴 때 교통비주고

요. 식사비 달라고 하면 만원씩 줘요. 하루 만원씩 아니고. 달라고 

하면 줘요. 

말을 잘 안하려고 해요. 내가 말하면 안 들어주니까. 엄마가 말한 것 

중에 모르는 말도 있어요. “엄마 그 말이 무슨 뜻이야?” 하면 그냥 

멍하게 있어요. 멍하게 있다가 말 안 해요. 무시해 버려요. 배우고 

싶은데 알려주지 않아요. 언니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거의 내 얘

기는 잘 안 들어주는 편이어서. 

Q: 아버님은 어떠세요?

A: 아빠는 갑자기 화를 내요. 별것도 아닌걸. 먹고 있는데. 너는 왜 

이걸 안 먹냐. 그런 식으로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화를 확 내면서 화 

낼일 아니었어요. 맨날 화를 내면서 말하니까. 말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먹는데 왜 아빠가 왜. 내가 먹는 걸 왜 이렇게 하세요. 

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안 먹으니까 그렇지. 내가 알아서 먹고 있잖

아요. 딱 보면 내가 뭐 먹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말이 안 먹혀

요.[사례4: 지적장애2급 J씨 인터뷰 내용일부]  

또한 J씨는 근무처에서 일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의 방식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Q: 회사에서 일하실 때는 어떠세요?

A: 내가 복사용지 각도에 맞춰서 만들면 불만. 말 막 하더라고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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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잖아요. 그거가지고. 떼를 쓰고.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무시

해 버리고.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말이라면 안 들으려고 

해요. 주임님 내 스타일이 있는데. 넣는데. 불만이 많아요. 불편해서 

빼놨어요. 이것가지고. 뭐라고 하고. 편한 방식이 있는데. 내 식으로 

하는 건데 자기 식으로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람마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팡. 종이가 하나 날아가는 식으

로 하는 옆에 넣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

람은 나의 스타일로 넣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넣으면서 

내가 할 때마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례4: 지적장애2급 J씨 인터

뷰 내용일부]

2) “편식이 심하다던지 과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J씨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부모가 관여하여 결

정하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해 J씨의 직장상사로 J

씨와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H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J씨가 종종

편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부모의 개입은 J씨가 스스로 식사조절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

에 옆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주어야 한다는 부모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

고 유추할 수 있다.

Q: 건강관리는 어떠세요?

A: 비장애인보다 건강관리를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편식이 심하다 던지, 과식을 하시는 경우 등이 있어요. [사

례4: 근무처 부장 H씨 인터뷰 내용 일부] 

또한 J씨가 대인관계에서 자주 다투는 편이며 현재 왕따와 비슷한 상

황이 되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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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주 다투세요.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까지 갈

등이 생기는 거죠. 왕따 비슷한 상황이 되어 계세요. [사례4: 근무처 

부장 H씨 인터뷰 내용 일부] 

가부장적 상호작용의 특징은 주요돌봄자가 자신의 판단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하며 권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이끌어간다

는 점이다. 이러한 결정에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가치나 판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지적장애인의 결정은 주요돌봄자와 동일해야만 하는 것

이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J씨의 아버지는 식사를 할 때 “이거 먹어, 저

거 먹어.”라고 지시하지만 그 이유는 “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안 먹으

니까 그렇지.” 이다. 이는 J씨가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있고 이것

을 먹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선택이

J씨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에 기초한다. 근무처 상사인 H

씨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J씨는 H씨가 볼 때에도 편식이 있으며 과

식을 종종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J씨가 본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J씨의 부모가 가부장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사례1], [사례2], [사례3]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가치

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해석적 상호작용

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사례4]의 경우 주요돌봄자가 지적장애인 당사자

가 추구하는 가치나 선호를 반영하여 선택지를 설명한 경험은 발견할 수

없었다. 종합하면 [사례1]과 [사례2]에서는 해석적,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

용이 [사례3]에서는 해석적 모델의 상호작용, [사례4]에서는 가부장적 모

델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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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5: 지적장애 2급 G씨와 지원센터 직원 F씨

1) “내가 좀 더 잘해. 빨래도 내가 다해.”

[사례5]의 지적장애인 G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40대 남성이다. 그는

얼마 전까지 체험홈에서 생활하다가 최근에 지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지원주택은 지적장애인에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

으로 G씨가 속해있던 시설의 법인에서 최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지원주택에서는 최대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지적장애인 당사자

에게 맡기고 지원주택 직원이 이를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일상의 많은 일들을 시도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지적장

애인의 자기결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G씨는 이러한 환경 속

에서 대부분의 일과를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었다.

Q: 옷은 어떻게 하세요?

A: 회사에 갈 때 끝나고 옷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Q: 머리모양은 어떻게 하세요?

A: 샴푸 감지요. 

Q: 회사에 갈 때 뭐타고 하세요?

A: 지하철

Q: 좋아하는 운동은 있으세요?

A: 이럴 때. 운동해요. 공원가고 운동하고.

Q: 여기는 뭐가 더 좋아요?

A: 가게도 카드 가져가고. 어.... 반찬도 거기는 다 해먹어야 하는

데. 여기는 반찬 사와가지고 먹고. 

Q: 또 좋은 점 뭐가 있으세요?

A: 선생님 하고. 이거 치는데서. 난타 보고. 난타. 

Q: 무슨 요리 잘 하세요?

A: 김치찌개 좋아요.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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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주택으로 오는 건  G씨가 결정하셨어요?

A: 내가. 

Q: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떻게 결정했어요?

A: 어....어.....송OO 선생님이..

Q: 돈은 다 G씨가 관리하세요?

A: 네 [사례5: 지적장애2급 G씨 인터뷰 내용일부]

지원센터 직원 F씨는 최대한 많은 일들을 G씨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찾고 이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F씨는 G씨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다른 지적장애인들보다 특히 더 믿고 맡

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G씨가 OO씨 출퇴근 지원도 다 돕고 있어요. G씨 같은 경우는 맡기면 

책임감이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지원센터에서 OO씨랑 같이 살면

서 대부분의 집안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최근에는 스

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사례5: 지원센터 직원 F씨 인터뷰 내용일

부]

2) “자꾸 그런 것 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겠어요.”

F씨는 G씨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믿고 맡기고 있었으나 몇 가지 행

동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지원주택에서는 각자

체크카드를 하나 씩 발급해 주어 스스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를 최근 도입하였는데 예상보다 잘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종종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너무 과도하게 사는 부분들이 있어 어려운 점이

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G씨가 서로 연인관계인 ○씨와 △씨의 관계에서

여성인 ○씨에게 잘해주고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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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며 난감해하였다.

G씨가 자꾸 목캔디를 너무 많이 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요. 조금만 사도 될 텐데 마트에 한번 가면 5~6개씩 사가지고 와

서는 나눠주고 줄곧 먹고 그래요. 아무래도 목이 좀 안 좋으셔서 그

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입도 많지 않은데 목캔디 사는 데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씨의 경우도 계속 초코렛을 사려고 해

요. 마트에만 가면 초코렛을 여러 봉지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가 조

금만 사자고 설득하죠.  

   G씨가 TV를 많이 보고 특히 안 좋은 동영상을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계속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요. 자꾸 그런 

것 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원주택에서 ○(여성)씨와 △(남성)씨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거든

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G씨도 ○씨에게 잘해주고 관심을 보이고 그

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언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씨를 

출퇴근 길에 두고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제 추측이기 는 하지만

요. 그래서 제가 “G씨, ○씨와 △씨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G씨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라고 했는데.. 저도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어가 잘 안 되는 △씨가 안쓰럽고..  [사례

5: 지원센터 직원 F씨 인터뷰 내용일부]

F씨는 지원센터로 오기 전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했었다.

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일상을 지원하다보니

F씨는 최근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대

부분의 일과를 장애인 대신 결정하고 처리하는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지

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확대하고자 하는 환경으로 와서 근무를 하면서

스스로도 매우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특히 특정 상황에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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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안

전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지적장애인들의 자기결정을 보장하자

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곤란하다고 언급하였다.

사실 직원은 지적장애인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니 매

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겪게 되요. ○씨 같은 경우는 매

번 핸드폰 유심을 가지고 뺏다 꼈다 해서 잃어버리곤 하는데 그럴 때

마다 핸드폰이 안 된다고 고쳐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매번 고쳐

줘야 하는 건지.. 또 손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물에 손을 안 대

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사과를 깎아 먹자고 했는데 안 깎으려고 하

고, 설거지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럴 때 제가 강압적으로 시켜야 하

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례5: 지

원센터 직원 F씨 인터뷰 내용일부]

한편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일상이 되다보니 F씨 본인도 조금씩

적응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처음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출퇴근을 하는데 

장애인분들에게 맡기는 것도 그렇고.. 지난번엔 △씨가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는데 정말 다행인건 △씨는 길을 잃어도 항상 핸드폰은 잘 

받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씨한테 옆에 있는 사람 바꿔달라

고 해서 어딘지 물어보고 전화 받은 분께 부탁해서 만날 수 있었어

요. 계속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적응되는 것 같아요. 

[사례5: 지원센터 직원 F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5]의 F씨의 경우 그동안 자신의 판단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던 가부장적 모델의 상호작용을 지속해오다가 최근 이

러한 상호작용에서 해석적 혹은 심의적 상호작용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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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F씨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그동안 지

적장애인 당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오던 돌봄에서 위

험을 감수해야 하는 지원의 형태로 가는 상호작용의 변화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여실히 볼 수 있었다.

F씨는 딜레마를 겪는 여러 가지 경우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주로 지적

장애인의 행동이 F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였다. 특히 이러한 행동이 G씨에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

을 때, 이를 저지하고 강하게 막아야 하는지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지 사

이에서 매번 딜레마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한 딜레마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나아가고 있었으나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

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6. 전체 사례의 상호작용 분석 및 평가

인터뷰 내용을 통해 전체 사례를 순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례1]과

[사례2]의 경우 주로 해석적 모델의 상호작용을 보여주었으나 특별한 경

우에는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례3]의 경

우는 주로 해적적 모델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으며 [사례4]의 경우는

가부장적 모델의 상호작용과 유사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례5]의 경우는 가부장적 모델의 상호작용에서 해석적 혹은 심

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의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례에서 주요돌봄자가 가치를 개입하지 않고

선택지에 대해 설명하는 정보제공 모델의 상호작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

프레더 윌리 증후군으로 인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와 부모사이의

관계를 의사-환자 관계모델을 통해 분석한 Van Hooren과 동료들(2002)

의 연구에서도 정보제공 형태의 상호작용은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

정보제공 모델에서는 주요돌봄자가 지적장애인에게 가능한 선택과 행

동에 대해 가치를 개입하지 않고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환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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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는 달리 주요돌봄자는 지적장애인 당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매

우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의 경우 자신의 가치기준

을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거나 서로

의 가치기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입이 시작될 수 있는 의사

와 환자 사이의 관계모델에서는 가능한 형태의 정보제공 형 상호작용이

주요돌봄자와 지적장애인의 관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태의 상호

작용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manuel과 Emanuel(1992)은 네 가지 모델이 모두 자율성에 있어 역

할이 있으며 주요한 요인에 의해 서로 다른 자율성 보이게 된다고 언급

하였다. 그래서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하나의 모델만이 찬성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한 결정을 ‘shared

decision making’ 즉, 공유된 의사결정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상호 간

의 참여와 존중을 통해 구성된다. 또한 그들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모델

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예컨대 지적장애인 당사자를 해칠 수 있는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가부장적이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전

문가들조차도 가부장적이 이상적인 모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

급하였다. 즉, 가부장적 모델의 경우 내담자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장받

지 못한다고 일방적인 권위를 통해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급한 상

황을 제외하고는 이상적인 모델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례4]의

J씨의 경우 특별히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선택에서

도 가부장적 모델의 상호작용을 하였다. 음식을 선택하는 것, 옷을 입는

것, 머리 스타일을 정하는 것 등 대부분의 선택에 있어 제약을 받았다.

이로 인해 J씨는 가족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줄곧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상호작용이 J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례5]의 분석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부장적 모델의 상호

작용에서 다른 상호작용으로 변화하는 것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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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돌봄자 F씨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딜레마 상황

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에 있어 해석적·심

의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과정

에는 위험 감수가 따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처럼 가

부장적 모델의 상호작용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있어서 적절하지는

않은 모델이나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점은 매우 유념해야 할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Emanuel과 Emanuel(1992)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보는 것은

심의적 모델(The Deliberative model)이다. 정보제공 모델의 경우 전문가

가 가치를 개입하지 않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내담자는 이러한 정

보를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정에는 내담자의 가치

가 고정적이며 분명해야 한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기체

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가치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며 내담자 스스

로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

모델은 이상적일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정보제

공 모델에서의 상호작용과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없었다는 점, 기존의 유

사한 연구에서도 정보제공 모델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점은

정보제공 모델이 실제로 기존에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어 서로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와의 관계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는 것을 보여준다.

Emanuel과 Emanuel(1992)은 해석적 모델에서의 상호작용의 경우 내

담자 자신이 가진 갈망 혹은 욕구, 가치에 대한 자기이해를 도울 수 있

으나 자기이해적 관점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평가하고 발전하는 측면이

부족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실천현장에서 전문가가 해

석적 모델로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내담자의 가치

에 맞춰서 제공하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부장적 형식으로 진행되기가

쉽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경우 일상의 많은 의사결정의 경우에 해석적 모델에서의

상호작용과 유사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가부장적으로 흐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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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가치와 욕구에 맞추어 선택

지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manuel과 Emanuel(1992)은 심의적 모델에서의 상호작용 역시 해석

적 모델처럼 현실에서는 가부장적 모델로 흘러가거나 그것과 같이 여겨

질 수 있으나 심의적 모델을 전문가와 내담자 관계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상적인 내담자의 자율성에 가깝기 때

문이다. 둘째, 특정 개입을 추천하고 설득하는 것이 내담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심의적 모델은 가부

장적 모델과는 다른 형태이며 전문가의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설득

하는 형태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 넷째, 전문가가 내담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아는 상태에서 특정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

섯째, 전문가는 단지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적 모델은 의사와 환자로 대표되어지는 전문가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일상의

삶에서는 꼭 심의적 모델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전문가와 내담

자의 관계에서는 내담자가 객관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는 이를

고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태이고 지적장애인과 돌봄제공자는 병이 아

닌 장애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와의 관계

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내담자와 전문가의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앞서 사례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상의 많은 선택과 결정은 자기이

해에 의해 이루어지고(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선택하는 경우, 좋아하는

TV 채널을 선택하는 경우, 장래희망을 정하는 경우 등) 이러한 결정은

꼭 특정 선택에 국한되어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없다. 많은 경우

선택과 결정은 개인의 관점 혹은 개성이나 스타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로 본 연구자는 가부장적 모델의 경우 특별한 응급상황을 제

외하고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지만 해석적 모델과 심의적 모델의 경

우는 상황에 따라 가능하며 각각 장점이 있다고 판단한다36). 다시 말해

36) Emanuel, E. J., & Emanuel, L. L. (1992)도 해석적 모델과 심의적 모델이 둘 다 결
정을 강요하지 않고 선택지에 대해 설명 혹은 설득한다는 측면에서 자율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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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관계모델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심의적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

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 두 모델을 비교하기 보

다는 각 모델의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있어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의 어떠한 요소들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다음 절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자율성의 성격이 다르다고 언급하였다. 해석적 모델은 자기이해적이며 심의적
모델은 자기발달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와 내담자관계의 경우에는 자기발달적 차원
의 자율성이 좀 더 이상적일 수 있으나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관계에서는 자기
이해적인 것과 자기발달적인 것 모두 장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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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기결정을 위한 상호작용의 주요요소

본 절에서는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각 사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여 자기결정에 기여하는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상호작용의 14가지

주요요소를 도출하였다. 앞서 [연구문제1]에서는 상호작용의 네 가지 모

델 중 해석적 모델과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이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기

여하는 측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해석적 모델과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 중심으로 자기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과

정에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기여하는 상호작용의 주요요소를 추출

하였다.

1. 소수의 선택지 제공

해석적 모델의 상호작용에는 가능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설

명을 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 역시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에게는 너무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 [사례1]의 어머니 P씨는 U씨가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3가지에

서 4가지 정도의 선택사항을 주고 그 중에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

한 점은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있어 소수의 선택지를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뭔가 사러 데려가면 엄마가 보니까 이거랑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한 3~4가지 중에 선택하게 해요. 그러면 골라요.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특징은 아이가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말하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야 해요. 1급 이다보니 3까지 밖에 셀 줄 

모르거든요. 우유를 사오라고 할 때도 무슨 우유인지 구체적으로 이



- 81 -

야기 해주어야 해요.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2]의 어머니 W씨 역시 일상에서 소수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었

다. 인터뷰 중에 들른 음료가게에서 다양한 음료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

콜라와 사이다로 선택범위를 좁혀 둘 중에 어떤 것을 마시고 싶은지 물

어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콜라 마실래? 사이다 마실래?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사례2: 어머

니 W씨 인터뷰 중] 

실제로 연구자 역시 인터뷰 과정에서 사용한 그림도구와 욕구카드를

통해 소수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을 발

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3]의 S씨의 경우

“어떤 동물을 좋아하세요?”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었으나 그림도구를 보

여주면서 이 중에서 어떤 동물이 좋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는 적극적으

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5].

[그림5] 그림도구를 활용한 소수의 선택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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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기회 확대, 물어보기

해석적,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의 공통점은 최종적인 결정에는 강요

나 강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적장애인에게 결정의

기회를 주고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1]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 P씨가 아들

U씨에게 항상 의사를 물어보고 U씨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즉, 선택과

결정의 권한을 U씨에게 준 것을 통해 U씨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례2]의 어머니 W씨도 인터뷰 내내 C

씨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C씨의 경우 의사표

현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W씨는 “여기로 갈까?”, “어떤

것 먹을래?”, “이렇게 하고 싶어?” 등의 물음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기

회를 주고 있었다. ‘물어보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결정 기회를 주는 통로

와도 요소인 점이 분석되었다.

식당 갈 때도, 외식하러 갈 건데 너는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는 오늘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스파게티 먹고 

싶어? 엄마는 스파게티 먹기 싫은데. 면 종류는 또 먹고 싶지 않네. 

밥 먹으면 안 될까?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선택에 있어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사례4]의 J씨

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적장애2급인 J씨는 생활에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답해했다.

이거 입어야지. 이거 입어야지 하니까. 별로 싫어요. 내 방식대로. 

엄마 스타일로 맞추려고 하는데 엄마처럼 입고 싶지 않아요. 남동생

은 남동생 스타일이 있고. 각각 틀리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요. 

[사례4: 지적장애2급 J씨 인터뷰 내용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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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옷은 어떤 스타일로 입어요? 

A: 어. 그냥. 색깔 있는거. 파란거. 바지. 파란색 색깔 입어요. 

Q: 엄마가 골라줄 때도 있어요? 

A: 제가. 바지요. 

[사례1: 지적장애 1급 U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1]과 [사례4]를 비교하면 두 상호작용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림6]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 당사자가 스파게티를 먹고 싶

어 하고 주요돌봄자가 밥을 먹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가정할 때 [사례

1]의 경우 먼저 “뭐 먹을래?”라고 물어보는 것을 통해 U씨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는 답변에 “엄마는 밥 먹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밥 먹으면 안 될까?”하고 또 다시 물어보는데 이

역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결정기회를 재

부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U씨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

는다. 그 이후에 “그럼 밥 먹어요.”라고 말하는데 이때 장애인 U씨는 본

인이 자신의 결정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준 것에 대해 뿌듯함

을 느낀다. 어머니 P씨의 인터뷰 내용에서 ‘엄청 봐주는 것처럼’이라는

말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머니 P씨는 “다음번에 갈

때는 꼭 스파게티 먹자.”라고 말을 함으로써 U씨가 양보한 것에 대해 보

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그림6]참조).

엄청 봐주는 것처럼 “아이~ 그럼 밥 먹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

번에 갈 때는 꼭 스파게티 먹자.”라고 말해요. 그게 일상의 결정인

거죠.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반면 [사례4]의 경우 결정의 기회를 주기 전에 이미 주요돌봄자가 결

정해서 “밥 먹어.”라고 말을 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은 자신이 먹는 음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그림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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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뭘 먹고 있으면 여기서 먹어라 저거 먹어라. 알아서 먹고 있는

데 아빠는 보고 이거 왜 안 먹어. 먹어. 알아서 찾아서 먹을 거 있는 

것을 애기처럼 취급해요. 그런 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뭘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니까. 뜻대로 잘 안돼요. [사례4: 지적장애2급 J씨 인

터뷰 내용일부]

[그림6] 지적장애인 U씨의 사례

[그림7] 지적장애인 J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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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단계를 설명

지적장애인이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특정한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 세

부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례2]의 경우

혼사 샤워하는 법을 가르칠 때 세부단계 별로 하나하나 알려주고 직접

보여주면서 모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4]의 J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요리하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따라 하기

매우 어려웠으나 언니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보여주면서 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을 때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표4>참조).

혼자 샤워하는 법을 가르칠 때 한번 닦으면 칭찬하고 다시 닦고 그 

다음은 가슴. 부위를 계속 얘기하면서 하라고 했어요. 신체 부위를 

익히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같은 액션을 여러 번 취해주면서. 

좀 더 좀더. 위에 좀더. 이렇게 스스로 해내는 것은 나중에 모방하면

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보여줬어요. 하는걸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알려

줬어요. [사례2: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그렇게 하면 잘 못해요. 보고나서. 엄마가 하는 걸 봐요. 봤어요. 니

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불편해요. 언니처럼. 써는 것부터 해서. 넣

어야지. 얼만큼 넣어야 한다.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가르쳐 줘야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을 하면서 해준 것이 낫지. 막 엄마가 본대로 

해서 뭐하겠어요. 얼마나 넣는지도 알아야 하고. 요리법을 보고는 어

려워요. 설명하면서 보여주면서. 해줘야 내가 할 수 있지 엄마처럼 

하는 거는 잘 못해요. 기분이 아주 다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렇게 해봐.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했어요. 기름 넣고 동그랗게 했어

요. 언니가 직접 보여주면서.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네 알았어요 언

니 하고. 하면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했어요. 그다음에 

계란 넣고.. 하고. 잘 됐어요. 잘 돼서 기분이 좋지요. [사례4: 지적

장애2급 J씨 인터뷰 내용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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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까지는 다녔고. 유치원 때는 글도 몰랐었고. 숫자도 몰랐었

고. 가만있었대요. ..중략.. 나는 잘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처

음 배웠을 때가 4학년 특수학교에 가서 맨 처음부터. 줄 긋는 것 부

터해서. ..중략..1:1로 선생님은 한분이었는데 학생은 여러 명. 선생

님이 줄 하라고 해서 했고. 기억, 니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봐라. 칠

판에 똑같이 써 보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글을 알게 됐어요. 선생님

이 하나하나 선생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해봐라 해서 그때부터 기초

부터 다시 배웠어요. [사례4: 지적장애2급 J씨 인터뷰 내용일부]

<표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례4]의 J씨는 세부단계를 차근차근 설

명해주면서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중간 중간에 주었을 때 계란후라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부 단계가 없는 경우에는 따라하기 어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에게 어떤 것들 할 수 있는 기회

를 주고 그와 동시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단계를 비장애인의

관점이 아닌 지적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설명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표4> 이해할 수 있는 단계와 없는 단계 ([사례4] 참조)

이해할 수 있는 

계란후라이 만들기

이해할 수 없는 

계란후라이 만들기
1. 먼저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

어. 이렇게(보여줌)

2. 한번 해봐(따라함).

3. 기름을 동그랗게 펴(보여줌).

4. 계란을 이렇게 깨(보여줌).

5. 한번 깨봐(따라함).

6. 그다음에 소금을 조금 넣어.

7. (소금을 넣어 봄).

8. 그다음엔 뒤집어(보여줌).

9. (뒤집어 봄).

10. 완성

1. 엄마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해.

(계란프라이를 하는 것을 보여

줌)

2.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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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시화(可視化)와 시뮬레이션

세부단계와 함께 중요한 것은 ‘가시화’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다. 앞서

세부단계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목욕을 하는 과정과 요리를 하는 과정,

한글을 익혀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가

시화)이다. 비단 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 뿐 만 아니라 동적인 과정

을 보여주는 것(시뮬레이션)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분석할

수 있었다. [사례2]의 경우 ‘세부단계 설명’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직

접 보여주고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사례4]의 J씨도 하나하나 단계를 보여주었더

니 따라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직접 보여주는 것 뿐 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해서 가시화하고 시뮬레이

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례5]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사례5]

의 G씨는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가구와 생필품을 구입하는 과

정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자는 G씨와의 인터뷰에 앞서 가구구입과 배치

에 대한 상담에 참여하였는데 상담과정에서 가구모형을 제작하여 가구

구입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그 결과 모형을 두고 질문할 때 G씨가 자신

결정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림8]참조).

[그림8] 모형을 활용한 가시화와 시뮬레이션

Q: 어떤 가구를 놓고 싶으세요? 

Q: 어떻게 놓고 싶으세요?

A: 침대랑 장이랑 책상

A: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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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에 활용되었던 그림도구를 통해서도 가시화가 자기결정을 발

현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소수의 선택

지 제공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례3]의 S씨는 그림도구를 보여줄 때 적

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도구는 컬러

로 출력하였으며 A4용지 한 장 당 사진 네 장이 들어가는 크기로 출력

하였다. 그림도구의 제작은 인터뷰 이전에 자문위원 들과의 상담과정에

서 고안된 것이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도움을 주는 도구제작을 위

한 상담 내용을 종합하면 [그림9]와 같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사진이 단

순할 때 더 선택을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9] 지적장애인 자기결정을 위한 효과적인 그림도구37)

37) 그림도구는 지적장애인 당사자,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주요 돌봄자 등의 자문 및 연
구자의 경험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컬러출력, 실사이미지, 큰 크기, 한 면에 4장정도로
설정한 효과적인 그림도구 안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특히
흑백이미지가 아닌 컬러로 그림도구를 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손으로 그린 그
림보다는 실사를 넣는 것이 지적장애인이 이해하기에 좀 더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면에 너무 많은 그림이 있을 경우 혼란스러워하여 4장 정도가 파악하고
이해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지적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미지 크기의 경우 원하는 의미의 이미지가 단순하며 확대되어 큰 크기로 고안되는
것이 중요하다. 추상적인 의미를 넣을 때는 특히 지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워하였
는데 추상적인 의미를 넣는 경우는 실사보다는 만화로 표현하여 단순화하는 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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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욕구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례1]의 경우 어머니 P씨는 U씨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를

느낄 때 바로 채워주는 것보다 당사자가 필요를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살다보니까. 아들이 안 먹는 게 너무 많아서. 캠프 갈 때도 잔뜩 싸

들고 다녔어요.‘이렇게 언제까지 할 수 있나. 환경에 맞춰서 살아야

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캠프 갈 때도 아무것도 먹을 것 없

으면 맨밥에 물 말아 먹겠지 뭐.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들여보냈는데 특별한 대우는 싫다. 그때 그 생각을 정리

했어요. 캠프 보낼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박 3일 굶어서 죽는

지 않아요. 정말 배고프면 밥에 물 말아서라도 퍼먹을 거예요”라면

서 선생님들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

일부]. 

[사례1]과 [사례2]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자기결정하게

된 경우가 다수 언급되었다. 특히 [사례2]의 어머니 W씨는 당사자가 스

스로 불편함을 느껴보는 과정이 이후 선택을 위해 또한 기존의 선택을

변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자신의 선택을 통해 무엇이

불편한지 느껴보는 것은 선택에 의한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

험은 이후 선택에 영향을 준다([그림10]참조).

“양말 이거 신을 거야?” 물어보고 저는 신발 발뒤꿈치가 등으로 올

라와도 “그냥 신어”그래요. 불편하면 니가 바꾸겄지. 신발도 엇갈

리게 신으면 “그냥 신어, 니가 바꾸겄지.”하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나서 가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신었으면 좋겠어. 오

른쪽 왼쪽이. 그래야 발이 편할 거야.” 그 경험을 중간중간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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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서 C가 불편했던 것과 편함을 같이 경험을 해봐야. …중략… 그

래서 지금은 본인들이 신발 거꾸로 신으면 다시 발 바꿔서 신는 게 

생기는 거죠[사례2: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그림10] 욕구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6. 의사소통수단을 다양화

다양한 소통수단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 발현에 중요하다는 것

을 분석할 수 있었다. 지적장애 1급 U씨의 경우 스마트폰의 이모티콘을

이용해 자신의 의사를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사례1]의 U씨의 경우 정확

한 발음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터뷰를 하는 동안 다양한 방

법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직접 타이핑을 하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

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Q: 누나는 건강해요? 

A: 네.

Q: 엄마는? 

A: 네. 아빠나의읽어(타이핑 직접작성). 

Q: 아빠나이? 

A: 네. 60세.  

Q: 엄마아빠가 뭐하는지 직업에 대해 알고 있어요?

A: 음.. 장애인 교육(타이핑 직접작성)

Q: 엄마가 하는 일이예요?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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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택시(타이핑 직접작성) [사례1: 지적장애1급 U씨 인터뷰 내용]

자기 하고 싶은 말 다하고. 정말 신기한 것이  어쩜 고 상황에 딱 맞

는 이모티콘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상황에 잘 맞는 것을 보

내오는지. 소통의 방법이잖아요. 꼭 말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요. “제발요” 이런 것도 보내고 우는 얼굴도 보내고. 70개 80개 보

낼 때도 있어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소통할 수 있고 자기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많아졌어요. 문자 카톡 전화가 있어서. 소식도 다 그 안에 

들어있지. 날씨도 그 안에 있지. 야구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더 잘 

알아요[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또한 [사례2]의 어머니 W씨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선택하고 싶은 것에

붙이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지적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

하였다. [사례3]의 S씨의 경우도 그림도구를 활용했을 때 표정이 다양해

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좀 더 보여주었다.

우리 보통 비장애인 처음 만난 사람이 마음에 별로 안 들면 지가 입

을 다물어 버리면서 딴 짓을 하잖아. 이 사람들한테는 몸으로 표현되

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나가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에 스티커 붙여 줘 보세요. 그런 작업으로 테스트 할 수

도 있죠. 선택권을 가질 때. 이거라고 짚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스티커 붙여줘 보세요. [사례2: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1]의 U씨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

다.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U씨는 다양한 표현을 하였는데 U씨가 사용하

는 이모티콘은 그 수도 여러 가지 이지만 U씨는 적시에 자신의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자나 언어로 전

달하는 표현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이모티콘을 통해서 더 잘 표현하고 있

었다. U씨가 인터뷰 일정 조정과정과 인터뷰 도중 의사소통에 사용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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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콘은 수십가지이며 이중 일부는 아래 [그림11]과 같다. 이처럼 U씨

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점은 의사소

통수단을 다양화 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도와 자기결정 과정의 상호작용

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림11] U씨가 의사표현에 사용한 이모티콘

7. 뒤에서 보조하기

[사례1]의 어머니 P씨는 U씨에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분명히 하고

나머지는 놔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당사자가 하도록 하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뒤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머지는 놔두어요. 제

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밖에 없어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설

명하고 뒤에서 응원하는 것. 직접 가서 도와주는 건 안해요. 전 한 

번도 직장에 가서 도와준 적 없어요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

일부] 

  [사례3]의 복지관 직원 B씨는 S씨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 거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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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가서 보고 있다가 혼란스러워 하거나 필요할 때 도와준 경험을 이야

기 하였다.

S씨는 지하철 타면 익숙한 곳 같은 경우는 잘 내리고 잘 가요. 표 찍

고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아는데 낯선 곳이나 처음 가는 곳에서는 잘 

봐줘야 해요. 그때 멀리서 보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럴 

때 필요하면 신호를 주고 도와주면 그걸 보고 이용할 수 있어요. [사

례3: 복지관 직원 B씨 인터뷰 내용일부] 

뒤에서 보조하는 것은 결정의 주체를 지적장애인 당사자로 하고 뒤에

서 보조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물리적인 위치 즉, 뒤에 서서 가는 것

도 될 수 있다. [사례1]의 경우는 미숙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체

적으로 맡기고 뒤에서 응원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사례3]의 경우는 실제

로 이동할 때 뒤에서 보면서 간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8. 기다려주기와 침묵견디기

[사례2]의 어머니 W씨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은 새로운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변화 역시 볼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프로그램이 자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계

속 울면서 해요. 뭐든지 수영장에서도 한두 달 울었나? 쩡쩡 울리지 

뭐. 학교 와서도 되게 많이 울었어요. 요가하거나 수영 다니거나 다 

울었어요. 요가할 때는 어른들 장애인분들이 쟤네 좀 데리고 나가라

고 막.. 얘는 나가면 계속 운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며칠만. 그러면 

안 울 거라고 기대해 보시라고. 정말 이제 한참 지나니까 일주일 반? 

이렇게 지나니까 안 운거예요. 열흘정도 지나니까. 그러니까 ‘진짜 

안 우는데?’ 그런데 가끔은 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울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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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참 했죠. 한 1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사례2: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인터뷰를 통해 ‘기다려주기’는 자기결정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사례1]의 어머니 P씨의 경우 상호작용하는 대부분의

과정에 시간간격을 좀 두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적장애인 U씨의

경우 습관적으로 “음.....”이라는 말을 많이 했으며 “음.....”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길게 줌으로써 좀 더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 능

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 연구자 역시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침묵의 시

간을 오래 두었는데 이러한 시간동안 지적장애인이 생각을 정리하고 좀

더 많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그림12]참조).

[그림12] 기다려주기와 침묵견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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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복하기

어떤 선택을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 번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

다.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슈퍼에 가서 바나나킥이나 조청유과를 사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서 바나나킥이 없다고 전화를 했어요. 없으면 다른 과자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보라고 했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바나나

킥이 없으면 다른 것 찍어서 보내주고 그중에 먹을 것이 있나 선택하

라고 했는데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결국 아들은 어떻게 했는지 바

나나킥과 조청유과를 사왔어요. 심부름 할 때 잘못 알아들으면 다시 

전화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과자 다른 것은 또 뭐있는데? 라고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1]의 어머니 P씨는 포기하는 순간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포

기라는 말을 빼면 조금의 가능성이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

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며 동일한 영향이 오랫동안 꾸준

히 지속되어야 한다. 반면 P씨는 결국 포기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도 말

씀해 주셨다.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시

도해봐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포기하는 순간 

할 수 없다고 정리되기 때문에 포기라는 말을 좀 빼면 지금은 안 될

지라도 가능성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부모님이 낙인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말해요. 저는 똑같은 것을 2년 반 해 

본 경험자로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을 가르치려고 2년 반을 했어요. 우리 아들은 4 이상의 숫자 개

념을 모르는데 다섯 개를 가져오라고 하면 6개를 가져오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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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시간에 시계를 보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통으로 모양으로 익히

게 했어요. “숫자 3에 작은 바늘 가있고 숫자 4에 큰 바늘 가있어. 

이제 버스 탈 수 있겠다.”그걸 2년 반을 반복했더니 어느 날 아들이 

“3시 20분이야 버스 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우

리 아들 이제 시계를 볼 줄 아는구나.’싶어서 정말 기뻤어요. 1년 

만 했어도. 2년만 했어도 못 하는 거였어요. 걔 입이 떨어질 때 까지 

2년 반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게 한번 들어오니까. 그 다음은 쉬웠어

요[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2] 어머니 W씨는 역시 반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잘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물어보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물어본다는 자체에 지적장애인이 익숙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잘 못하더라도 계속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물어본다는 그

게 익숙해져야 돼. 이거하고 이거해. 가자. 먹어. 되게 짧게 . 지적

장애인하고 대화할 때 지침이 있어요. 짧고 명료하게 이야기하세요. 

알기 쉽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짧고도 ‘이거 먹을 거예요? 이건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설명이 필요한데 그걸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사례2: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10. 일상성과 연속성

[사례1]의 어머니 P씨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언급하였다. 기존이 운영되고 있는 자기결정 강화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은 단기성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이 자기결정

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교육이 연계되어서 일상화 되지 않으면 하나마나야. 자기결정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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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 1년 상시 계속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사

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해요. 우리아들이 “체크

카드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체크카드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

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결정을 

하기 싫어도 하게 되잖아요[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또한 [사례2]의 어머니 W씨는 부모들의 상호작용 방법이 지적장애인

의 자기결정을 보장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결정 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하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과 실제 생활에서의 차이를 느껴서 지

적장애인 당사자가 더욱 혼란스러워 한다고 언급하였다.

복지관에서 자기결정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도 집에 왔는데 부모가 하

나도 자기결정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부모와의 갈등이 생기고 

당사자가 혼란스러워 해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그런 문제 때문에 

아예 자기결정 프로그램을 안 듣는 쪽으로 결정하기도 하구요. [사례

2: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11. 다양한 경험을 지원

[사례1]의 어머니 P씨는 U씨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였다. P씨는 어떤 경험이든 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자기

결정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사례1]의 U씨는 선거참관인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U씨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자 하는 어

머니 P씨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었다.

어떤 경험이든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예전에 아들을 선거참관

인을 하도록 데려간 적이 있어요. “선거참관인 할래?” 물어보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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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 줬더니 “할래” 그러더라고요.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

용일부] 

[사례2]의 어머니 W씨도 지적장애인이 자기결정의 기회를 얼마나 갖

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지적장애인은 기회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기회

를 줘야 해요. 기회를 안주면 경험이 없어서 선택할 줄 몰라요. 뭐 

먹을거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해요. 어제도 중국집에서 뭘 시켜 

먹었어요. 제가 가르친 것은 중국집 갔을 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겠

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사례2: 어머니 W씨 인터뷰 내

용일부] 

 

사례분석 결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이

후 선택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선택을 해본 경

험이 있어야 이후 그와 관련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식

사를 할 때 음식을 뭘 먹을지 생각해보고 결정해 본 경험이 없으면 이후

에 음식을 선택할 상황이 왔을 때 선택하지 못하며, 식사를 할 때 음식

을 선택한 경험이 있어야 이후에 식사를 할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사례1]의 경우 P씨는 매번 U씨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

록 물어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U씨는 선택에 대한 경험이 익숙해지고 이

후에도 선택할 때 스스럼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른 사례에서도 선택을 해본 것에 대해서는 스스럼없이 선택하지만 하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주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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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 무릅쓰기

[사례1]의 당사자 인터뷰와 어머니 인터뷰에 따르면 재정적인 독립의

시도를 통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자기규제를 강화시켜 자기결정 능력

발현에 도움이 된다. 지적장애 1급 U씨의 어머니 P씨는 돈을 다 써버릴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U씨에게 체크카드를 만들어주었고 U씨는

실제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서 재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먹고 싶다고 마트에 들어가서 훔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체크

카드 만들어줘야 해요. 체크카드 만들어주면 감당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당이 안 되면 구조를 만들어 가면 되요. 그 당사자랑 

엄마랑 합의를 보는 거예요.“엄마가 용돈 넣어 준다, 넣는다. 봤지? 

여기 공 몇 개야 10만원이야. 10만원을 한 달 동안 써야해. 그전에 

떨어지면 굶는 거야.”라고 했어요. 쓰다가 돈이 떨어지면 전화가 와

요. “엄마~ 아저씨가 안 된대요. 돈 넣어주세요.”라고, 그러면 

“한 달 됐어? 안됐으면 넣어주는데 한 달 지났으면 엄마가 안 넣어

줘요.” 그렇게 자기가 돈을 조절해서 쓰는 개념을 갖게 해요[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자기결정 능력 발현에 도움이 되지만 [사례1]의

어머니 P씨는 위험을 무릅쓰는 데 대한 현실적인 고민에 항상 힘들어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 P씨는 다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

는 만큼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

민이 돼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게 해야 해요. 다 무조건 부모가 해줘야한다고 생

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부작용이 있더라도 거기까지는 감수할 수 



- 100 -

있다라고 하면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는 아니어도 100중에 70

까지는 감수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많

아지도록 노력하는 것 뿐 이예요. 보통 비장애인들도 부모들이 다 그

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순간에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이 있는 건 비

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별로 다를 건 없어요. [사례1: 어머니 P씨 인

터뷰 내용일부]. 

[사례1]의 어머니 P씨는 지적장애인에게 위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고 이는 비장애인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위험에 노출시키고 방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계를 설정하여 위

험을 무릅쓰면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험할 권리도 있어요. 위험하다고 무조건 못하게 하고 보호하는 통

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도 차타고 다니고 칼질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왜 이친구들은 안되나. 위험에 자꾸 노출되면 위험하구

나. 그게 실수할 기회거든요. 그 친구들은 왜 실수하면 안돼요? 큰일

나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기다려주는 것 자체

가 그 사람의 권리라는 거죠. 위험에 노출될 권리 엄청 얘기해요. 위

험한 걸 알아야 그 친구들이 피하고 다시는 안하고 그러죠.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

려 두는 것이 아닌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는 개입과 병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험을 무릅쓰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밟고 그 과정에

서 위급할 때 개입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랑 어디 다닐 때 손 놓고 가라고 했어요. 항상 

부모들이 큰 애들도 손 잡고 다니거든. 엄마 어디안가 엄마가 니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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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갈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자기 주도적 삶을 살 수 있는 것. 

자기주체적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거죠. 아이가 셋 길

로 세고 싶은 대도 항상 손을 잡는 순간. 능동적이 되지 않는 거예

요. 능동적으로 살길 바라니까 놓고 가라고. 그런데 한 발짝 뒤에서 

간단 말이예요. 위험에 노출될 때는 바로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

면서 자기주체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거예요. 자

동차가 올 때는 위험하니까 서는거야.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해 

라고 얘기하는거지. 여기는 위험하니까 손잡고 가자 라고 하고 넘어

가면 놓아주고.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2]의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사례1]과 같은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세부적인 단계를

세워 뒤에서 위급할 때 지원했다는 점이다.

칼은 작은애가 파프리카도 자르고 그래요. 베어보면 잘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시켰어요. 전자레인지는 잘 쓰고 가스렌지는 켤 

수는 있는데 요리는 잘 못해요. 오토바이는 못타지만 자전거는 잘 타

요. 인라인도 잘 타요. 그때 인라인타고 15km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처음에는 중심잡기도 안되고 발이 바닥에 떨어지는 걸 무서워했어요. 

처음에 허리 굽히고 다리 세워주는 거부터 했어요.[사례2: 어머니 W

씨 인터뷰 내용일부]

13. 연결고리 설명

[사례1]의 어머니 P씨는 아들 U씨와 여행을 가서 즐거운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과 그래서 일

이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한다는 것을 연결시켰다. 좋은 경험을 힘든 결

정과 연결시키는 것을 통해 힘든 과정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의사

결정을 할 때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를 생각하며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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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여름 휴가 때 갔다 오잖아요. 이번에 작년 여름휴가 때 호텔에서 묵

었어. 그런데 더 묵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광안리 해수욕장 호텔에 

묵었었는데, 너무 비싸서 하루 밖에 못 묵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여기서 금요일까지 있다 가면 어때요? 안돼요? 그러고 싶어.”그러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근데 여기 너무 비싸. 돈 많이 들거든. 그러

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 거야.”라고 하니까 자기 돈 열심히 벌겠대

요. 엊그제도 “열심히 돈 벌면 비행기타고 어디로 가요?”물어봤어

요. 돈 버는 의미가 그 친구에게 와 닿으려면 자기가 느끼는 것에 집

중을 해 주면 되잖아요. 돈을 벌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

해 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장 좋은 경험이었던 것이 극대화되게 하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요 그렇게 되는 거죠.” “내

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면 여행가요?”이렇게 말해요. [사례1: 어머

니 P씨 인터뷰 내용]. 

[사례1]을 분석한 결과 U씨는 진로 결정 경험의 경우 빵집을 차리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주었다. 빵집을 차리고 싶은 이유는 돈을 벌고 싶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빵집을 차리는 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장 역시 알고 있었다. 여기서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여행을 가고

싶기 때문이라고 표현한 점은 주목할 지점이다.

Q: U씨는 나중에 뭐하고 싶어요? 꿈이 있어요?

A: (고개를 끄덕임) 빵집.

Q: 빵집은 왜 하고 싶어요?

A: 빵 배우고. 배워서. 돈 벌어서 

Q: 돈 벌어서 뭐 하고 싶어요?

A: 여행

Q: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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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산

Q: 돈 벌면 여행 말고 다른 거 뭐 하고 싶어요?

A: 모르겠어요.

......(생략)

Q: 빵집 사장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돈 많이 벌어서.. 배우고..

Q: 빵집 차리려면 뭘 배워야 해요?

A: 취업장. 고용센터. 3호선 [사례1: 지적장애1급 U씨 인터뷰 내용일

부]

지적장애인 U씨가 겪은 즐거웠던 여행 경험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

해 ‘여행을 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일

을 해야 한다.’ 라는 연결고리가 된 것이다. 즉 여행과 관련하여 몸소 체

험한 성취경험이 진로결정이라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자신

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U씨는 좀 더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빵집을 차리는 진로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그림13]참

조).

본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지적장애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신

의 결정이 자신에게 이롭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점이다. 의사결정은 결정 당시에 가져오게 될 결과를 인식하여 결정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적장애인의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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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연결고리 설명

14. 내버려두기

‘내버려두기’는 다른 ‘욕구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과 비슷한 부분

이 있지만 다른 요소로 따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사례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차이를 알 수 있다. 욕구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주요돌봄자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자신의 욕

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버려두기는 결과적

으로 주요돌봄자가 납득이 안 되고 바라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내버려두는 것이다. [사례2]의 어머니 W씨

는 C씨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

다고 언급하였다.

특수학교에서 숙제를 내는데 집에서 책에 스티커붙이기라도 하라고 

노트 한 권에 스티커를 보내주세요. 내일 선생님이 숙제 내줬으니 해

야 한다는 식으로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덮더니 노트를 장롱 속

에 쑥 넣은 거야. 너무 하기 싫으면 다음에 하자. 그러고 다음에 또 

꺼냈는데 그걸 가지고 스티커 몇 개 붙이더니 안하더니 밤엔가 새벽

엔가 그 노트를 목욕탕 물속에 넣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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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할 수가 없다. 얘가 집에서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 저희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사례2: 어머니 W씨 인터뷰 내용일부]

앞서 [사례1]의 경우 어머니 P씨는 U씨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다가도

결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U씨가 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다. 이는 해석

적·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해석적 혹은 심

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특정 선택지를

설득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닥쳤을

때, 주요돌봄자는 강압적으로 이를 시키는 것과 내버려두는 것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예식장 가는데 “그 복장은 좀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거죠. 듣고 

바꾸기도 하고 안 바꾸기도 해요. 웬만하면 바꾸는데 그래도 안 바꾸

면 그냥 보내요. 그것도 본인이 느껴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사례1: 

어머니 P씨 인터뷰 내용일부]. 

[사례1]의 어머니 P씨의 경우도 예식장에 적합하지 않는 복장을 하고

나왔을 때 바꿔 입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

꾸겠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두었던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내버려두기는

자칫 잘못하면 가부장적 상호작용으로 흐르기 쉬운 경우에 이를 해석적·

심의적 상호작용으로 머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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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5월 발달장애인 법이 제정되고 2015년 11월부

터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다. 자기결정에 대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도입된 성년후견제

도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1970년대 시작된 정상화 이념의 발전과

자기옹호 운동에 의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운동이 확대 되었다. 미국

에서는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권리

적 차원이 아닌 현장 중심적이고 현실적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국외에서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지적장애인의 자

기결정적 행동을 돕는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지적장애인

의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 차원

의 개입인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환경과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국

내·외의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은 자기

결정적 행동에 있어 개인의 심리(동기, 자율성, 자기규제, 심리적 역량,

자아실현, 중요도)를 중심으로 개념화 되었고 이러한 점으로 인해 지적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개념 및 측정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논쟁적이

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위한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개인

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환경적 차원의 연

구는 주로 주거환경, 학교환경 등 외형적 환경에 그칠 뿐 내부적인 관계

와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적장애인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많은 영향을 주는 미시적 요인인 주요돌봄자와

지적장애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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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증 지적장애인의 일상 속 자기결정 과정에서 지적장애인과 주요돌

봄자의 상호작용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2)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기여하는 상호작용의 주요 요소는 무

엇인가?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다중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분석단위를 장애인 당사자와 주요돌봄자로 이원화하여 분석하는 연

구설계 방법을 토대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수집자료를 다양화하였다38). 연구대상

은 중증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이다. 연구 사례는 총 5사례이며 연구

참여자는 총 10명(지적장애인 5명, 주요돌봄자 5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Emanuel과 Emanuel(1992)의 의사-환자 관계모델을 분

석틀로 사용하였다. 본 모델은 환자의 자율성과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해 4가지 모델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안전이라는 딜레

마 상황과 유사하며 상기 모델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의 분석을 위해 인터뷰 한 자료는 모두 전사되어 자기결정의 각 경험 코

드에 따라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인터뷰 내용을 구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분류되었다. 분류 이후 기존 모델과 각 사례의 상호작용을 수

번 비교, 대조하여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을 평가하였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자기결정 과정에 기여하는 상호작용에 있어

14가지 주요 요소를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1]과 [사례2]의 경우 자기결정 과정에서 주로 지적장애인의 가치

와 욕구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선택지를 설명하는 해석적 모델과 유사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사회 도덕적으로 문제,

38) 본 연구의 수집자료는 크게 인터뷰자료, 인터뷰 시 사용한 의사소통 수단(그림, 타이
핑, 문자메세지, 이미지자료), 상담도구(그림도구, 모형), 인터뷰 시 관찰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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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문제, 통념상의 문제)에는 주요돌봄자의 판단을 좀 더 설득적으로

제시하고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숙고하게 하는 심의적 모델과 유사한 상

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3]의 경우 해석적 모델의 상호작용

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4]의 경우는 주로 주요돌봄자가 자신의 선

택이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권

위적으로 판단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모델과 유사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사례5]의 경우는 기존에 가부장적 모델의 상호작용을

해 오던 주요돌봄자가 해석적 속은 심의적 상호작용으로 바꾸어 나아가

는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에서 가부장적

모델에서의 상호작용 유형은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부적절하다고 평가

되었다. 정보제공 모델의 상호작용 유형의 경우 가치를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만을 제공해야 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주요돌봄자와 지적장

애인이라는 밀접한 관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지적장애

인의 자기결정에 기여하는 유형은 해석적,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 유형

으로 볼 수 있으나 가부장적 모델의 상호작용 유형에서 해석적 혹은 심

의적 모델의 상호작용 유형으로 변화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

움이 있음을 [사례5]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기여하는 두 유형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을 분

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14가

지 주요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표5>과 같다.

<표5>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위한 상호작용의 14가지 주요 요소

1 소수의 선택지 제공 8 기다려주기와 침묵견디기

2 결정기회 확대, 물어보기 9 반복하기

3 세부단계를 설명 10 일상성과 연속성

4 가시화와 시뮬레이션 11 다양한 경험을 지원

5 욕구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12 위험 무릅쓰기

6 의사소통수단을 다양화 13 연결고리 설명

7 뒤에서 보조하기 14 내버려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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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이는 첫째, 내담자의

자율성에 대한 의사와 환자로 대표되는 전문가와 내담자의 관계 모델을

통해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전문가와

내담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건강과 내담자의 자율성 간의 딜레마와 유사

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돌봄 간에 상충하는 문제를 분석했다는 점

이다. 연구 결과에서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상호작용에서 정보제공

모델의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델과 유사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 자기결정을 위한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상호작용의 14가지 주요요소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14가지 상호작용은 자기결정 과정에서 좀 더 지적장애

인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셋째, Wehmeyer의 자기결정 기능이론의 구성요소를 통해 자기결정

경험 관련 질문지를 목록화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 기능이론

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적 행동을 위한 기술적 차원의 구성요소

중 인터뷰를 통해 질문화 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이러한 구성

요소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세분화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각 자기결

정 경험에 따라 언급된 내용들은 통해 이러한 구성요소에 대한 경험이

실제로 나타냄으로써 자기결정 기능이론의 구성요소를 현실적, 실천적

차원에서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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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몇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론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은 행동의 유·

무를 통해 판별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을 행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동

기, 주체성, 심리적 역량, 자아실현 등으로 판별될 수 있다. 따라서 지적

장애인이 특정 선택 혹은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결정 능력이

없다고 평가 할 수는 없다.

둘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있어서 해석적,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

용 유형은 지적장애인의 자기이해 혹은 자기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가부장적에 의한 상호작용보다 더 추구되어야 할 상호작용이라는 점이

다. 해석적 모델과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은 먼저 지적장애인이 추구하

는 가치와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

이 첫 번째 과정이며 결과적인 선택은 강요되지 않는다. 두 상호작용의

차이점은 다만 좀 더 설득적으로 특정 선택지를 제안하는 지의 여부이

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실천현장에서 지적장애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해석적 혹은 심의적 모델의 상호작용 유형이 지적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기여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호작

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결정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부담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은 사회복지사 개인 혹은 기관이 이러한 위험부담을 무조건적으로 감수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 위험부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고 실천하지 않

는 쪽으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결정을 협소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이다. 따라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험부담은 감수

되어야 하며, 위험부담이 클 경우에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위험부담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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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할 방안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적장애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소수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중증 지적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

이다. 중증 지적장애인의 경우 몇 가지 선택지가 제공 되었을 때 더 적

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사회복지 실천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이다.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것에 대해 선

택하고 결정해야 할 시 범위가 넓거나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 선택 혹은

결정하도록 하는 것보다 그러한 사항을 요약하여 몇 가지 선택지를 제공

하고 충분하게 설명할 때 좀 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쉽다.

다섯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물음을 통해 당

사자의 결정 기회를 확대하며 스스로 욕구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충

분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결

정 기회가 없다면 자기결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자

기결정과 관련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물음을 통해 자기결

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욕

구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과정에서 각 세부단계를 설정하고 단

계별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가 단순한 선택을 할 때

는 선택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만이 필요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각 선택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이러한 설명

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개인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통하여 선택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

다. 예컨대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특성 시설에 입소하려고 하는 경우 입

소하는 경우 진행되는 절차 및 사항을 매우 세부적으로 나열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지적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이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화하고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 단순 설

명만으로는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인들

의 경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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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곱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이 제공된 상태에서 반복적인 설명과 반

복적인 의사의 확인단계가 필요하다.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은 이

러한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만약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결정

을 내렸을 경우 그것을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혹시 다른 의도로 이해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단순한 선택하기의

경우에는 특별히 확인단계가 여러 번 지속될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결정

인 경우에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한다.

3.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된 점들은 또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사회복지 프로그램 신청 및 거주시설 입·퇴소 절차, 사회복지서

비스 등에 본 연구의 결과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프

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할 때 혹은 거주시설에 입·퇴소 할

때 지적장애인 당사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

나 이러한 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는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이해하기 어

려울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가족이나 타인이 대신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용신청 시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세부절차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에서 제시되는 내용에 대해 당사자에

게 이해하기 쉽도록 소수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그러한 선택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그림도구나 가시적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단 한 번의 서명이 아닌 몇 차례에 걸쳐 당사자의 의사를 확

인하는 절차상의 변경도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관, IL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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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정책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

기결정의 연속성과 일상성이 중요한데 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주

로 몇 차례의 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일상의 생활에서는 자

기결정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만 자기결정을 경험

하게 되는 연속성과 일상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기결정 프로그

램이 일상의 생활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기결정의 연속성과 일상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거나

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과정에는 자기결정적인 상호작용의 핵

심 요소를 넣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위한 가족과 실무자 교육 및 지적장애

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 본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은 이기주의적인 선택도 독립

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적장애

인의 자기결정은 행동의 유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

라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적장애인을 둘러싼 환

경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정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확대시키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자기

결정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하지만 이에는 위험 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이란 비단 권리적 차원에서

법적 제도를 갖추어서 완성되는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실천현장에

서 벌어지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실무진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최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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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으며,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

들을 좀 더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각 사례별로 충분한 인터뷰가 진행되지 않은

점이다. [사례1]과 [사례4]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와의 연락을 통해 직접

적으로 만나고 4회에 걸쳐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사례2]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해 어머니와 함께 만나지 않으면 인터뷰

진행이 어려웠다. 또한 [사례2]이 경우 좀 더 충분한 라포형성 기간을 가

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터뷰가 진행되었어야 하지

만 연구기간 및 일정조정, 장소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인터뷰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사례3]의 경우 아버지의 허락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1회에 대한 허락만 받을 수 있어 인터뷰 진행을 1회

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례3]의 경

우 장애인 당사자 집 근처 카페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어 다소 산만했던

점 역시 인터뷰 내용을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점으로 작용했다. [사례4]의

경우 주요돌봄자인 J씨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인터뷰가 진행되어야 했

으나 J씨의 강력한 반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해 직장에서 가장 상호

작용이 많은 상사 H씨와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J씨의 가족과 인터뷰가

진행되었다면 [사례4]의 분석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가 가진 한계로 분석된다.

둘째, 지적장애인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장

애인 당사자 인터뷰 진행 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그림도구를 사

용하려고 하였으나 사례별로 매우 장애 편차가 심하고 의사소통 방법이

달라 [사례1]과 [사례3]에만 그림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례

1]의 경우 IT도구(컴퓨터, 핸드폰)를 사용한 의사소통이 좀 더 효과적이

었고, [사례2]의 경우 언어가 전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관찰과 몸짓언어의 이해가 필요했다. [사례3]의 경우도 좀 더

다양한 그림도구가 있었다면 더 많은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사료



- 115 -

된다.

셋째,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의

사와 환자의 관계 모델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 모델을

적용함에 있어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가 겪는 딜레마의 상황과 의사와

환자 관계모델에서의 딜레마 상황이 유사하다는 점, 선행연구에서 지적

장애인과 부모와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본 모델을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

로 하였다. 그러나 적용에 있어 지적장애인과 주요돌봄자 그리고 전문가

와 내담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것이 본 연구의 한계로 분석된

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지적장애인 당사자와 만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면담 횟수를 설계하고 라포형성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증 지적

장애인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의 한계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

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인 개개인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법이 매우 다양하

다는 점은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 개별적인 의사소통방법을 고안할 필

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의사소통 기기

혹은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에 있어서 정형화된 공간이나

방법으로는 의사소통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

우 다양한 인터뷰 장소 혹은 인터뷰 방법의 변화를 통해 한계를 극복하

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가치는 크다. 본 연구

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첫째, 지적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구성하여 당사자의 관점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지적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있어 결과와 능력의 관점이 아닌 자기결정 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지적장애인의 주요돌봄자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지적장애인 인터뷰에 있어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하

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당사자 주의와 환경적

지지체계를 초점으로 하는 사회복지 철학에 바탕을 둔 연구로써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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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discussion related to the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recent years in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since November 2015,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the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autism) Act was enacted

and the discussion related to the self-determination has become

active, specificall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eanwhile, there are debates surrounding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states that it protects the human dignity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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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termination of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however it is also

debated tha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ould violate human

rights or could deprive the liberty of individuals. Proponents of this

debate support full self-determination. One can see the existence of

different views and perspectives on self-determination via this hot

debate. On the flip side of this debate, the question of limiting

self-determination and the degree of human rights are contested. This

demonstrates the need to analyze the various aspects of

self-determination.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self-determination process of

the severely intellectually disabled.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caregivers who spend the most time with the severely intellectually

disabled and focusing on the main micro factors. The first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is what are the types of interaction between

caregivers and the people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daily

life? Second, what are the main elements of interaction that

contribute to self-determination with the severely intellectually

disabled?

This study is a qualitative case study which analyzes multiple

cases by using the dual analytical units (the caregiver and the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case study has a total of five cases

and ten participants,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5, the

caregivers 5). In this study, the Four models of the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Emanuel and Emanuel, 1992) was used to analyze the

framework. Interactions of doctors and patients analyzed in this study

are grouped around the autonomy of the patient. This model was

used in this analysis since it is very similar to the dilemma of

person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eir caregivers.

The results of the first research question were as follows. I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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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not only the interactions of the interpreted model, which is

interpreting patient’s value first but the deliberated model in [Case 1]

and [Case 2], but the interaction of the deliberated model is found in

special cases (if there is social and moral problems, health problems,

problems with the norm). I could find only the interactions of the

interpreted model in [Case 3] and in interactions of the paternalistic

model in [Case 4]. The process of changing steps could be found in

[Case 5], which is from the interaction of the paternalistic model to

the interpreted or the deliberated model. In this process, I could find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change the interaction realistically.

The interaction of the informative model was not found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ely intellectually disabled and the

caregivers are very close.

The results of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were as follows. In this

study, based on this analysis, I analyzed fourteen major elements of

the interaction which contributes to self-determination: 1) a small

number of choices available 2) the opportunities and asking opinion 3)

making detailed steps in description 4) visualization and simulation 5)

feeling the desire and discomfort 6) the diversity of communication

methods 7) to assist from behind 8) waiting and enduring silence 9)

repeating explanations 10) daily performance and continuity 11)

supporting a variety of experiences 12) taking risks 13) explaining

about consequences of actions and 14) letting go.

Keywords : self-determination, intellectual disability, caregiver,

interaction, case study, qual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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