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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연구

조       가       람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현상에 대한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

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성격과 원인을 살펴보고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성격은 어떠한가? 둘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

동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

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개되는가? 이다.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의 전통을 바탕으로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하

여 수행되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은 근거이론 연구(Strauss & Corbin, 

1998)로써 이론적 표본추출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고, 2017년 6월

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총 20명의 연구참여자들과 반구조화

된 면담을 통해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의 순서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단계적, 순환적, 귀납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Wolcott, 1994).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검토’, ‘동료 간 협의’를 실시하였고 연구 반성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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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한편,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

건은 지도자와 보호자의 장애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발달장애 아동의 

개인적 취약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들은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로 유기적인 연결관계에 있었다.

둘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배경인 맥락적 

조건으로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한 지도자의 부담과 지도자의 성장

배경 그리고 폐쇄적 환경구조에 의해 조성된 지도현장을 지배하는 억압적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과적 조건들은 특수체

육 지도현장에서 장애아동 학대로 실체화되었다.

셋째, 장애아동 학대의 유형은 장애아동에 대한 지도자 개인의 왜곡된 

관점에 의한 능동적 학대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한 수동적 학대, 

그리고 지도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수동적 학대로 나뉠 수 있었다.

넷째, 각각의 다른 특성들로 구별될 수 있는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의 

장애아동 학대는 동료지도자와 보호자의 긍·부정적 관여와 지도현장의 

구조적 소외 정도에 따라 지도자의 내적 갈등과 자기반성에 영향을 미치

게 되어 ‘존중형’, ‘희생형’, ‘회피형’, ‘정당화형’이라는 총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화되어 전개되었다.

다섯째, ‘존중형’을 통해 동료지도자의 관여가 긍정적이며 현장의 소

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지도자의 내적 갈등과 자기반성이 적극적이면 

특수체육지도자는 학대를 중단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존중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희생형’을 통해 동료지도자의 관여가 긍정적이고 지도자의 

내적 갈등과 자기반성이 적극적이더라도 현장의 소외 정도가 심각하면 지

도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을 희생해서라도 구조적 제약을 극복

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게 됨을 알 수 있었

다.



- viii -

일곱째, ‘회피형’을 통해 동료지도자와 보호자의 관여가 부정적이면 

지도현장의 소외 정도가 양호하더라도 지도자의 내적 갈등과 자기반성이 

적극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중간 단계에 머물게 되어 특수체육지

도자는 동료 지도자의 학대행위를 묵인하거나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

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지속하

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여덟째, ‘정당화형’을 통해 동료지도자와 보호자의 관여가 부정적이며 

현장의 소외 정도가 심각하고 지도자의 내적 갈등과 자기반성이 크지 않

으면 특수체육지도자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행

위를 합리화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체육 지도현장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적용에 관한 제언과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먼저 실천적 적용에 

관한 제언과 관련해서는 첫째, 특수체육지도자에 대한 윤리교육과 학대예

방교육이 강화되어 지도자가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대 문제에 관한 대

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

는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보호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수체육지도자뿐

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과 체육교과에 대한 이해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사설센터나 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

수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과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장애아동 학대가 실

제로 구체화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특수체육 지도현장 주변에 장애아동 

학대 홍보물, 장애아동 학대 신고전화번호 등을 부착하여 특수체육지도자

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발달장애아동의 손상에 기인한 고유의 취약성은 지도자의 왜곡된 

장애 인식과 맞물리면서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발달장

애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방어기술 훈련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학대예방 교

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를 통해 지도현장의 구조적 문제 중 특히 보조인력의 부족이 특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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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도자에 의한 수동적 장애아동 학대에 주요한 배경이 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도현장의 보조인력을 지원하거나 지도자 개인

당 담당할 수 있는 아동의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특수체육지도자의 학대행위를 중단하는 데 있어 동

료지도자의 긍정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 간의 관계가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와 관련해서는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결과들을 바

탕으로 특수체육지도자들이 윤리적 결정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학대예

방 메뉴얼이나 윤리강령과 같은 지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동료지도자들 간의 관계가 학대를 중단하는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예비 특수체육지

도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과목 및 교육과정에 대한 비평연구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보호자와 특수체육지도자의 상

호작용과정을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학대피해를 경험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

련을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아동학대, 장애아동, 특수체육

학  번 : 2014-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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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본 연구자가 처음 특수체육교육과에 입학했던 학부 신입생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당시 나는 장애인체육이라는 학문세계

에 첫발을 내디뎠다. 장애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장애인을 만나본 경험

도 없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낯선 세상을 처음 응대했을 때 품었음 직

한 막연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내 안에도 가득했던 것 같다. 이론과 실습

을 병행해 가며 특수체육이라는 학문세상의 밑그림을 그려가던 나는 집 

근처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 체육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

었다. 그곳에서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했던 한 발달장애 아동을 만났다. 

발달장애인에게 관심을 두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매주 한 

번씩 그 아이에게 운동을 가르쳤다. 운동을 좋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

도 몰랐던 새내기 대학생인 나에게는 매우 벅찬 수업이었다. 그 아이는 

지시를 따르기는커녕 내 얼굴에 침을 뱉거나 바닥에 널브러져 다른 친구

들의 수업을 방해하기 일쑤였다. 좋게 타일러 보기도 하고 엄하게 꾸짖

기도 해보았지만 변하는 것은 특수체육교육과에 진학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내 마음뿐이었다. 매주의 실습시간이 가르치는 보람과 배움으로 인

한 기쁨보다는 짜증과 무기력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어려움이 지속되던 어느 날, 체육교실을 총괄 운영하던 특수체육지도

자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가 맡은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을 내게 알려주겠노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비법은 

‘체벌’이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꿀밤’을 먹이는 것과 같

은 가벼운 신체적 체벌을 가하라던 그의 교육비법이 그때는 문제가 있는 

조언인 줄 알지 못했다. 직관적으로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자리 잡기는 

했으나 그 불편함의 이유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체벌을 문제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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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던 나의 무식함에 더해 조언했던 지도자의 화려한 교육경력과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던 그의 고학력이 ‘체벌’을 더욱 믿음직스러운 지

도법으로 느껴지게 하였다. 그렇게 나는 지도자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결과만 놓고 봐서는 체벌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아동이 문제 행동

을 보일 때면 나는 가벼운 체벌을 가했다. 체벌을 통해 내가 무서운 사

람이라는 것을 아동에게 가르쳤다. 그러자 그 아동은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매 수업에서 주어지는 과제에 잘 참여하였다. 그 아이의 문제 행동

이 줄어들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더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하였다. 이런 변화를 목격할수록 비법을 전수해주었던 그 교사에게 

감사해 하며 문제 행동이 보일 때마다 나는 더 열심히 체벌을 가했다. 

그럴수록 그 아이는 더 내 말을 잘 들었다. 체벌을 통해 아이의 문제 행

동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를 잘 가르치는 교사라고 믿었

다. 그러나 특수체육을 공부해온 시간과 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들을 지

도했던 경험들이 쌓여 ‘장애’를 이해하는 인식의 지평이 조금씩 확장

되면서 스스로를 ‘유능한 특수체육지도자’라고 믿고 있었던 환상에 금

이 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발달장애 아동에게 체육을 지도했던 내 모습에 많은 회의감이 

들었던 것도 그때부터였다. 발달장애아동의 문제 행동을 강압적인 방법

으로 다루어온 나의 대처가 결국에는 아동 학대일지도 모른다는 회의감

과 함께 많은 질문이 내 머릿속에 가득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당시 지

도자의 조언에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 장애아동의 문제 행동으로 전체 

수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그 아동을 지도했어야 했던 걸

까? 무엇이 그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지도 방법이었을까? 결과적으로 그 

학생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만족을 주었던 그 ‘체벌’이라는 지도법이 

왜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된다면 다분히 공리주의1)적인 입장에서 성공적

이라고 평가했던 당시의 내 생각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일까? 꼬

1) 옳은 행위는 공리 즉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로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
하는 일이라면 과정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윤리로 ‘벤담’이 주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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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특수체육현장에서 장애아동을 인격적으로 지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깊어만 갔다.

1989년 11월 20일 UN은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에 대한 권리보장 내

용을 담고 있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체결하며 모든 아동이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임을 공포하였다. 특별

히,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학대로 고

통받는 아동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00년에 아동복

지법을 개정하고, 2001년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아동 학

대에 대한 예방과 조치를 강화하여왔다.

아동권리협약 이후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상당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

이 있었지만, 수혜대상이 주로 비장애 아동에 집중되어왔기 때문에 최근

까지도 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포괄적인 아동의 권리가 장애아동에게는 

보장되지 못했다(김유리. 2010b). 이를 증명하듯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언론 보도는 근래까지도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다.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

동 성 학대 사건(한겨례, 2013. 4. 25), 전북 익산 보육원장의 상습적 학

대로 인한 장애아동 사망 사건(경향신문, 2013. 7. 15), 보호자의 학대로 

사망한 고준희양 사건(뉴시스, 2018, 1, 5) 등은 장애아동 학대 문제가 우

리 사회에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알렸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오랫

동안 만연해온 장애아동 학대라는 현상은 가족의 책임을 넘어 사회문제

로 부상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에서 발행한 ‘2012년 전국 

아동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아동 학대 사례 판정 건수는 

6,403건이었으며, 이 중 장애아동의 학대피해 사례는 전체의 4.0%인 256

건이었다. 아동복지법을 기준으로 2012년 등록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장애아동 9,921,012명 중 등록 장애아동이 0.8%인 78,186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치이다(최복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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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학대 상황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 아동보다 4-5배

나 더 많은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pencer et al., 

2005).

장애아동 학대의 발생은 체육 지도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신체적 움직임을 매개로 하는 체육 지도 현장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

의 빈번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벌과 성추행 같은 윤리적 

문제가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다(빙원철, 2008). 이점을 인식하여 이정

식과 박미혜(2011)는 체육수업에서 체육교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학생의 

신체적 소외현상과 체벌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체육 교육자 

전체가 비난과 편견 그리고 차별적 인식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

제로 2016년 사설 발달재활 센터에서 근무했던 특수체육교사가 체육수업 

중 장애아동의 머리를 가격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

며(중앙일보, 2016. 8. 22), 유치원에서 활동수업을 하던 교사가 장애아동

을 의자에 묶고 수업을 진행하여 큰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7. 5. 31). 이뿐 아니라, 서울의 한 대안학교에서 체육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을 림보 막대를 사용하여 폭행을 가해 피해 아동이 급성 뇌진탕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스포츠조선, 2014. 9. 

13). 

2012년에 실시 된 장애인 체육 (성)폭력 실태조사(대한장애인체육회, 

2012)에 따르면 합숙, 훈련, 시합 등의 운동현장에서 운동지도자 3.3%와 

특수학교교사 10.9%가 구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타를 가한 시

기는 지도자(85.6%), 특수학교교사(35.5%) 모두 ‘훈련 중’이라고 보고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구타가 체육 지도현장에서 일어남을 나타낸다. 

구타의 이유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가 30.5%, ‘규율과 지시를 따르

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일반 운동선수(41.2%)와 특수학교교사

(35.2%)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체육을 지도하는 교육현장에서 지도자의 비윤리적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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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특수체육학 분야에서는 관련 다른 학문영

역에 비해 지도자들의 윤리적 문제에 큰 관심을 쏟아 오지 않았다. 구체

적으로,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했다. 국외 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현장자

료에 근거하지 않은 문헌고찰 연구(Bredahl, 2008; Goodwin, 2008; 

Goodwin & Howe, 2016; Goodwin & Rossow-Kimball, 2012)로 특수체육

지도자들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내

용이 포괄적이고 사변적(思辨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장애인 학대와 

같은 명백한 윤리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해결 지침을 결여하고 

있다는 제한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특수체육지도자의 윤리적 문제와 윤리교육의 중

요성을 이용호(2014)가 언급하며, 특수체육지도자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

는 윤리 강령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고 피력하였다. 해당연구는 특수

체육지도자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조하며 윤리강령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

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주로 문헌분석에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관련 주제의 실제적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

었으며, 학대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하고 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 해

결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국내학술지에 게

재된 국내의 특수체육지도자의 윤리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단 두 편에 그

친다(김지태, 이원섭, 2012; 백승엽, 박병도, 2016). 그마저도 예비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단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현재 특수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장애아동 학대라는 현실적 

윤리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내외 선행연구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관련연구 모두 실제 지도현장의 생생한 

맥락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장애아동 학대를 중심주제로 다루지 않고 있

었다. 현실세계의 맥락을 반영한 연구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특수체육 

학계의 관심으로부터 특수체육지도자들의 일상적인 윤리문제가 소외되었

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대현상에 관한 연구가 주로 노인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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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에서(임춘식, 2011; 권순영, 유형근, 

2013; 김보기, 박혜숙 2013; 최혜영, 2015)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연구는 

국외의 특수교육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

로 장애아동 학대의 발생률(Giardino, Hudson, & Marsh, 2003; Verdugo, 

Bermejo, & Fuertes, 1995)과 학대가 장애아동에 미치는 영향(Oseroff et 

al., 1999; Reiter, Bryen, & Shachar, 2007) 그리고 장애아동 학대 특성

(Sullivan & Knutson, 2000; Balogh et al., 2001)등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장애아동 학대 관련 선행 연구

는 단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로 진행되어 총체적인 관점에서 장애

아동 학대현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한 채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정보

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또한, 장애아동 학대의 주요 가해자를 주 

양육자인 보호자로 상정하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교육현장보다는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학대문제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들이 제시되는 경향

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특성은 교육현장, 특별히 본 연구의 주

요 무대라 할 수 있는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현

상을 구성하는 독특한 현장의 맥락을 다루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내포하

고 있다.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학대에 관한 윤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시

점에서 특수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거

쳐 지도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학대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구체적 대처 방안이나 관련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자들의 윤리문제에 관한 연구

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특수체육 지도현장의 장애아동 인권침해 사례

가 언론에 다시 보도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지도 모

르겠다. 따라서, 현재 특수체육학자들이 당면한 시급한 사명 중 하나는 

특수체육 지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아동 학대문제에 대비하여 

현장자료에 근거한 이론적 이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수체육지도자가 교육현장에서 경험하는 장애아동 학대 경험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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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동 학대 문제와 장애인 및 체육 지도 윤리가 혼재된 매우 복잡한 

의미체계의 현상이다. 따라서, 학대 문제에 관한 특수체육지도자들의 윤

리적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만한 정보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수체육지도자들이 일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윤리문제에 대한 살

아 있는 체험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필연

적으로 특정 현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가 요청

될 수밖에 없다.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사

용할 것이다. 

 근거이론 방법은 관련 현상을 이해하는 이론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

하더라도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는 ‘거대이론’만 존재하는 경우 또는 

선행연구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학문적 갈증을 해소 하는 데 아

주 큰 도움이 되는 질적 연구의 한 전통이다(김영천, 2016). 즉, ‘지금-

여기의 현실문제’라는 현실맥락을 반영한 실용적 의미의 이론을 개발하

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권향원, 2016). 특수체육지도자가 경험하는 

장애아동 학대라는 윤리문제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근거

이론연구방법은 특수체육지도자들이 현실에서 당면하고 있는 장애아동 

학대 문제와 높은 호환성을 지니는 체계적인 이론을 개발하는데 아주 유

용한 연구 방법이라 판단한다. 

앞서 언급한 연구자의 개인적 고민에 대한 구체적 체험자료에 근거한 

깊이 있는 답을 선행연구를 통해 얻을 수 없었던 답답함이 이 연구를 기

획하게 된 동력이 되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궁금증에서 시작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특수체육지도자의 장애아동 학대 경험은 모

든 특수체육지도자가 장애아동에게 체육을 지도하면서 범할지 모르는 일

상적 윤리문제이다. 나는 그 중요함의 무게에 비해 너무 일상적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졌던 특수체육지도자들의 장애아동 학대 문제를 본 

연구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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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그동안 특수체육학계 차원에서 특수체육지도자들의 장애아

동 학대라는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두지 못해온 데 대한 반성으로 기획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통하여 특수체육 지도현

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

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

동 학대현상의 성격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

할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 학대발생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향 후 국내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애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다.

3. 연구 문제

첫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성격은 어떠한가?

둘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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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특수체육지도자

본 연구에서 특수체육지도자는 특수체육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에게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교, 복지관, 사설체육센터 등에서 발달장애 아동에게 체

육을 가르치는 교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나. 장애아동 학대

2015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

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아

동복지법에서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

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

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유리(2010b)는 더 나아가서 

장애아동 학대를 신체적, 성적, 정서적 모든 측면에서 장애아동의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실질적 혹은 잠재적 학대행위와 방임을 포괄하는 광

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정의

를 수용하여 ‘장애아동 학대’를 특수체육지도자가 체육수업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에게 실질적 혹은 잠재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

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

위를 뜻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행위를 학대라고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

는다. 다만, 맥락을 고려하여 그 행동을 판단할 뿐이다. 본 연구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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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 비해 발달장애 아동의 학대 노출의 위험이 크다는 점

(Giardino et al., 2003; Hershkowitz, Lamb & Horowitz, 2007)과 학대행위

를 정의하는 범위가 정서적 학대와 잠재적 학대행위까지 아우르는 포괄

적 개념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는 점(김유리, 2010b; 천세영, 남미정, 

2000; 이미영, 2017)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층면담에서 나

타난 연구참여자들의 모습을 학대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학대행위

는 학대범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학대범죄보다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상담 또는 교육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정적 지도행위까지 포괄한다. 

다. 발달장애 아동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이다. 이를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발달장애인 정의

에 대입해 보면 발달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아동을 18

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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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발달장애인은 지적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제약 때문에 자기 결정권

의 선택능력이 제한된 대표적인 경우로 자신의 권리를 표출하는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조우연 외, 2013). 이러한 지적 및 사회적 능력의 취약성

으로 발달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동보다 학대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김유

리, 2010b). 실제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 수가 전체 학

대 피해상담의 약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발달장애아동이 학대피해

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오삼광, 2017). 따라서, 발달장애

아동에게 체육을 지도하는 특수체육지도자의 학대 경험을 우선적으로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발달장

애아동’을 지도하는 특수체육지도자의 학대 경험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장애유형에 따라 체육을 가르치는 특수체육 교수자의 지도전략이 달라

지며 이에 따라 변화된 지도 전략에 따른 윤리적 문제 유형의 스펙트럼

은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주로 이해하고자 하는 중심현

상의 폭이 넓어질수록 해당 현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도자들의 학대 경험의 소재지를 

‘발달장애아동’을 지도하는 체육 교육현장에 맞추어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목적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아동이나 성인기 또는 노인기의 발

달장애인을 지도하면서 나타나는 장애인 학대 문제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는 개별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을 목적으

로 하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을 취하기 때문에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 모든 특수체육지도자의 결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사례들이 개별적 특성이 있으

면서도 공통적인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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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결과는 국내 특수체육지도자들의 장애아동 학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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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장애아동 학대

가. 장애아동 학대의 개념 및 유형

영국의 학대방지 가이드라인 ‘No Secrets’에 따르면 학대는 ‘다른 

사람에 의한 개인의 인권과 시민권에 대한 침해이며 의도적인 것으로 무

시, 방임을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되어 있다(DH, 2000). 또한, 

Brown(2003)은 학대를 ‘타인의 인권, 시민적 권리, 신체적 완전성, 존엄

성, 일반적인 복지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의도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5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

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아동복지

법에서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

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

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장애아동 학대란 

‘18세 미만이면서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

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

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종합해 볼 

수 있다(서해정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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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아동학대

피해자
장애인

(등록장애인)

아동

(18세 미만인 자)

장애아동

(18세 

미만이면서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

가해자
-

(언급 없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모든 사람

(정의 필요 없음)

유형

5개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유기)

4개 유형

(경제적 학대 

없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유기)

5개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유기)

피해상태
-

(언급 없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

장애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

표 1.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의 학대 개념 비교(서해정 외, 2016)

1960년대에 Kempe가 ‘매 맞는 아이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아동 학대가 의료인과 

학자들의 연구관심이 된 동시에 즉각적 대책을 요하는 심각한 사회문제

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Birrell과 Birrell(1968)의 연구

에서 장애아동의 학대를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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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한 바와 같이 장애아동 학대는 주로 신체 학대나 방임과 같은 

제한된 개념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신체적 

학대, 방임 그리고 성 학대로 세분화하여 학대사례의 출현율을 검토하기 

시작한 1980년대 들어서면서 장애아동의 학대는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

라 성 학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러다가 1990

년대 중반부터는 신체 학대, 방임, 성 학대의 정의도 더 다양한 행동들

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서 학대의 개

념까지 포함하게 된다. 

최근 들어 아동의 발달 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환경을 아

동학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흐름(문선화, 2005; 한미현, 2006)과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기존연구의 흐름을 살펴볼 때 장애인 학대에 대한 개념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실질적 혹은 잠재적 학대행위와 방임을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확

장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는 아동학대행위의 기준을 그

림 1, 2와 같이 자가 점검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점검표에 제시된 

문항들을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 행위가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를 유형화하면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

대, 방임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된다(김유리 2009).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신체적 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직접적

으로 아동의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

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

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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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행위를 신체적 학대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

문기관, 2002).

2) 성적 학대(sexual abuse)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아동에

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말한다. 이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김유리, 2010a). 즉, 아동에 대해서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와 아동에 대한 일체의 

성폭력이 성적 학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권세경, 이은정, 2016). 

3)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자아를 위협하는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로 

아동에게 가해지는 언어적·정서적·위협·감금이나 억제·기타 가학적

인 행위를 의미한다(Kim, 2008). 정서적 학대의 범위는 아동을 무시하거

나 거부 혹은 애정이나 칭찬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소극적 형태의 학대

와 지속적으로 고함을 치거나 위협, 공포, 트집 잡기 혹은 아동에 대한 

언어적 거부 등과 같은 적극적 형태의 학대를 모두 포함한다(강동욱, 문

영희, 2011).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행위, 집 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 거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

을 괴롭히는 행위, 삭발을 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

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않거나 필요한 

발달적 자극을 주지 않는 등의 태만도 포함된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정서적 학대과정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그 결과가 당장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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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간과될 수 있다(권세경, 이은정, 2016). 그러나 정

서적 학대 행위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함으로써 대인관계나 사

회적응에 장애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곽병선, 

2005). 

4) 방임(neglect)

방임이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

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박은미, 윤혜진, 2008). 천

세영과 남미정(2000)은 외부적 원인에 의해 학교와 교육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소극적 차원에서의 교육적 방임으로 분류하였고 좀 더 적극

적인 차원의 방임으로 교육기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 방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학교의 교육적 처치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육의 본

질에서 벗어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아동의 입장에서 교육적 결손이 발생

한다면 이것 또한 분명한 교육적 방임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런 맥락

에서 장애인의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의료적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

하는 모든 경우가 방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김유리,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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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동학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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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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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아동 학대의 발생 현황과 원인

최근 들어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많

은 연구가 발표되면서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보다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

이 크고, 실제로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비장애아동보다 많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Giardino et al, 2003; Hershkowitz, Lamb & 

Horowitz, 200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Spencer 등(2005)은 발달장

애아동이 다른 유형의 장애아동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이 아동 학대를 경

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Sullivan과 Knutson(2000)은 발달장애아동이 비장

애아동보다 신체 학대 3.8배, 성 학대 4.0배, 정서 학대 3.8배, 방임은 3.7

배나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Giardino 등(2003)은 진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지적장애, 지체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 범주성 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아동들의 의료기록,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 및 심리상담 기록을 검토한 후 장애아동 중 18%

가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경험하였으며, 그들의 38%는 여

전히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Benedict 등(1990)도 지적장애아동의 의료기록,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 치

료 기록을 검토하여 지적장애아동의 약 11%가 신체학대, 성학대 및 방

임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처럼 문서기록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Verdugo와 Bermejo 그리고 Fuertes(1995)는 장애아동과 오랫동

안 관계를 맺어온 담당의사, 사회복지사, 심리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

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학대의 발생률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

과 장애아동들의 11.5%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을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났다.

Briggs(2006)는 116명의 지적장애아동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아동 학대 

경험에 대해서 면담을 하였는데, 연구에 참여한 아동 중 32%가 자신의 

성 학대 경험을 연구자에게 보고하였음에도 학교 상담교사는 그보다 높

은 44%가 성학대 피해자라고 추측하여 장애아동의 학대가 훨씬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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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보여주었다. Terol(2009) 또한 정신보건센터 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15명의 지적장애 여아를 면담하였는데, 그들의 50%정도가 오랜 기간 동

안 여러 번 성학대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Shumba와 Abosi(2011)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아동과 청

각장애 아동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신

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의 경험에 대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자들은 이 연구에서 학대의 4가지유형별 발생률을 산출하는 대신 각 학

대유형 내에서 학대행위를 더 세분화화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신체학

대 중 손으로 맞거나 물건으로 맞은 장애아동이 각각 9%, 7%를 차지하

였으며, 어른이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지는 성학대를 경험을 한 장애아

동이 각각 23%, 19%, 18%였다. 한편, 조롱이나 멸시 같은 정서학대를 경

험한 아동도 20%정도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장소는 아니어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피해 장애아동 중 발달장애아동은 

66.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

관, 2013).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장애인 학대 상담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 장애인 인권상담 

전화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상담은 6,872건으로, 2014년 학대 상담

은 1433건, 2015년 2382건, 2016년도 상반기 2,10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보다 2016년에 학대사례가 약 2배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아 국내의 

장애인 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 유형을 응답한 상담 총 6518건 

중 지적장애가 3,376건을 차지하여 가장 빈번하게 장애인 학대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학대 가해자의 성별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 가해자가 

2,352건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869건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김유리(2010b)는 이러한 장애아동 학대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하여 비장애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이 학대에 더욱 빈번하게 노출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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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원인을 그림 3과 같이 장애아동 특성, 부모 특성, 학교환경 특성, 

사회문화 특성으로 나누어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선, 많은 선행 연구들은 장애아동의 손상에 기인한 취약성이 학대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장애아동은 의

사소통 능력의 부족, 자기보호능력의 부족, 학대에 대한 이해 부족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능력의 부족으로 학대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Sobsey, Randall, & Parrila, 1997). Belsky(1993) 또한 성별과 연령, 장애 

여부, 기질, 문제 행동과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애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호자의 부족한 양육기술과 인

식 또한 장애아동 학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옥(2008)

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행동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비장애아동 부모에 비해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녀 행동 영역을 

제한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강압적 양육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에서

는 학대 행위자의 유형 중 약 83%가 부모이고, 학대발생장소의 약 86%

가 가정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호자의 이러한 부정적 양육 태도는 

자녀의 장애 진단으로 인한 절망과 심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

로 설명되기도 한다(최윤영, 이경준, 2013).

보호자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 또한 장애아동 학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대문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교수

자 대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동이 보이는 징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김영한, 

2006; 오승환, 2001; 정채옥, 2002). 실제로 아동학대 관련 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교사는 아동 학대 사례 발견 시 올바르게 대처하

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Crenshaw, Crenshaw, & 

Lichtenberg, 1995) 학대의 부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교사일수록 

학대에 대한 신고 및 중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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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Reyome & Gaeddert, 1998).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사에 의한 학대사

례가 매우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전국 

아동 학대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사랑의 매’라는 이름 하에 교사에 의

한 학대 사례가 27건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장애아동 학대는 수업현장에서 장애아동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교수자

뿐 아니라 지도 현장에 배치되는 보조인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데, 이 경우는 주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장애아동을 제압하기 

위해 신체적 힘을 사용하거나 체벌을 하는 등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Cambridge, 1999). 해당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물리적 통제가 효과적인 

경우 적절한 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심각

한 학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 있다(Sobsey, 1994). 이러한 문제는 적절

한 훈련과 감독을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 측의 무관심에 의해 비롯된다

(Giangreco, Broer, & Edelman, 2002).

일반적으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는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큰데, 이 또한 장애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즉,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부정적 인식이 

장애아동의 가치를 평가 절하 하여 학대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이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정서적 상처를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학대를 가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Mansell, Sobsey, & 

Moskal, 1998).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대행위를 사회적으로 대수롭

지 않은 행위로 치부하여 쉽게 용납하게 되는 데 있다(Golds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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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김유리, 2010b)

이와 같은 학대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과 관점으로는 사회학습이론, 

사회문화적 관점, 사회정보처리 이론 등이 있다.

1)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은 인간이 사회 환경 속에서 학습하는 행동에 관심을 두

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의 행동과 이러한 행동을 관찰하여 학

습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내적이고 인지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학습이론이란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내적이고 인지적인 과정과 사회

환경의 영향력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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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습이론에서는 학대의 가해자가 학대행위를 인식 및 학습하여 모

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학대 가해자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환

경에서 성장했을 때 이들이 학부모나 교수자가 되었을 때 자신이 경험했

던 억압적 교육방식을 토대로 자신의 자녀나 가르치고 있는 학생을 학대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학습이론에서의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대 가해자의 피학대 경험,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 

폭력 허용도 등이 있다.

2) 사회문화적 관점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사회문화적 관점은 아동과 가족이 속한 사회 

환경과 문화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한혜선

(2008)은 학대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환경 내에는 수많은 가치가 중

첩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치의 혼란이 학생의 지도 혹은 자녀의 양육 태

도와 인식, 가치, 역할,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 주변에 지지해

줄 체계가 부재하기에 올바른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곳이 없고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지라도 이를 인식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전희, 2004). 이러한 양상은 장애아동과 그 보호

자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보호자가 장애자녀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므로 타인과 접촉할 기회가 적고, 이 때문에 공식적 또는 비

공식적인 지지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더 큰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

하게 된다(배경희, 정영숙, 2008). 실제로 사회적 지지망의 강화로 장애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학대발생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

구 결과는 장애아동의 학대요인으로서 사회적인 배려와 지원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윤혜미, 2000; Kotch et al., 1997).

오은영(2013)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서 부모가 자녀

를 소유물로 인식하여 양육에 대한 태도와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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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양육하는 

행위를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사회적으로 묵인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와 사

회적으로 소외되는 보호자의 독특한 위치 속에서 장애아동은 더 큰 학대

의 위험 속에 노출되는 것이다. 

3) 사회정보처리 이론

개인의 경험을 기초로 형성된 인지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중재

하는 핵심요소라고 설명하는 사회정보처리이론에서는 환경 자체에 학대

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기보다는 행동을 해석하고 이를 인식하는 가해자

의 사회정보처리능력에서 학대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구차순, 2008). 다

시 말하면 학대의 발생원인은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가 관련 정보를 어떻

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가에 있다는 것이다. 

사회정보처리이론에서는 학대의 발생 과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단

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정보 투입의 단계’와 

‘투입 자료에 대한 해석 단계’이다. ‘사회 정보 투입의 단계’에서는 

학대의 가해자가 학대 대상자에 대해 가지는 인식의 결함으로 학대 피해

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왜곡과 편견을 가지게 되어 이들에 

대한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가치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Milner, 2003). 장애아동 학대의 가해자들은 도전 행동 혹은 문제 행동이

라 명칭되는 장애아동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당혹감과 불안감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복, 1987). 이는 장애아동의 행동

에 관한 정보 처리 과정의 해석 단계에서 장애아동의 행동에 대한 정보

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학대가해자는 장애

아동의 행동을 더욱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자신이 무력감의 

원인을 장애아동 탓으로 돌리며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대처 행동을 수반

하게 된다(Monte, Depaul, Miln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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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정보통합 실패의 단계’와 ‘양육 행동 및 기술 결핍의 

단계’이다. ‘정보통합 실패의 단계’에서는 장애아동의 행동을 이해하

려는 노력 없이 즉각적으로 처벌하려고 하게 되며 이미 처벌을 대처 양

식으로 결정한 후에는 ‘양육 행동 및 기술 결핍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어 학대와 같은 부정적 양육 행동을 조절하는 통제력이 부족해지게 되

어 결국 장애아동을 학대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처럼 사회정보처리 이론

에서는 학대를 가하는 주요 가해자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가해자의 학대

에 대한 인식, 의사표현 방식, 양육 스트레스, 체벌 허용도 등의 다양하

고 복합적인 요인들을 학대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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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학습이론 사회문화적 관점 사회정보처리이론

이론 

및 

관점의 

초점

§ 사람들의 행동

은 개인과 환경

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거

나 학습됨

§ 개인과 그 가족

이 속한 환경

(문화)적 요인들

에 초점을 맞추

어 사건을 해석

함

§ 한 개인은 경험

을 기초로 인식

과 정서의 도식

을 개발하여 외

부사건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중재하는 활동

에 영향을 미침

학대 

원인에 

대한 

설명

§ 개인의 특성이 

아닌 역기능적 

아동양육 방법 

학습 또는 학습 

부족으로 학대 

발생

§ 아동과 그 가족

이 속한 환경적 

요인(지역사회

에서 이웃과의 

관계, 문화에서

의 아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으로 인해 학대 

발생

§ 환경에서 정보

를 받아들여 양

육자가 이를 해

석하고 인지하

는 과정에서 처

리능력의 문제

로 학대 발생

학대 

원인의 

요인

§ 원 가정 내에서

의 학대, 아동 

학대 행위에 대

한 인식, 폭력 

허용도 등

§ 사회적 고립감, 

지지체계, 체벌

에 대한 허용

도, 아동(특성)

에 대한 인식 

및 양육태도 등

§ 양육자의 학대

에 대한 인식, 

양육자의 의사

표현방식, 배우

자에 대한 태

도, 양육자의 

스트레스, 체벌 

허용도 등

표 2. 장애아동 학대원인에 대한 이론 및 관점(권영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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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대가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는 장애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악영향은 일생동

안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최복천 외,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

애아동들도 비장애아동들과 마찬가지로 학대에 기인한 후유증을 크게 학

업, 사회성, 정서적 측면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kbas 

et al., 2009; Mansell, Sobsey, & Moskal, 1998). 먼저 학대는 장애아동의 

학업성취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Jonson-Reid 등(2004)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의 현황을 조

사한 결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이 특수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신체적 학대를 경험

한 장애아동이 가장 많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어 신체 학대가 장애아동의 

학업능력을 훼손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Sullivan과 Knutosn(2000) 또한 

학대 경험 여부에 따른 장애아동의 읽기 점수와 수학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학대가 장애아동의 학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학대는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장애아동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seroff 등(1999)은 학대를 경험했던 

장애아동은 자기 통제력과 사회성 기술이 부족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

는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Mansell 등(1998) 또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공격 행동과 자해 행동과 같은 다양한 문제 행동

을 표출했다고 보고하였다. Pan(2007)은 학대를 경험했던 지적장애아동

의 약 50%가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겪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주의집중

의 어려움, 지나친 걱정, 울분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Reiter등

(2007)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에게 학대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비장애아동의 48%가 학대로 인한 부정적 정서 경험을 

보고한 데 반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무려 74%가 학대로 인해 부정적 

정서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Oseroff 등(1999)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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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해 장애아동의 68%가 낮은 자아존중감, 62%가 주의산만, 57%가 울

분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학대를 경험한 장애아동은 우울

증과 악몽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seroff et al., 1999; Mansell et al., 1998). 이처럼 학대는 장애아동의 

사회 및 정서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라. 장애아동 학대관련 선행연구 고찰

장애인 학대 문제에 심각성이 대두 됨에 따라 장애인 학대 관련 연구

들이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국내특

수교육학계에서는 2003년 발표된 주혜영과 박원희의 ‘초등학교 통합교

육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침해에 관한 소고’라는 연구를 기점으로 장애인 

학대에 관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통합교육 

상황에서 집단 따돌림, 차별, 교육적 방임, 체벌, 과잉보호를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문제로 규정하고 제대로 된 장애이해 교육이 선행되지 않

는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한(2006)은 119명을 연구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특수학교 

교사의 아동 학대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여교사가 남교

사보다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았지만, 이러한 인식 차이가 교사의 직위

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수 및 교육의 

유·무에 따라 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학대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교사가 그렇지 못한 교사보다 학대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일과 임종호(2010)는 아동 학대 신고에 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연구 결

과 아동 학대 사례경험에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신고 경험은 일반 교사가 특수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 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 별로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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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례경험이 있는 특수교사는 사례 경험이 있는 일반 교사보다 학대

상황에서의 대처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 학

대관련 교육에 참여할 의향은 교육경험과 사례경험의 유, 무에 상관없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특수학교 출장 연수, 학교 내 사례회의 개

최, 학교 관리자의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논하였다.

최복천과 김유리(2014)는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문헌고찰 연구를 통해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을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학교 측에서

는 개인 안전 프로그램 제공, 부모교육 실시, 아동 학대 신고 촉진, 장애

관련 서비스 제공자 훈련 및 감독, 장애아동 학대 예방 홍보가 필요하다

고 제언하였다. 또한, 김유리(2013)는 아동 학대에 대한 지적장애 특수학

교 교사의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결과, 특수교사

는 지적장애아동에게 행해지는 학대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부당

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대 인식에 대한 특수교사의 성별, 전공별, 담

당학급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교직 경력에 따라서는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특수교사의 아동 학대 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특수교사의 절반 이상은 아동 학대 관

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아동 학대 대처 방법,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상담 및 지원 등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복천과 김유리(2016)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학대사례 총 6,403건 중 장애아동 학대사례 256건을 선

정하여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연구 결과, 전체 아동 학대 사례 중 

4.0%가 장애아동 학대사례였으며, 장애 남아보다는 장애 여아가 더 많은 

학대를 경험하고, 초등학령기의 장애아동이 가장 많은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아동이 학대 사례

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특히 경도 지적장애아동이 가장 위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대행위자는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부모였으며, 신고 비의무자에 의한 학대 신고가 신고의무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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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다 높았고, 신고의무자 중 교사가 신고한 경우는 매우 소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치료서비스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기보다는 원 가정에 보호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원 서비스 강화, 보호시설 확대, 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 신고의무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

언하였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동석, 박수인, 허주현(2016)은 

우리나라에서 ‘염전 노예’사건으로 잘 알려진 염전지역의 피해자를 중

심으로 발달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발생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였

다. 연구 결과, 학대 피해자가 학대지역으로 유입된 원인을 ‘개인적 취

약성’, ‘상처가 된 원 가정’, ‘지역사회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부족과 

기피’, ‘사람 매매가 가능한 사회’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학

대발생지역으로 유입된 이후 학대가 지속하는 원인으로는 ‘심화 된 개

인적 취약성’,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환경’, ‘가해자에게 의존한 

삶’, ‘도와주지 않는 지역사회지원체계’, ‘노예노동을 가능케 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계에서 진행된 장애인 

학대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장애인 학대의 발생률 또는 장애인 학대

와 보호자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학

대 문제와 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교사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왔을 뿐 구체적인 교육현장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교사가 장애아동을 학대하게 되는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었다. 한편, 체육 지도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에도 특수체육학계에서는 관련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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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체육지도자

가. 특수체육지도자의 교수 행동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외부요인들이 교육의 효과나 질을 좌

우하는 주요 변수로 언급되어왔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요소들

을 구체적 실천이 되도록 적용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

체의 움직임을 주요 매개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특수체육지도자들은 체

육수업에서 자신의 경험과 신념에 기대어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교육환경

을 구성하여 장애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체육수업을 제시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특수체육지도자는 체육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체이며 체육

수업의 질은 특수체육지도자의 질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강

유석, 2007).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수업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국내외 학계에서는 특수체육지도자의 교수활동에 대한 이

해를 돕는 연구물들이 제시되어왔다. 

최정환(2000)은 특수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해 특수체육 교사의 교수 방법에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특수학교 체육교사들은 자신의 신념과 근무환경

의 상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수정 및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이들은 교수 방법 중 교수와 행동관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의 유연성’을 유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수준 차이가 다른 장애아동

들의 최대 참여를 촉구하고 동일한 과제제시와 연습시간 단축을 위한 

‘변형수업’, 학생들의 장애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수준에 맞는 ‘과제

제시’, 교수의 부담을 덜어주고 모델링 효과를 위한 ‘동료교수’, 수

업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동기유발’,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학생통제’, 적절한 ‘피드백 적용’ 등의 구체적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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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지도 상의 주요한 특이점으로 나타났다. 강유석(2005) 또한 특수

학교의 체육수업을 이해하기 위해 진행한 문화 기술지 연구에서 체육교

사들이 취하는 교수활동의 특성을 ‘현실지향적 편의성’, ‘상호작용의 

부재’, ‘변형과 선택’으로 규정하였다. 노형규와 오광진(2005)은 특수

체육지도자의 실행적 지도방법으로 ‘효과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행동관리’ 그리고 ‘과제분석’ 및 ‘신체활동의 효과적인 구성’을 제

시하였다.

탁정근(2006)은 내용숙달, 학습과정, 자아실현, 사회책임, 생태통합과 

같은 특수체육지도자의 가치 선호에 따른 교수 행동의 특징을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내용숙달의 가치를 선호하는 교사들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수 행동의 특징은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

한 ‘반복학습’과 ‘개별지도’로 나타났다. 학습 과정의 가치를 선호

하는 교사들의 수업에서는 과제분석을 통한 ‘단계적 학습’과 ‘적절한 

언어적 피드백’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방법과 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실현의 가치를 중시하는 교사들은 

그룹활동 수업 내에서 수준별 지도 방법을 활용하는 지도전략을 선호하

고 있었으며, 교사의 역할을 주도적이기보다는 적절한 교육적 단서를 제

공하는 보조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사회책임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사들

의 수업은 ‘동료 교수’와 ‘단체활동’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태통합의 가치를 선호하는 특수체육교사들은 장애아동들이 

수업 전과 후에 운동기구를 스스로 설치하고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학습

자들이 선호하는 활동을 수업과제로 선정하고 학생 스스로 운동기구를 

선택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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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과 한민규 그리고 손천택(2000)은 특수체육지도자의 여러 교수 

행동 중 학생에게 제시하는 언어 피드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적인 분석

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다음의 세 가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특수체육지도자는 일반체육지도자처럼 주어진 시간 동안 사회적 행동관

련 피드백보다는 스포츠 기능관련 피드백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하고 있었

으며, 사회적 행동관련 피드백에서는 잔소리가 가장 지배적인 피드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 기능관련 피드백은 교정적 피드백과 긍

정적 피드백이 함께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사회적 행동관련 피

드백과 스포츠 기능관련 피드백 모두에서 역정이나 부정적 피드백이 매

우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특수체육지도자는 학생들의 사회

적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 피드백보다는 일반적 피드백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스포츠 기능의 수행과 관련해서는 일반적 피드백과 구체적 피

드백을 균형 있게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특수체육지도자들은 운동수행

의 전체적인 모습을 칭찬하거나 구체적인 동작을 교정적 피드백으로 수

구분 교수 행동의 특징

내용숙달
§ 변형과 선택을 활용한 효과적 지도

§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반복 학습과 개별지도

학습과정
§ 과제분석을 통한 단계적 학습

§ 언어적 피드백의 효과적 사용

자아실현
§ 수준별 지도와 그룹 활용

§ 보조자로서 교육적 단서 제공자의 역할

사회책임
§ 동료 교수 방법 활용

§ 개인 운동보다 단체운동지도

생태통합
§ 학생들이 수업환경을 구성하도록 유도

§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활동을 수업과제로 선정

표 3. 가치 지향에 따른 교수 행동의 특징(탁정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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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교사교육의 배경에 따른 특수체육 전공교

사와 일반체육 전공교사 간의 피드백 내용이나 구체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asma와 French(1994)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불안정한 정서장애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체육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 및 자

폐성 장애 학생들에 대한 특수체육 지도전략을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걸쳐 제시하였다. 심동적 영역에서는 ‘개인 중심의 활동’, 

‘다양한 자원의 활용’, ‘강화 활동’, ‘촉각적 단서 제공’, ‘프로

그램의 단계적인 적용’, ‘개별화 지도’, ‘유기적인 평가’, ‘게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지적 영역에서는 ‘교내 또는 교간 스포츠 활

동의 적극적 참여’, ‘올바른 의도전달’, ‘규칙과 규범의 적용’, 의

사소통 방식의 취약점을 감지하기 위한 ‘눈과 몸동작의 관찰’ 등이 포

함된다. 정의적 영역에서는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 ‘특정 활동 전 

친밀감 형성’, ‘일관성 있는 교육 태도’, ‘이완활동 및 비경쟁적 활

동 적용’,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교사중심의 지도방식’, ‘수업

환경의 구조화’, ‘학생에게 활동 선택권 제공’ 등의 지도 방법을 제

시하였다.

 Ellery(1995)는 특수체육교사들이 장애아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

해서는 장애아동의 신상명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현재 임상적인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개별화 교육을 충실히 작성하여 이를 교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통합에 대한 적합한 판별 및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에 언급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결과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크게 ‘변형수업’,‘동료 교수’,‘개별화 지도’ 등이 특수체육

수업에서 특수체육지도자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교수 전략임을 알 수 

있다(강유석, 2007). Seaman과 Depauw(1988)는 변형수업이 수준 차이가 

큰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하였으며 

Dunn(1997)은 발달 지체 학생들의 독특한 특성에 적합한 변형수업은 성

공적인 학습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Winnick(200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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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들의 성공적인 수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활동변형이 꼭 필

요하나 모든 상황에 효과적이거나, 활동을 위한 모든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활동변

형은 장애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특성을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적용되어

야 한다. 또한, 활동 변형 시 지도자는 활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은 고수하되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수행해왔던 활동들과 가능한 유사한 

맥락 속에서 활동을 수정해야 한다.

  동료 교수는 동일 연령대의 학습자가 또래 교사의 역할을 맡아 개별

화된 지도를 요구하는 다른 또래에게 교수를 제공하는 방법이다(Jansma 

& French, 1994). 동료 교수 방법은 통합체육수업에서 특수체육교사들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도 전략 중 하나로 직접 교수 방법보다 유용

하다(Sidentop, LaMaster, Gall, & Kinchin, 1998). 동료 교수 방법은 장애

아동의 사회적응과 동기유발에 효과적이며 체육수업 시 학생들의 실제학

습시간을 증가시키고(Lieberman, Newcomer, McCubbin, & Dalrymple, 

1997) 체육수업 시 학생들의 과제참여시간과 과제에 대한 반응기회를 보

장해 준다(Houston-Wilson, Dunn, van der mars, & McCubbin, 1997). 또

한, 동료 교수는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화된 교

수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수준과 처리를 나타내는 학습자 집단에 

효과적이며(Lane, 1997), 통합학급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동료 교수효과(Block & Vogler, 1994)에 대한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개별화 지도는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에 적합

하도록 조정된 교육내용과 그것을 지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교사는 구

체적인 개별화 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을 작성하고 

적용 및 평가함으로써 다양한 장애아동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

키게 된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IEP는 부모, 교사 및 행정가가 학생에게 

어떤 교육적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관리

(management) 도구의 기능과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및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점검(monitoring) 도구로서의 기능(Bu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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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tt, 1994), 계획된 목표와 학생의 진보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는 평가(evaluation) 도구의 역할(Morgan, 1981)을 한다. 장애

아동교육현장에서 IEP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1975년 통과된 미국의 

전장애아동교육법(PL 94-142)에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제공이라는 맥

락에서 모든 장애아동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IEP를 

마련할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에 간접적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1998)을 제정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IEP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화 교육계획의 중요성에도 개별화 교육계획이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로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많았다(김용욱, 윤광보, 1998; 김우심, 2002; 태원섭, 박남수, 

2007). 실제수업과 개별화 교육계획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으로 

장애아동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개별화 교육계획의 내용 간의 괴리(권기

홍 외, 2015),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협력 부재(박경옥, 이병혁, 2011), 수

업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개별화 교육계획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윤광보, 

2008) 등이 제기되고 있다.

나. 특수체육지도자의 지도 경험

  교육의 질이 곧 수업의 질을 의미한다면 수업의 질은 곧 교수자의 

질에 달렸다. 교육의 질을 제공하거나 평가할 때 가장 우선으로 고려되

는 대상이 교사인 것처럼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교사의 경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교사 개개인이 습득

한 실제적 이론과 교수법, 우수한 교육과정 또는 교직적응에 관한 유익

한 정보들을 얻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에는 많은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경험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학술적 유

익을 위해 일반교육현장에 있는 체육교사들의 수업 경험에 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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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수체육수업을 운영하는 특수체육교사들에 

대한 연구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특수체육지도자의 

수업운영경험 연구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웅배와 구교만(2017)은 특수학교에서 체육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특

수교사 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이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걱정거리를 분석한 바 있다. 연구 결과, 특수체육교사들은 체육수

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개별화 교육’, ‘학생들의 참

여’, ‘수업 환경’,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안전문제’를 걱정하

고 있었다. 둘째, 특수학교 교사들은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수업 내용 선정 및 운영’, ‘학생들의 장애’, ‘수업환경’ 그리고 

‘안전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 셋째, 특수학교 교사들은 체육 수업 

시 학생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 및 방법’, ‘목표 성취’, 

‘학생 요인’, ‘평가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평가 환경’을 걱정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효경과 김승재(2014)는 발달장애인을 지도하는 특수체육교사를 대

상으로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통해 체육수업의 지도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특수체육교사들은 학교상황에 따라 수업의 구조를 바꾸고, 장

애아동의 인지능력 부족과 장애 중증화로 체육수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모둠별 지도로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지속

적이고 반복적인 지도로 학생의 변화를 목격하였고, 시설이 제대로 갖춰

지지 않은 환경에서 체육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진복과 이경일 그리고 전병운(2013)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색하였

다. 연구 결과, ‘특수교사들은 교육과정 적용의 어려움’, ‘물리적 환

경과 여건의 제한’, ‘부족한 지원과 부정적 인식’, ‘프로그램 부

족’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들은 수

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수업 속에서 혼

란스러워하며 자신감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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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만과 이웅배(2016)는 지적장애 및 정서, 행동장애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좋은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좋은 체육수업은 

학생들이 신체적인 발달을 이루고 소외 없이 모두가 참여하며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된 수업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이

들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한, ‘운동장과 체육관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교재와 교구의 부족

과 사용 시 어려움’, ‘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교사 1인당 

많은 학생 수’, ‘학생들의 개인차와 문제 행동’ 등은 좋은 체육수업

의 방해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체육수업의 소외와 일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유석

(2007)의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체육수업이 ‘서로에게 길들

여지는 수업’,‘소외시키고 소외당하는 수업’, ‘교육과정 및 개별화 

교육계획의 형식적 적용’,‘운동기구 및 장비에 대한 준비 부족’,‘적

절한 수업환경 구성 소홀’,‘교육보다 관리를 위한 수업’,‘교사 중심

의 일관 수업’,‘구조화 되지 못한 수업’,‘자주 단절되는 수업’,‘훈

련 중심 수업’,‘평가 없는 수업’,‘놀이 중심 수업’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문상진과 고진복 그리고 전병운(2014)은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지적장

애학교에서 체육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11명의 체육수업을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혼란스러운 수업’,‘수업에 제약을 받는 환경’,‘상

황에 따라 지도 교과의 변화가 많은 특수학교’, ‘적용하기 어려운 교

육과정’, ‘교사양성과정의 문제점’, ‘특수학교 스포츠 강사제도’, 

‘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주제가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경험인 

것으로 범주화되었다.

은종원과 여인성(2013)은 특수교육기관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체육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212명의 비정규직 지도자

의 직무 스트레스, 조직몰입,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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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업무의 부과’, ‘모호한 역할’, ‘불합리한 업무’가 특수체육지

도자의 직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반면 ‘교우관계’, ‘보상’, ‘능동

적이고 주도적인 업무진행’이 특수체육지도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지도현장에 대한 애착과 일체감, 의무감과 

이직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조직의 일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특수체육지도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논의하였

다. 

특수체육지도자의 지도 경험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첫째, 선행연구의 연

구참여자들 대부분이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특수학교 체육수업을 담당하

고 있는 특수교사였다. 이는 현재 많은 수의 체육학 또는 특수체육학을 

전공한 특수체육지도자들이 사회복지기관이나 사설 특수체육센터에서 활

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매우 편협한 정보만을 제공하게 될 우려

가 있다. 둘째, 특수체육지도자는 개인 및 환경적 요인으로 체육수업을 

매우 혼란스럽게 경험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

한 회의나 체육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학교환경의 문제로 장애아동에

게 체육을 지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정규과목으로서의 체육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이 안

정된 정교사였다. 현재 초, 중, 고 특수학급의 체육수업이 방과 후 교육

활동으로 전환되어 있어 비정규직 외부강사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장애

인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특수학교와 복지관의 체육교사마저 많은 수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연

구로는 고용형태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수업경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제

한이 있다(천보경, 2011). 고용형태는 특수체육지도자의 수업 질과 매우 

직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은종원, 여인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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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수체육지도자의 자질

  어떤 사람이 특수체육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

하다. 특수체육지도자는 특별한 요구를 지니고 있는 장애아동 개개인

의 신체 및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알맞은 교수를 수행해야 하

기 때문에 특수체육지도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인내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심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최정환(2002)은 특수체육

지도자의 자질은 장애아동들의 교육 효과와 직결된다고 하며 특수체육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임효경(2014)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특수체육

지도자의 자질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수체육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

질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첫째, 정서적 성숙이다. 정서적 성숙이

란 부당한 감정에 치우침 없이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말한다. 학생들을 위해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하는 특

수체육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다. 교사가 

성숙하지 않은 행동을 보인다면 학생들의 적응을 도와주기보다는 되려 

학생들의 적응장애를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내와 유머 감각이다. 장애아동의 대부분은 교육에 의해 변화하는 속

도가 매우 느리다. 따라서, 특수체육지도자가 설정한 교육목표에 도달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수이다. 또한, 주의집중력이 부족하거나 학

습된 무기력 때문에 배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즐겁고 재미있

는 학습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유머감각도 겸비해야 한다. 셋째, 

창의력이다. 특수체육교사는 창의적 통찰력을 사용하여 교구와 규칙의 

변형을 통해 매우 다양한 장애아동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

다.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교사는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창의

력을 증진 시켜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 넷째, 장애아동에 대

한 긍정적 사고이다. 장애아동 또한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그들이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별도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김기홍, 최승권, 1997). 마지막으로 수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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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다. 특수체육 지도 현장에는 장애유형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이 

있는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체육수업을 매우 체계적이고 세세하게 구성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래야 지도자의 탈진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더 효율적인 움

직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홍양자(1996)는 특수체육교사의 자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심각한 병리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아동에게 

특수체육을 지도할 때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고려해야 한다. 즉, 특수

체육지도자는 의학적 지침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야 한다. 둘째, 장애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

감을 느끼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셋째, 특수체육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적합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넷째, 장애아동들

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에 대한 중요성을 인

식하여 항상 그들에게 열정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에 부적응한 장

애아동에 대해서 항상 친밀감을 유지하고 장애아동이 가지고 있는 장

애보다는 능력에 초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 또한, 최승권과 정기래

(1994)는 특수체육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철저한 사명감’, ‘특수아

동에 대한 기초 지식’,‘창의적 능력’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노형규와 오광진(2005)은 발달장애아동의 신체활동 지도를 위한 특

수체육지도자들의 준비요건으로 장애아동 및 특수체육에 대한 개인적

인 철학과 태도, 인내력과 긍정적 사고 등의 ‘내적 충실함’이 우선

적으로 중요하며, 구체적인 지도 상황에서 과제분석이나 신체활동 구

성 능력, 의사소통 기술, 변형활동 제시 등의 ‘실행적 지도방법’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특수체육지도자가 지녀야 할 이론적 기반

으로 운동학습과 운동발달, 교육과정, 측정평가에 대한 체육학적 지식

과 장애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개별적인 행동 및 정서 특성에 관

한 체험적 지식이 중요하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신체활동 지도 능력

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홍양자와 이현주(2004)는 발달장애 학생의 학부모가 기대하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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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의 자질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부모 대부분이 ‘특수

체육학과를 졸업한 교사’로 특수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했고, 특

수체육교사의 성품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긍정적인 생각

을 하는 교사’와 ‘사랑이 넘치고 온건한 교사’를 선호했으며 특수

체육지도자의 역할 기대에 대해서도 ‘교사의 인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능력별 교육’,

‘성실한 지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학부모가 특수체

육교사들의 인성적인 측면의 자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승애(2006) 또한 발달장애학부모가 기대하고 있는 특수체육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다. 연구결과, 학부모가 기대하

는 특수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은 20대의 남자교사였으며 인내심이 강

하고 유머가 있는 교사로 특수체육학과를 졸업한 교사를 선호하였다. 

또한, 특수체육 중요영역에 대하여 특수체육에 대한 학력과 지식보다

는 학생을 따듯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는 교사를 선호하고 있었다. 특

수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로는 교사의 인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실한지도, 학생의 자아발견 기회 제공, 동기

유발, 사회성 교육, 전문적인 지식, 장애유형과 능력에 따른 교육, 재활

치료, 운동기술 습득, 체력 및 건강지도 순으로 나타났다. 

  조영희(2009)는 Manross와 Templeton(1997)의 체육교사의 전문성 연

구를 인용하며 특수체육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다음의 특성을 

언급하였다. 첫째, 수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특수체

육지도자는 전문교사로서, 개개인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개

별화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특수체육지도자는 고도의 지각능력

을 바탕으로 수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정확히 인지하고 예측해야 

한다. 넷째, 특수체육지도자는 풍부한 경험과 교과지식을 가지고 지도

유형과 행동에 융통성이 있으며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자동화된 행동

을 해야 한다. 다섯째, 창의적인 피드백으로 반응해야 한다. 여섯째, 교

과지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운동기능 이해와 발달 측면에서 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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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일곱째, 특수체육지도자는 지속적

으로 자신의 지도 행동을 평가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동

원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기회를 자주 얻어 자기 스스로 반성하

는 탐구를 해야 한다. 

  이 밖에도 김경숙(2005)은 ‘장애아동의 이해’, ‘학생 개개인의 정

서 및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지도’,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교

사로서 가져야 할 ‘사랑과 봉사의 마음’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ytle와 Hutchinson(2004)는 특

수체육지도자가 상담사로서의 역할이 성공적인 특수체육 현장 적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Dempsey(1987)와 Suphawibul(1990)

은 미국체육학회(AAHPERD)에서 특수체육교사만이 가져야 할 자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일반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분 일반체육교사 특수체육교사

생리학
§ 생리학적 이론에 기반을 

둔 체육수업을 구성한다.

§ 장애유형에 따른 생리학

적 특성을 고려한 체육수

업을 구성한다. 

스포츠

§ 스포츠의 윤리적, 사회

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

하고 그 필요성의 중요함

을 인지한다.

§ 스포츠가 장애인을 위한 

삶에 어떻게 중요한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다.

운동학습

§ 운동기술을 지도함에 운

동 학습적 이론을 적용하

는 능력이 있다.

§ 운동학습이론을 이해하고 

특히 장애아동을 지도함

에 있어 학습동기 유발의 

기술을 겸비한다.

표 4. 일반체육교사와 특수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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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수체육과 윤리문제

  장애인체육 지도 현장은 특수체육지도자와 손상을 지닌 학생 또는 

선수가 함께 교육적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지도자와 학생, 지도자와 학부모, 지도자와 지도

자 간의 상호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이치는 장애인 체육 지도 현장

을 건강하게 유지 시켜 주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윤리

철학

§ 체육의 철학적 의미를 이

해한다. 체육 활동을 통

한 인간 표현의 정체성을 

이해한다.

§ 특수체육의 철학적 배경

을 이해하여 현재의 철학

적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

을 인지한다.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통한 철학적 

의미를 이해한다.

프로그램 

목적 및 

학습 목표

§ 체육학습의 목적을 이해

하고 학습 목표를 세울 

수 있다.

§ 장애아동의 심동적, 인지

적 영역에 적합한 지도 

목표를 세우고 지도안을 

개발하는 능력이 있다.

평가
§ 학생의 진보상황을 평가

할 수 있다.

§ 특수체육의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능력 및 적절한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

다.

개별화 

교육

§ 학생의 현재수준을 가늠

하고 개인에 적합한 적절

한 교육을 실시한다.

§ 수행분석에 따른 적절한 

교육방법을 구사하여 장

애의 특성 및 개인의 요

구에 맞는 학습지도를 병

행한다.

건강 고려

§ 체육 활동에 참가하는 학

생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다.

§ 장애아동이 복용하는 약

의 종류 및 그 효과를 이

해하고 피로, 질병, 자세 

및 영양상태가 장애아동

이 운동수행에 끼치는 영

향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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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중요함에도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경기력 발달 수준에 비해 스포츠 

윤리 의식이 지체되는 현상을 보여왔다(이학준, 2014), 그러나, 특수체육

현장의 윤리적 문제들이 최근 이슈화됨에 따라 관련 연구물들이 등장하

기 시작했다. 

2012년 대한 장애인 체육회는 장애인체육(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장

애인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체육지도자들의 비윤리성을 조사

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장애인스포츠인 권익보호 센터를 개

설하여 장애인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제공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장애인체육 비리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정

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김민창, 2017).

이용호(2014)는 특수체육지도자의 비윤리성을 탐색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가 급속하게 발전했지만, 표면화되지 

않는 윤리문제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비윤리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윤리교육을 통해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장애인체육 지도현장의 윤리성을 회복하기 위한 연구물들이 속속 제시

되고는 있지만, 윤리성이라는 중요성과 그 의미가 내포하는 광범위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시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사례가 문제화되고 있음

에도 이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까지 진행된 관

련 논문들을 살펴보면 윤리강령과 관련된 논문이 2편(이승철 외. 2011; 

이용호, 2014), 도핑관련 논문 3편(김석현, 2014; 김진아, 2014; 안영환 

외, 2015) 운동선수의 인권 관련 논문 1편(윤석민, 2015), 승부조작 관련 

논문 1편(김민창, 한민규, 2017)에 불과하다.

외국에서 진행된 특수체육 관련 윤리문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제장

애인스포츠경기의 논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패

럴림픽 육상종목의 스포츠용 기구인 스프린트 보철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Burkeet et al., 2011; Dyer et al., 201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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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스포츠선수들의 자율신경 반사부적을 이용한 부스팅 행위와 도핑에 

관한 문제(Webborn, 1999; Van de Vliet, 2012), 그리고 종목별 공정한 등

급분류를 위한 평가기준, 등급분류 프로그램, 등급분류 방법 및 등급분

류의 문제점과 같은 등급분류의 공정성과 관련된 연구(Brasile, 1990; 

Daly & Vanlandewijck, 1999; Sherrill, 1999; Sheng 외, 2000; Higgs, 2003; 

Bressan, 2008)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밖에 특수체육분야에서 연구자들이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를 다룬 연구(Bredahl, 2008), 특수체육 지도현

장의 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를 탐색한 연구(Goodwin, Howe, 

2016) 등이 있었다. 

특수체육지도자의 윤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에는 윤리적 이론을 

토대로 특수체육 지도현장을 비판한 연구와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장애

인의 ‘상호의존’과 ‘도움’에 관한 의미를 탐색한 연구(Goodwin, 

2008), (예비)특수체육지도자의 윤리적 민감성을 다룬 연구(김지태, 이원

섭, 2012; 백승엽, 박병도, 2016)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문헌고찰 

방식과 단순 설문 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도현장에서 

특수체육지도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이 있었다. 

마. 우리나라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실태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 지도현장은 크게 장애아동에 대한 체육교육 

현장과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 선수의 훈련 지도 현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장애

인체육 지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윤리적 

문제들이 이슈화됨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2년에 장애인체육 

(성) 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대한장애인체육회, 2012). 조사결과, 합

숙, 훈련, 시합 등의 운동현장에서 운동지도자 3.3%와 특수학교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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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구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를 가한 시기는 지도자

(85.6%), 특수학교교사(35.5%) 모두 ‘훈련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구타가 운동현장에서 일어남을 나타낸다. 구타의 이유에 대해

서는 ‘상습적으로’가 30.5% ‘규율과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라는 의견이 일반 운동선수(41.2%) 특수학교교사(35.2%)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성추행 또는 성폭력피해 유무를 묻

는 질문에 모든 여성 응답자가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여

성 장애아동들의 경우에 학교 내에서 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곳의 유무

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가(90%이상)‘없거나 모른다.’라고 답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체육 지도 현장에서 여성장애인에게 빈번한 

성추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고려하

면 이러한 결과는 여장장애인들이 자신의 피해사례를 노출하기 꺼리며 

자신의 권리를 호소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음을 

나타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각되어 기사화된 장애인체육 지도자들의 

윤리적 문제들은 구체적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발달장애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폭언한 특수체육지도자

위 기사는 특수체육교사가 7살의 발달장애 어린이를 때린 사건이다. 

사설 발달재활센터에서 근무했던 가해 특수체육교사는 당시 피해 어린이

가 물을 마시다가 바닥에 뱉었다는 이유로 ‘왜 바닥에 물을 뱉어’라며 

피해 어린이의 머리를 때리고, 휴지를 던지면서 ‘네가 닦어’라고 소리

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해당 특수체육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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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뉴시스, 

2016. 8. 22).

그림 5. 보치아 종목 장애인선수를 폭행한 특수체육지도자

 

  위 기사는 국가대표 보치아팀에서 일어났던 장애인 선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것이다. 가해자였던 보치아 지도자가 피해자인 중증뇌성마

비 장애인을 훈련 중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거나 경기에서 지면 손바

닥과 심판표지판 등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속 국가대표를 하려면 돈을 달

라’며 협박해 6차례에 걸쳐 39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향

신문, 2014. 3. 5).

그림 6. 특수체육지도자가 장애인선수 상습 폭행 및 성희롱

 위 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런던 패럴림픽에서 보치아 종목 코치

가 선수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장애

인 선수에 대한 상습적 인권침해에 관해 직권조사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들은 여성선수의 신체적 부위를 언

급하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거나 따귀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



- 51 -

로 나타났다. 또한, 지도자들은 선수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반복적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장

애인체육회 회장은 이러한 행위가 지도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간과해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인권침해를 

일삼은 지도자들을 징계 처분할 때는 피해 사실을 신고한 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노컷뉴

스, 2013. 6. 19).

그림 7. 특수체육지도자가 도구를 사용해 발달장애아동 폭행 

위 사건은 서울의 한 대안학교에서 체육교사가 10세의 발달장애 학생

을 폭행했던 사건이다. 가해 교사는 피해학생이 수업에 열중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림보 막대기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고, 친구와 다툰다는 

이유로 또다시 머리를 한 차례 더 폭행하였다. 이후 폭행을 당했던 학생

은 구토 및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응급실로 옮겨져 급성 뇌진탕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스포츠조선, 2014. 9. 

13).

그림 8. 특수체육지도자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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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는 리우장애인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한창 훈련 중에 스포츠지

도자 간에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이다. 가해자인 남자 지도자가 여자 코

치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피해 코치가 곧바로 장애인스포츠인권익보호

센터에 신고하였다. 이후 장애인체육회는 조사에 착수해 법제 상벌 위원

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해당 연맹에 통보하였다(에이블 뉴스, 

2016. 9. 27).

그림 9. 유치원에서 활동수업을 하던 교사가 발달장애아동 학대

위 기사는 유치원 활동수업에서 교사가 발달장애아동을 의자에 

묶어 놓고 수업을 진행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의 내용을 담고 있

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의자에 앉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

며 우는 등 괴로워했다.’라고 주장하며 유치원 측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보조의자를 사용한 

것뿐’이라는 것이었다. 해당 사건은 담당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201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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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패러다임이란 ‘연구를 이끄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전제를 

형성하는 기본 신념체계(belief system)’로서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주요하게 바라보는 생각의 틀이다(Guba & 

Lincoln, 1994). 즉, 연구패러다임은 연구자가 세상의 이치 또는 진리에 

대해 취하는 개인적인 믿음으로서의 앎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

의 존재 방식에 적합한 특정 시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연구패러다임에 따라 연구의 방향과 과정이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된

다. 앎의 관점이 세상의 진리에 대한 인식자의 ‘믿음(Belief)’에 따라 

다르다는 이러한 정의는 특정 패러다임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깨닫게 한다(조용환, 2012).

일반적으로 연구 패러다임은 양적 연구를 대변하는 ‘실증주의’와 질

적 연구를 대변하는 ‘구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주의는 세상에 

존재하는 실재와 실재가 존재하는 법칙이 인간의 인식 외부에 객관적으

로 놓여 있다고 보는 견해다. 전통적으로 자연과학 연구방법에서 사용하

는 양적연구를 연구의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실증주의 패러다

임에 입각해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특수체육학에서는 질적연구가 등장하

기 전인 2000년대 이전에 자연과학적 전통을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물들

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경준, 이원일, 김영준, 2011). 그러나, 

실증주의적 연구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이 의학에 기반을 둔 치료적 관점

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변화됨에 따라 특수체육학문 내에서 많은 비

판에 직면하게 되었다(DePauw, 1977, 2000). 구체적으로 실제현장의 맥락

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유발하게 하는 연구 결과의 

비맥락성 문제(Bredahl, 2008; DePauw, 1997, 2000; Emes, Longmuir, & 

Downs, 2002; Goodwin, 2008; Goodwin & Thurmeier, 2004; Gre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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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Shogan, 1998; Standal, 2008; Sullivan, 2005),‘무엇을 

혹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효과의 일반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의 윤리적 문제(Bredahl, 2008; DePauw, 2000; Standal, 2008)와 장애

인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신체활동을 통해 이들을 ‘정상’그룹으로 편

입시키려는 정상화 문제(DePauw, 1997, 2000; Goodwin & Thurmeier, 

2004; Grenier, 2005, 2006, 2007; Shogan, 1998; Standal, 2008; Sullivan, 

2005)등이 주요한 실증주의 전통의 특수체육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

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특수체육학계에서는 구성주의 전통의 새로운 

앎의 방식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으며(Goodwin, 2000; Goodwin & 

Watkinson, 2001)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질적연구는 

현재 특수체육학문의 지식생성 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방법론

으로 자리매김하였다(Reid, 2000). 특수체육학계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그동안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장애인 체육참여 문제에 대해 구체적

이고 실제적인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연구물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

(Zitomer & Goodwin, 2014). 장애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냄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질적 연구의 ‘해방적’ 기능은 장애인

의 신체활동을 구속하는 사회적 억압과 배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제를 

비판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특수체육

학술지에서 질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 수행되고 있는 

연구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Zitomer & Goodwin, 2014). 

질적연구의 패러다임인 구성주의는 ‘이 세상이 한 집단이 물려받은 

경험세계의 전통 속에서 부단히 재구성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

른 집단은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고 본다(조용환, 2012). 즉, 세상

을 구성하는 물질이나 현상의 이치는 객관적, 보편적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그 의미들이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연구자의 인식 또는 태도라 할 

수 있겠다. 구성주의가 실증주의와 다른 점이 인간의 인식론적 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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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는 교육상황에서 학습자의 위치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준다. 학습자는 더 이상 교수자가 가르치는 지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학습자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의 문화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식을 재구성해가는 역동적

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학습자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의 이해는 장애

인체육현장의 주요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당사자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성주의에 기반하여 진행되는 질적연구에서 이해하

고자 하는 실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 질문에 류완영(2014)은 

질적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질적연구는 주관적 실재구성의 과정을 이해하는 일이다. 실재(reality)가 

인식자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을 통해 개

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그 실재

가 구성된 과정을 탐색한다. 즉, 연구참여자들이 만들어낸 제도, 행위, 

관습, 언어 등의 주관적 실재의 의미와 그 배경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연구가 질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둘째, 질적 연구는 간주관적 실재구성의 과정을 이해하는 일이다. 전통

적으로 구성주의는 실재의 의미 구성과정에서 사회의 측면을 강조해왔

다.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해석의 지향을 간주관성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간주관성은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나 존재하

는 사물을 해석하는 특정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사고 틀이라 할 수 있

다. 간주관성은 구체적인 사회적 실재가 형성되게 된 배경이자 직간접적 

원인이기 때문에 간주관성을 배제한 채 사회적 실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간주관성을 탐구하는 것은 질적 연

구를 수행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셋째, 구상화된 실재를 깨뜨리고 인간 사고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일이

다.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현상이나 사물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창조 또는 구성될 수 있다는 관점은 실재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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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다른 의미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실재를 마치 객관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사실처럼 여기는 것

을 구상화라 하는데, 질적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연구자가 결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함으로 이러한 구상화를 깨뜨리고 실재에 대한 이해

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있다. 구성주의를 통해 기존 현상에 대한 관습적

인 이해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직관을 통해 현상에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정혜경, 홍성하, 2001)을 고려하면, 구성주의패러다임은 본 연

구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특수체육지도자들의 장애아동 학대라는 윤리문

제의 현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직관’하

는데 매우 적절한 연구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2. 근거이론(Grounded Theory)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현실에 기반한 자료(data)에 근거

(grounded)하여 귀납적 발견의 맥락에서 이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는 

질적 연구의 방법론적 전통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렇게 도출된 이론 그 

자체를 아울러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Glaser & Strauss, 

1965, 1967).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현상학, 해석학, 기호학 등의 

다른 질적 연구 전통들과 비교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질적 연

구의 전통 중 하나이다(권향원, 2016). 근거이론이 이렇듯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심층적인 기술이나 글쓰기를 연구의 산출물로 강조하는 다

른 질적 연구의 전통들과 달리 현실세계에 높은 융통성과 적용성을 부여

하는‘이론’의 생성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근거

이론방법을 토대로 진행된 개별 연구가 현실에 당면한 문제 해결에 갈급

해하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풍성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개별 현장을 기반으로 질적-귀납적 방법을 통한 

‘토착화된 이론’을 생성하는 근거이론은 최근 사회과학의 화두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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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이론의 ‘한국화’ 및 ‘실학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권향원, 최도림, 2011; 윤견수, 2013).

  근거이론은 20세기 초반의 미국 철학사상인 실용주의의 지적 영향을 

받아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근거이론은 사회학자인 Glaser와 

Strauss(1967)가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를 발간하면서 인

간 행동과 사회 현상에 대한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론으로 자

리 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Strauss와 Glaser가 서

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Strauss와 Corbin의 입장의 근거이론과 Glaser

의 입장의 근거이론이 구분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실증주의적인 학풍을 지녔던 Glaser는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자

료 분석 기법인 ‘코딩 패러다임’이 자료 자체에 근거하여 개념을 발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인위적인 

분석 틀에 억지로 짜 맞추어 넣는 것이라 비판하였다(MacDonald, 2001). 

그러나 해석적 패러다임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던 Strauss 관점에 따르면 

분석자가 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개념 중심의 체계적 분석을 시도할지라

도 결국 최종적인 이론 생성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개입이 불가피할 수밖

에 없으며, 핵심 범주의 발전이 때로는 연구자의 주관인‘이론적 민감

성’을 통해 새롭게 출현하거나 생성된다고도 볼 수 있다(이동성, 김영

천, 2012). 

근거이론에서 강조하는 이론적 민감성이란 연구자가 스스로 선정한 연

구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얻기 위해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의 정

도로 Strauss와 Corbin은 이를 ‘연구자의 자질’이라 하였다. 이론적 민

감성은 연구자가 자료 속에서 중요한 의미 단위를 구별하고 이를 이해하

여 개념화된 이론을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연

구자는 관련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헌 고찰을 통해 배경 지식을 쌓고, 

현장 경험을 통해 직접 실제 현상을 체험해 봄으로써 연구 문제를 보다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 민감성이 중요한 이유는 연구자

가 계획하고 있는 연구를 선행연구 기반의 기존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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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된 형태의 창의적 이론으로 도약시켜 주기 때문이다. Strauss와 

Corbin(1998)은 이론적 민감성을 위해 연구자가 취해야 할 방법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구자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연구로부터 

한걸음 물러서서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메타인지를 통해 연구자

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 민감성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둘째,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연구자는 자신이 산출해낸 

결과로서의 이론이 특정 현상에 대한 확정적 이론이 아니라 항상 잠정적

인 것으로 다른 형태의 이론으로도 도출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연

구자는 이론적 민감성을 통해 관심 현상에 관한 다양한 잠정적 이론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이해를 유도해 낼 수 있다. 셋

째, 연구절차를 따라야 한다. 연구절차와 분석절차를 따르는 것은 혹 연

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이 연구자료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결과를 미리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근거이론은 인간이 모든 사물에 대하여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

를 매개로 상호작용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기반으로 한다. 상

징적 상호작용론에 의하면 특정 현상에 대한 경험의 의미는 개인의 해석

을 통해서 수정 또는 변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고정된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이러한 개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 지속적으로 구성되어 진다(김영천, 2016).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미국의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던 Strauss와 Corbin의 근거

이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행동에 담긴 주관적 의미의 파악을 중

시하는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개입이 불

가피할 수밖에 없는 연구자의 주관을 인정한 Strauss의 주장을 수용하여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특수체육학계에서도 근거이론 방법이 갖는 이론과 실재의 통합적 가

능성을 인식하여 많은 근거이론 연구가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시각

장애인의 스포츠로서의 재사회화 중재과정에 대한 연구(김기섭, 한광령, 

2008)’,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교육신념 형성과정 연구(정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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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휠체어테니스 선수의 경기력 향상 제반 요건 탐색 연구(강유

석, 2010)’,‘지적장애아동의 볼링선수과정 탐색연구(김기환, 김혜민, 이

현수 2015)’,‘장애인스포츠 공정한가: 승부조작의 근거이론적 접근(김

민창, 한민규, 2017)’ 등이 있었다. 이는 특수체육학의 지식 구성 방법

으로 근거이론 연구방법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배경하에 근거이론 방법을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활용할 주요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한다. 첫째, 특수

체육지도자들의 윤리 문제에 관한 연구 수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부족한 실정일 뿐 아니라 학대에 관한 문제를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근거이론 방법은 국내 특수체육지도자들이 

당면한 학대라는 윤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하

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특수체육지도자의 윤리적 문제인 장애아동 학대 

현상은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한데 얽혀 있는 사회 문화적 구성물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는 특수체육지도자의 

윤리적 문제를 설문을 활용한 양적 연구로 접근하면 현상의 의미체계에 

내포된 본질구조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피상적으로 제한하는 우(愚)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상이 가지고 있는 질적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 이론 수립을 지향하는 근거이론 방법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시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

단한다.

3. 연구 설계

 질적 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을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택하여 진행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의 준비’, ‘연구참여자 선정’, ‘자

료 수집’, ‘자료 분석’, ‘글쓰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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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자의 준비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연구를 구성해가는 연구도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연구

가 시작되기 전 연구자의 준비단계는 질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연

구자가 연구의 준비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는 일이

다. 이론적 민감성은 연구자의 개인적 자질을 일컫는 말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이론적 민감성을 통해 자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후 연구

자는 이를 토대로 자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고 범주를 조직하

여 이론을 산출해 낸다.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이 중요한 이유는 자료

의 분석과정뿐 아니라 수집과정에서도 연구자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때문

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직접적인 검사 도구로써 연구현장에서 자료

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의 자질에 따라 재구성되

므로 연구자의 자질과 자료의 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 연구 진행 절차



- 61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 지도 현장의 복잡성을 이해

하고 이를 구성하는 구조의 차이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목은 문헌고찰을 통한 사전지식과 실제 현장에서의 장애인 체

육 지도 경험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학부에서 특수체육을 전공하였

고, 장애아동 체육교실과 특수학교 등에서 다년간 장애아동들에게 체육

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다. 장애아동 체육교실에 참여하면서 동료 교사들

과 장애아동들에게 체육을 ‘올바르게’ 지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매 수업을 마

친 뒤 반성일지를 작성하며 나의 지도가 담당장애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부분은 없는지 곰곰이 숙고해왔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을 이해하기 위

해 ‘체육학 질적 연구 방법론’ 수업과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론’ 수

업을 수강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질적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책과 논문

들을 탐독하며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높여왔다. 그 과정에서 연구

자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물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기도 하였

다(조가람, 이용호, 2016; 정희정 외, 2016). 이러한 연구자의 경험들은 특

수체육지도자의 장애아동 학대 경험에 관한 현장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 자질로 활용될 수 있다.

 

1) 연구자로서의 나 (연구자의 주관성)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 자신

은 그 자체로 가장 기본적인 연구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나’라는 렌즈

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연구를 수행하는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

하기에 앞서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Lee, 2005, 조기희, 2015). 이러한 요구에 따라 본 연구

자는 연구자로서의 ‘나’를 다음과 같이 돌아보았다. 그리고 연구 수행 

간에도 지속적인 비판적 자기 점검과 성찰을 통해 연구자 자신의 선입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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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판단 중지를 견지하고자 하였다(Creswell, 2006).

유년시절부터 나는 운동이 좋았다. 운동 말고는 딱히 잘하는 것이 없

었던 평범한 내게 운동은 부진했던 학업성적으로 낮아진 자존감을 지키

는 유일한 도구였다. 공부에 관심도, 해야 할 동기도 없었던 내게 운동

은 학창시절 학교에 가는 유일한 목적이기도 했다. 반장이나 부반장 같

은 학급임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체육부장의 역할은 어김없

이 나의 것이었다. 학교 일과 중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어김없이 친

구들과 농구를 했다.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컸던 나는 농구를 하는 시간

만큼은 주목받는 존재였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처음에

는 친구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농구를 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농구라는 종목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농구공을 껴안고 잠을 

자기도 하고 교과서의 겉표지를 농구를 주제로 한 ‘슬램덩크’라는 만

화 주인공의 그림들로 포장하기도 했었다. 그렇게 농구만 하다 보니 자

연스럽게 방과 후 농구 클럽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며 여러 대회에 

참가해 입상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지난 학창시절의 행복했던 순간들에

는 모두 농구가 함께 있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을 때 체육교육교육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입시 체육반에 들어가 열심히 운동하고 

그동안 해본 적 없던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다. 막연히 체육교육과에 입

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험생활을 하는 동안 낮에는 열심히 운동했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동안 하지 않던 공부를 하려다 보니 많은 어

려움이 있었지만, 체육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무기로 견뎌낼 수 있었

다. 그렇게 수능을 보고 수능점수에 맞춰 체육교육과가 있는 학교에 무

조건 지원을 했다. 그 중 내가 입학했던 학교의 특수체육교육과도 포함

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특수체육교육 전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장애

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터라 일반 체육교육과에 입학하지 못한 데 대

한 미련이 나를 괴롭혔다. 재수할 자신은 없었기에 마지 못해 특수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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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렇게 특수체육과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학

부 1학년 때부터 장애아동 체육교실에서 장애아동에게 체육을 가르쳤고 

함께 MT를 떠나기도 하였다. 특수체육교육과에서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생에 처

음으로 장애아동들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것도 특수체육교

육과에 입학했던 덕분이었다. 여러 교육 봉사를 통해 장애아동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특수체육지도자

로 규정해 갔다. 장애아동에게 체육을 지도하는 것이 가슴 벅찬 일이라

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장애아동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였

다. 

장애아동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확장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체육수업은 

언제나 버거웠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예상할 수 없는 장애아동들의 행

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다. 경험이 많은 지도자에게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봤지만,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내가 생각

하기에는 학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을 ‘무엇’이라 정의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들은 넘쳐 났지만, 그러한 지식이 실제 지도현장에

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언제나 회의적이었다. 결국, 특수

체육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

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특수체육이라는 학문을 심화 학습하면서 운동이 장

애인들에게 매우 유익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이 더해졌고, 특정 

운동이나 활동의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깊이 탐색해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품었던 고민에 대한 해답에 다가서는 방

법들을 익힐 수 있었고 많은 고민을 나름 해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박

사과정 중 수강했던 질적 연구법 수업과 장애인 복지에 관한 수업을 들

으며 가슴 한쪽에 지적인 답답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운동이 장애인

들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운동을 강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

지. 특정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경험은 모두 다를 텐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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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범주화된 장애인으로 묶어 모두에게 효과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

는 것인지. 운동참여 경험이 부정적이더라도 특정 기능이 향상되기만 하

면 성공적인 체육 활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꼬리

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답답한 가슴을 파고들었다. 결국, 나의 지적 

갈증은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만나게 된 장애인과의 관계에 관한 윤리

적 고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부 생활 동안 당연하게 

생각해 그동안 문제라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고민거리로 떠오르기 시작

했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대했던 내 태도가 윤리적으로 그리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점, 내가 비판하고 손가락질했던 지도자들의 수업행태가 내가 

했던 수업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던 점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나의 고민은 다시 현재 특수체육지도자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윤

리적 문제, 특히 장애인 학대에 관한 관심으로 수렴되어 본 연구와 맞닿

게 되었다.

나. 연구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에는 총 20명의 특수체육지도자가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근거이론접근 방법에 따라 ‘이론개발에 기여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

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 선정방법은 근거이론 용어에서 ‘이

론적 표본추출’이라 한다. 이론적 표본추출에 근거하여 현재 특수체육

현장에서 활동 중이며 연구 필요성을 긍정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특수

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론적 표본 추출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질적인 연구참여자들로 연구참

여자 집단이 구성되지 않도록 연구자는 최소한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

을 세워놓았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에서 체육학 또는 

특수체육학을 전공한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국내 장애인체육 지

도 현장에서는 체육계열 전공자와 사회복지학, 간호학 또는 특수교육학 

등을 전공하고 장애인에게 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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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이러한 현장의 혼재성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를 체육계열 전공

자로 한정하여 이들의 장애아동 학대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

다. 둘째,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을 가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관

련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적합성과 전문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다. 셋째,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체육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거나 현

재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한 지도방법 또한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달장애인으로 규

정하고 있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정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다. 연구참여자의 표본과 수 등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결정하기

보다 연구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해 나갔다. 

근거이론적 접근에서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0명 이상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17번째 참여자 이후 인터뷰에서부터 새

로운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고 20번째 참여자와의 인터뷰 종료 후 자료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연구참여자 모집을 종료하였다. 연구참

여자들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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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성

별
나이

지도

경력
지도환경 학력

1 남 30대 4년 특수학급, 사설센터 특수체육학 학사

2 남 30대 4년 특수학급, 복지관 특수체육학 학사

3 남 40대 16년
특수학급, 사설센터, 

복지관
특수체육학 석사

4 남 30대 4년 특수학급 특수체육학 학사

5 여 20대 4년 특수학급, 사설센터 특수체육학 학사

6 남 30대 4년 특수학교, 사설센터 체육학 학사

7 남 20대 3년 복지관 특수체육학 학사

8 여 20대 3년 사설센터, 복지관 특수체육학 학사

9 남 30대 4년
사설센터, 복지관, 

특수학교
특수체육학 석사

10 남 20대 4년 특수학급 특수체육학 학사

11 남 20대 4년 복지관 체육학 학사

12 남 20대 8년 복지관, 특수학급 체육학 학사

13 남 20대 4년 복지관, 사설센터 체육학 학사

14 여 20대 6년 복지관, 사설센터 체육학 학사

15 여 20대 6년 복지관 체육학 학사

16 여 30대 11년 복지관 체육학 학사

17 여 20대 8년 복지관, 사설센터 체육학 학사

18 남 20대 4년 사설센터 체육학 학사

19 남 20대 4년 사설센터 특수체육학 학사

20 여 20대 6년 사설센터 체육학 학사

표 5.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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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근거이론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문제에 대하여 면담이나 관찰, 문서, 

녹음이나 필름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해석하고 

조직화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도 문헌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특수체육지도자의 장애아동 학대경험을 탐색할 수 있는 면담 

질문을 구성하였고 특수체육지도자들과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사회적 현안을 반영하는 개인들의 경험을 이해함으

로써 교육학 관련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방법이며 구조적이고 

회고적인 면담은 연구참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현상에 대해 이

야기 형식의 자료로 연속적인 형태를 갖기 때문에 연구자가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어 근거이론연구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도 하다

(Strauss & Corbin, 1998).

면담자료수집과정에서는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론적 

표본 추출이란 근거 이론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이론에 기

반하여 자료수집의 대상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식이다. 즉, 자료를 수

집하고 분석하여 이론적 관련성을 지닌 특정 개념이나 범주를 발견하였

다면 그 개념이나 범주를 더욱 깊이 발전시키고 개념이나 범주 간의 관

계를 이론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을 결정하여 자료를 수집 대

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영천, 2016). 이때 표본 추출의 대

상은 연구참여자가 아닌 어떤 상황에 대한 사건 또는 이야기와 같은 경

험으로서 연구자는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

르는 시점까지 이론적 표본추출을 실시해야 한다(Morse, 2005).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료의 수집완료 시점을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 포화

상태로 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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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층 면담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문제와 관련된 정보와 의견 또는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언어적 의

사교환 체계 또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담은 근거이론연

구에서 연구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 방법으로 진행되

는 질적 연구 초기 면담은 일반적으로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형식

에서 시작하며, 후기로 갈수록 이론을 유도해 내기 위한 이론적 표본 추

출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인터뷰가 이루어져야 한다(Wimpenny & 

Gass,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반 구조화 면담 질문지를 바탕으로 

질문의 범주를 일반적인 내용에서 심층적인 내용으로, 추상적이고 일반

적인 지식에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지식으로 수렴해 가는 방향으로 설

정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질문에 포함된 내용은 기존에 수행된 

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것으로 특수체육지도자의 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

치는 성장배경과 사회생활 등 현장 구성원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배경 

및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내용을 질문에 포함시켰다. 면담은 2017년 6

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에 걸쳐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

와 시간에 연구자가 방문하여 개인당 1~3회에 걸쳐 1~2시간 동안 1:1로 

이루어졌다. 질문지의 내용은 크게 도입질문 및 주요질문의 범주로 구성

하였으며, 주요 질문에는 학대에 관한 경험과 인식에 대해서 묻는 내용

이 포함되었다.

실시한 면담 내용은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사

전 동의를 얻고 스마트폰 녹음기로 녹음한 후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면담내용을 전사하였다. 전사한 자료의 분량은 한 명당 A4용지 

18페이지에서 최대 30페이지 분량 정도 기록되었다. 구체적인 면담 질문

지의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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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면담 내용

도입 

질문

§ 어떤 계기로 특수체육지도자가 되셨나요?

§ 체육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 목표는 무엇인가요? 

§ 특수체육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애아동에게 체육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중

심

질

문

경

험

§ 장애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수업에서 발달장애 아동에게 미안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 특수체육지도자로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이었나요?

§ 장애아동에게 화가 났던 순간들은 언제인가요? 

§ 체육을 지도하면서 죄책감이 드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 지금까지 장애아동을 가르치면서 경험한 시행착오는 무엇인가요? 

§ 내 수업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

식

§ 특수체육지도자들의 윤리적 문제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 최근 특수체육 지도 현장에서 지도자의 장애인 학대 문제

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특수체육지도자의 가장 큰 윤리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 특수체육지도자가 장애아동들을 인격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장애아동과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표 6. 면담 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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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 문서 및 관련문헌 수집

연구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현대에

는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문서화 된 형태로 연구현장에 산

재해 있다. 문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록물’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함

께 구체적으로 상징적 표시를 통해 개인 사고의 표현을 제공하는 일체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임한얼, 2016). 이는 면담과 관찰 자료뿐 아니라 

현지 문서자료 또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뜻한다.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현지 문서들은 현장을 더욱 심

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의 진실성을 검토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주로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

층면담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면담 자료수집이 진행되는 과

정 중 연구참여자의 수업일정표, 수업일지, 수업 계획서 등의 현지 문서

를 수집하였다. 이에 더해 매스컴 및 언론 보도 자료와 관련 연구물 같

은 장애인 체육 지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문제에 관한 각종 

문헌자료도 수집하였다.

5. 자료 분석

  근거이론은 코딩(coding)이라는 자료 분석 절차를 가지고 있다. 코딩

은 연구 과정을 표준화하고 자료 분석에 엄격함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이

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근거이론의 핵심 자료 분석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론의 검증이 아니라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근거 이론에서 코딩은 

연구자가 연구문제가 되는 중심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을 

제시해주고, 이론을 보다 창의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돕는다.

Strauss와 Corbin(1998)은 근거이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분석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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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분석 절차를 제시하였다. 3단계 분석 절차는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방코딩은 근거이론 방법의 기초단계로서 

‘초기코딩’을 뜻한다. 개방코딩의 목적은 수집된 자료를 살펴서 그 자

료에 특정한 개념을 부여하고 해당 개념들의 속성과 차원을 명확하게 구

별하는 것이다. 개방코딩은 대상과 대상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자료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심화분석을 포함한다. 개방코딩을 통해 연구자는 자

료에서 간과될 수 있는 속성과 차원에 민감해진다. 

축 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명확해진 개념범주들을 그 속성과 차원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코딩 방법이다. 축 코딩을 통해 연구자는 중

심현상을 둘러싼 구조와 과정을 하나의 도식으로 통합하여 이론적 틀의 

뼈대를 잡는다. 이는 개별 ‘텍스트(Text)’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하나

의 ‘콘텍스트(Context)’로 구성해 나가는 작업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

을 것이다. 축 코딩은 ‘인과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조건, 상호작용조건, 

결과’로 이루어진 ‘코딩 패러다임’이라는 일련의 분석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Strauss & Corbin, 1998). Strauss와 Corbin이 개념화한 ‘코딩 

패러다임’은 축 코딩에서 하위 범주들을 연관시켜 하나의 도식으로 현

상을 개념화시키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 지침으로 코

딩패러다임 절차는 분석의 모호성 및 연구자 인식주관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석적 틀’로서 자료 분석과정에 활용된다. 코딩패러다임

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Strauss, 1987). 첫째, 우리가 경험

하는 모든 사회현상은 원인과 맥락의 결과로 발생한다. 둘째, 이렇게 발

생한 현상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의 적용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전략은 그 성공을 가늠하게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의 영

향으로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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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방법의 마지막 분석단계인 선택코딩은 축 코딩을 통해 구성된 

이론의 밑그림을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

요가 없는 이론적 포화상태를 지향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는 핵심범주의 생성을 목적으로 자료가 고도의 추상화된 

이론으로 전환된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자는 이렇게 추상화된 

여러 범주를 하나의 핵심범주와 관련하여 각각의 범주들의 관계를 이해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코딩이라는 자료 분석 절차를 통해 연구의 주

된 목적인 이론을 도출하였다. 축 코딩단계에서는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

을 방지하고 분석의 모호성을 피하고자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코

딩 패러다임’이라는 해석적 틀을 사용하여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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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를 도구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는 그 연구방법론의 특성으로 연

구자의 편견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연구

결과가 연구자 개인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한 개인만의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행된 질적 연구의 ‘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질적 연

구의 ‘질’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달

렸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진실성’은 양적연구의 ‘타당도’ 개념과 

상응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 작업의 결론이 과연 연구하려고 

했던 주제를 정확하게 연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는 좋은 질적연

구를 하기 위해 연구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

에서는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연구자의 내용검토 및 조언,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 연구참여자의 검토와 조언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

을 확보하였다.

가.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반성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세계 간에 놓였던 

분석과 해석의 오차가 현장연구를 통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다. 또한, 연구자는 반성을 통해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시각

의 변화와 발전, 연구문제의 심화과정 등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자는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학대행위를 이

해하고 설정한 연구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일지를 

작성하며 반성적 사고와 성찰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의 

자료 분석과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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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참여자에 의한 검토

연구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평가 작업은 질적 연구의 진실성 확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 중의 하나이다. 이 작업은 연구자가 이론적 

민감성에 기대어 해석한 연구 결과가 과연 맞는 것인지 연구참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김영천, 2016). 이는 외부자인 연구자가 내부자

인 연구참여자들의 관점을 얼마나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잠정적인 결론에 동의하거나 호

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자료 수집과정부터 분석과정까

지 연구자의 해석에 대해서 질문하고 검토받음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정보나 

신분이 노출되는 등의 거부감을 나타낼 경우 연구 내용 중 수정 또는 추

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동료와의 협의

 질적 연구 진행 중 동료연구자는 연구 당사자가 지나치게 연구참여자

의 관점에 동조하거나 자신의 주관에 빠지게 되는 오류의 위험을 지적해 

주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김영천, 2016). 본 연구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연

구참여자의 선정 기준과 자료 수집방법 그리고 연구문제의 타당성 등과 

같은 연구내용에 관해 동료 연구자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언을 

구하고 평가를 거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은 

특수체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과 스포츠교육학 박사학위소지자 1인, 

그리고 스포츠사회학 박사학위소지자 1인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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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나이 성별 직위 학력

전문가 1 47 남 교수 특수체육학 박사

전문가 2 47 여 교수 스포츠교육학 박사

전문가 3 46 남 연구원 특수체육학 박사

전문가 4 44 남 교수 특수체육학 박사

전문가 5 51 남 교수 스포츠사회학 박사

표 7. 전문가 집단 구성 

7. 연구의 윤리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윤리는 탈실증주의 패러다임의 대두와 함께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장경환, 2017).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연구자가 선택한 연구참여자를 

윤리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

(김영천, 2016).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해 소속 대학의 연구

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CITI Program)을 수료

하여 연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인 지침사항들을 사전에 숙지하였

다. 이후 소속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를 의뢰하여 연구 실행에 앞서 본 연구 과정 전반에 대한 윤

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면담 내용에 이르기까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절차와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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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할 것이며, 면담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

로만 사용할 것을 밝혔다. 또한, 연구 진행과정 중 참여를 중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는 모두 부호화 처리

되어 보호됨을 사전에 공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이중으로 암호화된 개

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윤리적 절차를 통해 연구참여

자에게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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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통하여 특수

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현상의 특성과 원인 그리고 

전개과정을 이해하여 이를 이론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수체육 지

도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에게 체육을 가르치고 있는 경력 3년 이상의 

특수체육지도자 20명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여 1:1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얻은 자료는 귀납적 범주분석

을 통해 연구결과로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자는 이렇게 도출된 연구의 결

과를 개방코딩을 통한 범주화, 패러다임 모형을 기반으로 한 축코딩 범

주분석, 선택코딩을 통한 유형화 순서로 서술하였다.

1.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자료의 범주화(개방코딩)

근거이론 연구 방법 중 개방코딩과정에서는 근거자료의 범주화 결과들

을 시간의 흐름이나 순서가 아닌 발견된 사실들을 개념적으로 나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 과정 중 자료에 대한 명

명화 작업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참

여자들의 진술문에서 표현된 어휘를 최대한 반영하는 생태내적 기호(in 

vivo code)를 사용하였다(김진숙, 2003). 생태내적 기호란 근거이론 연구

에서 연구자가 고안해 내거나 자료 제공자가 사용한 단어나 어구를 사용

하여 자료를 명명화하는 방법이다.

연구참여자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명명화 과정에서는 자료를 근

거로 지속적 비교분석의 절차를 통해 밝혀진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

념끼리 묶어 추상화하여 범주화시켰다. 그 결과 67개의 개념과 30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를 발견하였다(표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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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체육수업에 관심 없음

 보호자의 몰이해 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함

자기 아이만 생각함

동정으로 접근함
‘사람’이 아닌 

‘장애’를 

바라보는 지도자

장애아동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함

기 싸움을 함

기능향상만을 주목적으로 함

성과에 대한 압박 지도자의 

심리적 압박감

지도자의 

부담 
영업에 대한 부담

통제에 대한 압박

고압적 위계문화로 윤리적 민감성 저하 위계문화의 폐해

억압적

공간조성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음대로 수업함 닫힌 공간의 유혹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아동을 바라봄 돈을 위한 도구화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수업 자기관리 실패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장애아동의 

취약성

소통하기 어려움

장애아동이 말하지 못하니 막 대하게 됨

경도장애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경도장애 이해의 

어려움경도 장애아동에게 더 화가 남

수업을 망치는 것이 화가 남

강제

장애아동

학대

강제로 시킴

일방적으로 수업함

장애아동의 의견을 묵인함

무섭게 해야 함

체벌을 가함
체벌

체벌의 명확한 기준 없음

장애아동에 대한 열의 상실

방치

장애아동을 방치함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수업에서 소외되는 장애아동이 나타남

획일화된 교육내용

표 8. 개방코딩을 통한 개념 및 범주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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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혼자서 수업하기 버거움 보조인력 부족

소외된 현장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의 부족 현장중심 

정보부족현장에 적합한 윤리교육의 부재

전공자가 아니어서 겪는 어려움
전문성 결여

누구나 특수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음

열악한 처우

불안한 직업아파도 쉴 수가 없음

이직을 고려함

기관 실무자와의 불협화음
기관실무자의 

무관심

수업에 과도하게 참견함

보호자의 

관여

타자의 관여

강압적 수업을 원함

과도하게 기대함

부당한 요구를 함

빠른 결과를 원함

무작정 지도자를 탓함

변덕스러운 보호자

상급지도자가 지나치게 간섭함
동료지도자의 

관여
조언자와의 만남

동료지도자들과의 대화

장애아동이 다칠까 두려움
두려움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

장애아동이 체육을 싫어하게 될까 두려움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
실패와 불안

좌절과 실패 경험

감정적 지도로 미안함 미안함

내 욕심으로 수업했음을 깨달음
깨달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음을 깨달음

표 9. 개방코딩을 통한 개념 및 범주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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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장애를 바라보지 않음
사람을 바라봄

존중

장애를 이해하게 됨

장애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됨

장애아동을 

존중함
부담을 내려놓고 기다리기로 함

체벌을 중단함

사비 및 개인 시간 사용 권리 포기 희생

체벌하는 것을 합리화 함 합리화된 체벌 정당화

거짓말을 하며 난처한 상황을 모면 거짓말

회피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보호자를 

의존함

동료지도자의 학대행위를 묵인 학대를 묵인함

표 10. 개방코딩을 통한 개념 및 범주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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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

1) 보호자의 몰이해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체육교과에 대한 무관심과 자녀

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보호자들은 체육수업에 관심이 없

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담당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체육수업을 자녀에게서 

해방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할 뿐 체육수업의 내용이

나 자녀의 운동수준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참여자 2는 체육수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요청했던 수업

관련 상담을 귀찮아하던 보호자의 모습을 회상하기도 했다. 체육교과의 

특성이나 체육수업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보호자는 자녀가 참여하고 있

는 체육수업의 형태가 자신의 기호와 맞지 않으면 특수체육지도자를 교

체해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이는 지도자에게 매우 난처한 

것이었다. 체육수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보호자의 이기적인 태도로 결국 특수체육지도자와 보

호자 간의 갈등이 유발되었다.

체육수업에 관심 없음

그러니까� OO체육교실은� 원래� 부모님들이� 지켜보시는� 프로그램이에요.� 와

서� 보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정작� 안� 보시더라고요.� (중

략)� 그런� 걸� 모르시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강사를� 바꿔달

라거나� 내지는� 취지를� 정확히.� 특수체육에도� 이렇게� 다양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그런� 이야기를� 강사한테�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까.� (중략)�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교육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

는�것� 같아요.� (참여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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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없는� 부모는� 그냥� 위탁이에요.� 그� 시간에� 맡겨놓고� 나는� 편하니까.�

1시간� 반� 놀다� 와.� 엄마� 커피도� 마시고.� 아예� 관심� 없어요.� 오히려� 제가�

어머님,� 상담�좀� 할까요?� 하고� 불러내면� 귀찮아해요.� 관심� 없어.� 지금� 설명

해줘도�이런�스타일이에요.� 별� 관심�없어요.� (참여자� 2)

어머니들이� 자신이� 쉬고� 싶어서� 맡기는� 거지.� 지켜보지를� 않아.� 아이들� 데

려다� 주고� 자기들끼리� 커피� 마시러� 가기� 바쁘거든.� 이� 시간이� 뭐� 운동� 가

르치는�시간이기도�하지만,� 맡기면서� 자기들끼리�쉬는�시간인� 거야.� 그래서�

특별히�적극적으로�수업에�대해서�요청하거나�요구하는�것들이�없어.�

(참여자� 1)

보호자들은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자녀의 장애를 

부정적 표상으로 이해하여 이를 수용하지 못한 보호자들은 자녀를 또래 

비장애 아동의 발달수준에 비교하거나 자녀의 수준을 현실보다 과대평가

했다. 보호자가 자신의 장애자녀를 ‘다른 장애아동’과는 다르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고 했던 연구참여자 3의 의견이나 비장애로 표상되는 ‘정

상’의 이미지를 열렬히 선망하고 있던 보호자의 모습을 회상한 연구참

여자 5의 의견이 이를 잘 드러낸다. 두 연구참여자가 기억하고 있던 보

호자의 모습 모두 자신의 자녀를 장애범주에 포함 시키고 싶지 않았던 

이들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보호자의 의지는 체육수업을 통

해 장애자녀의 행동을 비장애 아동처럼 바꾸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로 특

수체육지도자에게 전달되었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보호자와 달랐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관점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던 보호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보호자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함

‘우리� 애는� 다른� 장애아동이랑� 다르다.� 잠시� 이런� 거다.’라고� 하면� 나는� 거

기에� 대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그런�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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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있었지.� 장애를�인정하지�않고� (중략)� 이런�엄마들이�많아서�부모님들

하고� 실랑이라고� 해야� 하나,� 그걸� 잘� 인정을� 안� 하셔.� 자기� 아이가� 장애아

동이라는�것을.� (참여자� 3)

그런� 분들� 많아요.� 얘� 장애등록� 끝까지� 안� 할� 거다.� 나는� 얘를� 장애로� 인

정하지�않는다.� 지금�초등학교� 1학년� 인라인� 잘� 타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인

라인도� 못� 타느냐.� 뭐� 모자라느냐� 뭐� 부족하냐.� (중략)� 학부모님들이� 아이

에� 대한� 거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부모참여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

는� 게요.� 내� 아이의� 상태를� 잘� 몰라요.� (중략)� 그러니깐� 내� 아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꾸� 비장애� 아이들하고� 비교해요.� 장애아이는� 그냥� 그� 고유

의� 그� 모습인데,� 이거는� 그냥� 나쁜� 것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니고� 불편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이가� 가지고� 가야� 하는� 거거든요.� 평생을� 두고.�

그런데� 자꾸� 비장애� 아이들에� 끼워� 맞추려고�하고� 비교하고� 그러한� 부분들

이�제일�힘들어서�많이�싸웠어요.� (참여자� 5)

그런데� 어머님들은� 잘� 모르죠.� 그것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 우리� 아이가�

이렇다.� 그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부모님이� 잘못한� 것은�잘� 모르시더라고

요.� 우리� 애가� 이렇다만� 알고� 있지�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모르더라고

요.� (참여자� 13)

보호자들은 체육수업에서 자기 자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연구

참여자들을 난처하게 했다. 체육수업에 관해서는 무관심 했고, 자녀의 

장애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보호자들은 체육수업을 통해 자

녀가 비장애 아동처럼 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

다. 이런 보호자의 태도는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기만족적이고, 체육수업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측면에서 자기 편의적인 

특성을 보였다. 그래서 보호자의 관심은 체육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로 확장되지 못한 채 결국 자기 자녀만을 위한 편

익도모라는 지극히 사적인 욕구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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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자는 특수체육지도자에게 자신의 자녀만을 기준으로 체육수

업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자기 자녀만을 편애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룹수업에서 여러 학생의 교육적 요구

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자녀만 잘 봐달라는 보호자의 이기적인 요구는 매우 당혹스럽고 불쾌한 

것이었다. 이런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부담으로 

전이되어 학대행위에 맥락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자기 아이만 생각함

아니,� 가치관이� 세다는� 것보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가� 최고인� 거

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

는.� 예를� 들면� A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뭘� 했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 아이

만� 생각해서� 막� A� 하지� 말라고� 그러거나� 그런� 식인� 거죠.� 우리� 아이가� 무

조건� 제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선생님들이나� 뭐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말이나� 이런� 것도� 행동이나� 이런� 것도�그렇게� 하시는�분들이� 계시

죠.� (참여자� 9)

자기� 아이만� 봐달라고� 하는� 엄마.� 은근히� 많아요.� 이거� 그룹수업이잖아요.�

일대일� 수업이면� 말이� 다르죠.� 자기� 아이만� 봐줄� 수� 없는데.� 그룹수업인데�

어떻게�자기�아이만�봐줘요.� (참여자� 15)

따로� 애한테�개인적으로�얘가� 척추� 쪽이나�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교정�좀�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체육� 시간에� 이야기하시기에� 이럴� 때� 그� 체

육� 시간에� 얘에� 대해서� 이런� 거� 좀�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러면� ‘어머니,�

그런데� 제가� 이� 민영이� 얘� 한� 명만� 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추가로� 다

른� 점심시간에� 이럴� 때는� 잡아줘도� 체육� 시간에� 걔� 혼자만� 해서� 할� 수는�

없다.’� 그냥�그렇게�하고.�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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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이 아닌 ‘장애’를 바라보는 지도자

특수체육 지도현장에 입문했던 시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장애라는 ‘존

재자’에 가려진 아동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했다. 이들의 눈에 장애

아동은 특수체육지도자인 자신의 일방적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 동정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즉,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장애아동을 바라본 것이

다. 여기에는 장애진단을 받지 않은 자신과 장애아동을 엄연히 다른 존

재로 구분하는 이분법이 자리했다. 특수체육지도자로서 연구참여자의 자

기인식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였고,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서 장애아동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혜의 대상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

인을 나누어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위해 헌신하거나 장애인에게 일방적 도

움을 주어야 하는 일방적기여자로 받아들였다. 연구참여자의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겠다’,‘도와줘야겠다’,‘막 헌신해야 

하고’, ‘무조건 도와줘야 하고’ 등의 표현은 일방적 기여자로서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했던 특수체육지도자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 이런 차

별적 역할 인식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담당 장애아동에게 동정 이상의 감

정을 느끼지 못했다.

동정으로 접근함

그냥�불편한�사람?� 몸� 불편한�사람들?� 그냥�아� 힘들겠다.� 뭐� 나와�다른� 사

람.� 이렇게� 생각했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정도.� 뭐� 그렇게� 생각했

지.� (참여자� 3)

뭐� 일단은� 불쌍했고,� 안쓰러웠고,� 그리고� 이제� 조금� 도와주어야겠다.� 어떻

게� 연민의� 대상,� 연민과� 동정의� 대상,�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지금이랑� 장애

인을� 보는� 시선을� 다른� 것� 같은데,� 그때는� 열심히� 해서� 뭔가를� 도와줘야겠

다.� 해야겠다.� 줘야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열심히� 가르쳤던� 프로그램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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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인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줘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뭐라도�해야겠다.� 도와줘야겠다.� (참여자� 5)

처음에는� 장애인이� 저도� 처음이니까,� 전역하고� 처음� 맡으니까� 다른� 조금�

다르나?� 이런� 생각으로� 수업에� 임했던� 것� 같아요.� 의사소통도� 당연히� 안�

되겠지.� 우리가�많이�도와줘야�하는�존재구나라고�생각을�했었는데.�

(참여자� 11)

뭔가� 초반에는� 내가� 도와줘야� 할,�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할� 대상이고�

좀� 되게�약간�안쓰럽고�그런� 건� 있죠.� (참여자� 9)

이게� 내가� 어렸을� 때는� 그냥� 학부생이고,� 일을� 시작했을� 때는� 뭔가� 되게�

특별한� 거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막� 헌신해야�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하고,� 그렇게�생각을�했는데.� (참여자� 1)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장애

아동을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인식했다. 장애아동의 존재적 위치를 

자신보다 낮은 곳에 위치시킨 연구참여자들은 담당하고 있는 아동이 장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장애아동을 규정함으로써 생기는 위계관계에서 오는 우

월감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장애아동에게 

쉽게 분노했다. 이뿐만 아니라 ‘막 대하게 된다.’라는 연구참여자 13

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담당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비인격적으로 대우

하기도 하였다. 엄격한 상하관계의 틀로 자신과 장애아동을 재단함으로

써 연구참여자들 스스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학대할 수밖

에 없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던 것이다. 이런 모습은 훗날 ‘장

애’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식 변화와 맞물리면서 이들에게 후회와 

반성의 기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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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함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 같아요.� 처음부터� 얘네는� 장애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막대하게�되는�것� 같아요.� (참여자� 13)

선생과� 얘의� 역할.� 지나치게� 이렇게� 넌� 내� 밑이야!� 라는� 순간,� 와!,� 안�

와!(화난� 표정을� 지으며),� 이런� 느낌?� 그런� 행동들?� 가끔� 그렇게� 나오더라

고요.� 욱하는� 것도� 나오고,� 그럴� 때마다� 그� 순간에는� 저도� 인지를� 못하는

데,� 지나고�나서�제가�후회를�많이�하죠.� (참여자� 7)

서로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장애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학생 위에 군림하는 역할로 한정했던 연구참여자들은 특

수체육지도자 생활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장애아동과 흔히 말하는 ‘기 

싸움’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

제하기 위해 자신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학생에게 어떻게든 각

인시키려 하지만 이러한 의도대로 순응하지 않는 장애아동의 모습을 보

며 연구참여자들은 더 엄격한 태도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긴장

관계는 여성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성 차별적 인식으로 나타났는데, 이

들은 자신이 전형적인 무서운 남자 체육지도자가 아니어서 발달장애 아

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는 결

국, 남·여라는 성별 차이에 상관없이 연구참여자들 모두 장애아동과 처

음 관계를 맺을 때 힘으로 이들을 제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 싸움을 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제재를� 하는� 거죠.� 네가� 이래도� 나는� 너를� 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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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너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간� 보기를� 많이� 해요.� 일반� 친구들보

다� 훨씬� 더� 많이� 간� 보기를� 해요.� 선생님이� 처음� 오게� 되면,� 한� 번씩� 막�

일부러� 막� 침도� 땅바닥에� 뱉었다가� 주저앉아서� 일부러� 안� 한다거나� 막� 이

런� 식으로� 간� 보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잘� 유연하게� 헤쳐나가

느냐에�따라서�그� 친구가�제� 말을�잘� 듣고�따라다니죠.� (참여자� 14)

얘가� 저를� 약간� 남자라서� 그런지� 여자� 선생님에� 대해� 무시하거나,� 좀� 만만

하게�보는�그런�게� 있었어요.� (참여자� 12)

그� 이후에� 한� 2,� 3년까지도� 그랬는데,� 왜냐하면� 제가� 진짜� 성향� 자체가� 혼

내고� 그러지는� 않아서� 무작정� 그랬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그

랬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처음에는� 안� 웃었어요.� 한두� 달� 정도는� 의도적

으로� 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유하게만� 하면,� 친구들이� ‘이� 선생님은� 안� 무

서운�선생님이다�대들어도�되겠다.’� 이거를�여기�친구들도�다� 알아요.�

(참여자� 15)

또� 지적장애아인데,� 교사라고� 인정을� 안� 해요.� 여자교사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은� 비장애� 애들과� 다른� 게� 없는데,� 그런� 애들은� 어

떻게� 해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

어요.� (참여자� 8)

담당 아동의 장애를 고쳐야 할 무엇으로 단정하다 보니 수업 초기 연

구참여자들의 주요 수업목표는 주로 발달장애아동의 행동 개선 혹은 운

동기능의 향상이었다. 이들은 장애아동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존재

라기보다는 지도자가 고쳐주어야 하고 바꿔주어야 하는 대상화된 객체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애아동의 행동을 바꾸려 하고 운동기능을 향

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막상 지도현장에

서 발달장애아동의 기능개선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면서 연

구참여자들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담당 아동의 느린 학습속

도가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이다. 운동기능향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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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지도경험의 축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자신의 

철없던 시절의 시행착오로 회상되었다.

기능향상만을 주목적으로 함

농구공� 안� 튀기고� 있으면,� 왜� 안� 튀기지.� 왜� 안� 튀기지.� 약간� 이런.� 저기�

쟤는� 잘하고� 있는데,� 그게� 기능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때는�그게�스트레스가�됐던�것� 같은데.� (참여자� 15)

너무� 이� 바닥이� 특수체육이� 특수체육=운동기능향상.� 지도자� 통제에� 따르라

고�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안타깝고�아쉽

다.� (참여자� 5)

그때는� 제가� 너무� 철없었었어요.� 그때는� 그냥� 고치려고만� 했고� 무조건� 해

야�했고,� 양보할�줄� 몰랐고.� (참여자� 7)

나. 지도자의 부담

1) 지도자의 심리적 압박감

 앞서 언급한 보호자들의 무리한 요구는 특수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졌다. 연구참

여자들은 보호자들이 교육비를 지출했으니 이들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

켜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은 담당 

아동의 기능향상을 위해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담당 

아동에게서 기대했던 가시적인 변화를 보지 못하면 보호자의 기대를 충

족시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특수체육지도자로서 자신감을 상실

할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지도자의 심리적 압박감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도출해야 생계를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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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특수체육지도자가 처한 열악한 구조와도 맞물려 있었다. 특수체

육지도자의 인기도는 곧 생계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연구참여자 5의 

의견은 특수체육지도자들이 왜 장애아동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

지 못하고 이들을 고치고, 바꾸려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특수체육지도자들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가시적이고 양적인 결과의 집착 속에 필요에 따라 수동적으로 장애 

아동에게 학대를 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성과에 대한 압박

그런데도� 저도� 성과물을� 보이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좀� 죄송하고.� (참여자� 18)

센터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아이가� 뭔가� 또�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

까.� 그런� 부분에서� 중압감이� 있는� 것� 같아.� 그� 부모들은� 돈을� 내고� 와서�

우리�아이들이�뭔가�조금이라도�달라진�모습을�보기�원하고.� (참여자� 3)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게� 이게� 제가�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

니까,� 그런� 어떤� 양적� 패러다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결

과를�내야�해요.� (참여자� 7)

저는� 돈을� 받고� 왔는데,� 이게� 돈을� 받기가� 미안했다고� 해야� 하나?� 40분에�

얼마를� 지불하셨는데,� 돈이� 얘네한테� 효과라고� 해야� 하나?� 뭔가를� 못� 보여

주니까.� 복지관이랑�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한� 달에� 만� 원?� 어머님들이� 바

라시는� 거는� 애가�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거고,� 복지관이

랑은� 확연히� 분위기가� 다른� 거에요.� 복지관은� 신체활동을� 하는� 게� 목적이

고,� 여기는� 이제� 치료.� 그런� 게� 확실히� 다르니까� 그만큼� 기대하셨는데� 그

만큼�못해주니까�미안하더라고요.� (참여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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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치료사라는� 직업이� 아이의� 기능에� 어울리는� 것

과� 그� 선생님의� 수업을� 잘하고� 인기도가�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잖아

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의� 기능을� 올려야� 그� 선생님이� 먹고� 살거

든요.� 그래서�그런�구조도�참� 그런�것� 같아요.� (참여자� 5)

그게� 작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초쯤� 됐나?� 그때는� 아까� 말씀드

렸던� 것처럼� 어머님들을�위주로� 해서� 수업을� 하던� 때여서� 어머님이� 이렇게�

했으면�좋겠어요�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알고는�있는데,� 그거대로�못하니

까�저도�이제�거기서�좀� 걔를�수업하면서�자신감이�떨어져�가지고.�

(참여자� 18)

근데� 얘네한테� 미안해서.� 저는� 페이를� 받고� 일을� 하는� 거였는데,� 한� 시간

을� 데리고� 들어가면� 수업을� 짜서� 가면� 얘네가� 그만큼� 수행을� 못하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얘네가� 못하는� 건가?’�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구요.� 그�

때문에�그만뒀어요�그냥.� (참여자� 13)

나름� 집중하라고� 하지만� 부모가� 봤을� 땐� 별로� 마음이� 좋진� 않잖아.� 그� 수

업시간에� 막� 애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울고� 있는� 모습만� 계속�

종일� 그냥� 수업시간� 내내� 보여주면,� 내가� 좀� 무능력해� 보이고� 그런� 게� 좀�

있지.� (참여자� 3)

보호자가 교육비를 지불하는 일방적인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호

자의 입맛에 맞는 체육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설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현실이었다. 보호자가 자신

의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의 체육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수업에서 아이를 빼거나 교사의 교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보

호자의 기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바로 자신들의 생계와 직

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18의 말처럼 장애아동의 부모님을 먼

저 만족하게 해 드려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참여

자들은 자신의 교육관에 맞지 않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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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체육지도자로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포기해가면서까지 보호자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20은 자신의 정체성이 교육자

인지 아니면 회사 영업 사원인지 혼란스러워하며 특수체육지도자로서 깊

은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영업에 대한 부담

좀�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친구들을� 가르치러� 온� 건지� 영업을� 하러� 온� 건지.�

이� 아이를�유지�시키려고�어쨌든�영업을�하는�거잖아요.� (참여자� 20)

아� 그럼요.� 그렇죠.� 하나� 빠지면� 40만� 원씩� 훅� 줄고� 이러니깐요.� 수업� 중

간에�빠지면�그렇게�되고.� (참여자� 5)

네.�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을� 우선� 만족시켜� 드려야지� 저희가� 먹고

사는�거니까.� (참여자� 18)

영업에 대한 부담은 통제에 대한 압박감으로 이어졌다. 특수체육지도

자들은 기본적으로 장애 아동을 잘 통제해야 자신이 유능한 교사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유능함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

아동들을 더 잘 통제해가기를 원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는 

것 같지 않자 매우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18은 담당 장

애아동에 대한 통제가 수월하지 않자 지도자 생활의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체육수업에서 장애아동을 잘 통제하는 것이 곧 유능한 지도자라

는 공식은 특수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자의 잘못된 기대를 통해서 도출

되었다. 보호자들은 체육수업에서 특수체육지도자가 자신의 장애 자녀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정해진 질서대로 진행되는 체육수업을 원했다. 그래

서 연구참여자들은 보호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또는 보호자가 생각하고 

있는 체육수업에 대한 이상에 다가가기 위해 담당하고 있는 장애아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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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제하려 한 것이다. 보호자의 눈치만을 살필 수밖에 없는 연구참여

자들은 장애아동의 의견을 수용할만한 여유를 갖지 못했다. 장애아동의 

모든 행동을 문제로 여기고 이를 통제하려 드는 것에 대해 회의적 태도

를 견지하고 있는 특수체육지도자가 존재하더라도 장애아동에 대한 통제

를 중시하는 지도현장의 풍토 속에서 이를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다. 이

는 연구참여자 5의 의견에 잘 드러나 있다. 연구참여자 5는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조건 이들을 통제하는 지도방법에 문제의식은 

느끼지만, 고액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강제적인 수업을 기대하는 보호자

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통제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아이를�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능력한�거� 아닌가?’라는�생각이�많이�들지.� (참여자� 3)

그러니깐,� 나도� 밖에� 나가서� 나도� 좋은� 수업을� 하고� 싶고,� 나도� 딱딱� 이렇

게� 정형화된�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 아이로� 인해서� 내� 수업이� 망가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깐� 그런� 화가� 그� 아이한테� 표출

되는�것� 같아요.� (참여자� 2)

처음이었거든요.� 아이들도�많지� 않았었지만,� 그래도�어느� 정도� 양호하게�했

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딱� 그때� 아,� 너무� 어렵다.� 얘네보다� 더� 심한� 아

이들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더� 해야� 하나?� 내가� 해야� 하나� 진짜?� 괜히� 뭐�

했다가� 또,�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이러면� 학원� 측에도� 피해가� 가는� 거고,�

저한테도� 피해가� 오는� 거고.� 해야� 하나?� 그렇다고� 할� 줄� 아는� 거는� 이것밖

에� 없는데,� 지금� 당장� 할� 줄� 아는� 것도�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다시�

한� 번� 생각했던�적은�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참여자� 18)

일단� 부모님들이� 반발을� 많이� 하시고요.� 반발하시는� 분들� 계시고,� 같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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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선생님이� 그� 지도하는� 지도법을� 동의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사실� 대그룹수업�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개입이� 조금� 적은� 편

인데,� 아이들� 치료센터에� 가서� 아이들� 부모님이� 회기당� 비싼� 돈을� 내고� 아

이들을�넣는�수업�같은�경우에는�하지�말라고�하는�게� 참� 힘들어서.�

(참여자� 5)

다. 억압적 공간 조성

1) 위계문화의 폐해

국내 체육대학 특유의 폭력적이고 고압적인 위계 문화에서 교육을 받

고 장애인체육 지도 현장에 오게 되는 특수체육지도자들은 그동안에 자

신도 모르게 젖어온 악습으로 장애아동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민감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

은 체육대학이나 운동부에 남아 있는 폐습들이 동료 지도자로 하여금 학

대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참여자 20의 의견에서 보듯이 운동부 생활에 익숙했던 엘리트 운

동선수 출신 특수체육지도자는 자신도 모르게 체득한 운동부의 강압적인 

문화규범을 담당 장애아동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기도 하였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억압적인 선·후배 관계에 익숙한 특수체육

지도자들이 별다른 윤리적 문제의식 없이 체육수업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마치 후배 대하듯 억압적으로 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압적 위계문화로 윤리적 민감성 저하

운동하셨던�분들이나�남자분� 같은� 경우� 오히려�체대에서�더� 그런� 거� 좀� 많

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있는�것� 같아요.� (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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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학교는�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렵게� 느껴지

지� 않았던.� 그� 지도자가� 그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6)

네.� 왜냐면� 저는� 어쨌든�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운동할� 때는�

안� 되면� 되게� 해.� 이런� 강박.�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쉽게� 고쳐

지지가�않으니까.� (참여자� 20)

2) 닫힌 공간의 유혹

연구참여자들은 특별히 폐쇄된 공간에서 장애아동을 쉽게 학대하게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보호자들이 참관하고 있을 때보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감

정적으로 장애아동을 지도하거나 대충 수업을 진행하며 장애아동을 관심 

밖에 내버려두게 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 10은 폐쇄된 공

간 속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수업시간 내내 앉혀놓게 된다고 했으며, 참

여자 9는 문제라고 보기에도 명확하지 않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발달

장애아동의 행동에 대해서도 폐쇄적 공간에서는 더욱 감정적으로 대처하

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특수체육지도자 개인의 수업운영 태도가 수업 

공간의 개방성으로 좌우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폐쇄된 공간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쉽게 학대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음을 뜻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음대로 수업함

‘부모가� 계속�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하면서� 가르치고,� 막힌� 곳은� ‘내가�

편하게� 그래도� 편하게� 널찍하게�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정도가�

달라지겠지.� (참여자� 3)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가끔� 비가� 왔을� 때는� 체육관에도� 들어갑니다.�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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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보면� 이제� 다� 원래� 하려던� 것도� 망가졌으니까,� 그냥� 너희� 하고� 싶은� 거�

하게.�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앉혀놓기도� 합니다.� 애들,�

이제� 뭐� 심한� 애들은� 아무것도� 뭐� 하고� 싶은� 애들� 없고,� 싫어하는� 애들은�

앉혀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업� 1시간� 내내� 앉아� 있기도� 하니까.� 되도록�

이면� ‘공개’� 좀�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체육관� 같이� 이렇게� 숨는�

데에서� 이렇게� 공개된� 곳이� 아니면� 수업의� 질� 같은� 것도� 저� 자체도� 많이�

이렇게�풀어집니다.� (참여자� 10)

일단� 그거죠,� 1:1로� 수업을� 하는데� 누가� 아무도� 안� 볼� 때,� 그럴� 때,� 이제�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이게� 아이가� 안� 본다고� 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가� 안� 본다고� 해서� 제가� 더� 이렇게� 예민하게.� 그러니까,� 누가� 보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안� 할� 텐데,� 예를� 들면,� 그냥�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것도�그렇게�한� 적도�있는�것� 같아요.� (참여자� 9)

3) 돈을 위한 도구화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니 연구참여자들은 이윤추구

라는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였다. 이들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본업의 근무시간 외부로부터 오는 체육수업의 제안을 받으며 

유혹을 느끼고 윤리적으로 갈등했다. 또한, 담당하고 있는 아이의 존재

를 돈으로 환원하고 있는 변질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직업적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프리랜서 강사들에

게서 도드라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장애아동

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

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계를 위해 수업의 횟수를 무리하게 늘려가게 

되면서 자신 지도행위의 목적이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추구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과정은 장애아동을 상대로 특수

체육 수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연구참여자들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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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시장에 대한 상황 인식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아동을 바라봄

부모는� 선생님� 어차피� 근무� 30분� 남으셨으니깐,� 제가� 저희� 아이만� 30분�

정도� 봐주고� 제가� 페이를� 지급할� 테니까,� 좀� 저희� 아이만� 봐주시면� 안� 될

까요.� 그런데,� 그렇게� 근무시간에� 페이를� 받고� 지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무시간에� 불법인데,� 그럴� 때� 혹하죠.� 준다는데.� 내가� 막말로� 30분� 한다

는데,� 누가�알아.� 알게�뭐냐고.� 그럴�때� 조금�윤리적으로�조금�흔들리죠.

� (참여자� 2)

그때� 제가� 수업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이� 수업� 하나하나를�너무� 저는� 애들

이� 좋아서� 이� 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업이�

많아지면서� 한� 수업� 한� 수업을� 금액이� 얼마고� 시간당� 얼마라는� 것을� 계산

하기�시작했을�때,� 그때,� 많이�죄책감이�들었죠.� (참여자� 6)

프리랜서� 하는� 게� 아무래도� 돈은� 많이� 버는데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돈�

벌겠다고� 생각하면� 정말� 끝이� 없이� 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치료

가� 공급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비용도� 너무� 비싸고,� 이것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시간에� 오만� 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우처� 지

원도� 너무� 적고,� 그렇지만,� 돈을� 벌자면� 끝도� 없이� 벌� 수� 있겠는데,� 장애아

동들�데리고�돈� 벌� 거면,� 수업이,� 애들이�돈으로� 보여요.� (참여자� 5)

4) 자기관리 실패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과도한 수업일정과 음주로 

건강관리에 실패하여 수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

다. 특수체육지도자의 자기관리 어려움의 양상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이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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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 1과 4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수업 전날까지 과도한 음주

를 하거나 사생활의 문제로 염려하느라 수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

고 했다. 그래서 체육수업을 대충하며 담당 장애아동을 방치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음은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자기관리 실패의 문제이다. 이

는 과도한 수업일정의 부담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참

여자 9와 20의 의견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자기관

리 실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한 수업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다음 수업에 지장이 가거나 수업 중간 시간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제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상의 이유로 지도자들은 심리적 또는 체력적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성실

하게 수업에 임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자기관리의 실패는 결국 연구참여

자들이 담당 장애아동을 체육수업에서 방치하거나 감정적으로 지도하게 

되는 배후에 있는 간접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수업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런� 일이� 큰일이� 있었는데,� 걔네한테�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수업에.� 너무� 큰일이라� 개인적인� 일이라,� 스트레스받는� 일

이라.� 어쨌든�일을�하러�오기는�와야�하는데,� 사실�걔네는�눈에�안� 보이고.�

(참여자� 15)

잠을� 못� 자거나� 나� 스스로�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면� 그렇게� 되면� 그게� 바

로� 수업에도� 지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느� 한� 수업에� 이거� 너무� 쏟아버리

면,� 다음� 수업에� 지장이� 가고�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중략)� 아니면� 예를�

들면�여자친구랑�헤어졌다거나,� 이럴�때� 그럴�수� 있겠죠.� (참여자� 9)

저도� 사람인지라� 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숨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거의�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요.� 쉬는� 시간� 거의� 없

고,� 12시부터� 저녁까지� 한� 타임도� 안� 쉬고,� 계속�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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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있는� 수업을� 할� 때는� 심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되

게�많이�다운된�상태에서�수업을�진행해요.� (참여자� 20)

내� 컨디션이� 안� 좋잖아.� 전날� 술을� 많이� 먹었어.� 전날� 피곤해서� 잠을� 늦게�

잤어.� 내가� 집안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종합적인� 컨

디션이�안� 좋잖아.� 그러면�다음날�수업이�안� 돼.� (참여자� 1)

음주를� 많이� 해서�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애들이랑�같이� 뛰어줘야� 하는데�

못� 뛰고�말로만�할� 때� 미안하지.� (참여자� 4)

라. 장애아동의 취약성

1) 의사소통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이 체육수업에서 겪는 주요한 고민거리는 장애아동의 낮

은 운동기능수준이 아닌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이들의 심리 및 정서상태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담당하고 있는 장애아동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물어보거나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지

속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했다. 또한, 체육수업 중 아

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자

신이 담당하고 있는 장애아동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지 못해 힘들어

하던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아동이 체육수업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지 확

신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특성은 

경도의 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체육지도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

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답답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장애아동의 마음

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보지만, 이들의 복잡한 마음을 헤아리는데 계

속해서 실패하게 되는 자신의 무능함 속에서 결국 좌절했다. 이 과정에

서 연구참여자 2처럼 장애 아동을 가르치려 하는 기술에만 신경 썼지 정

작 한 아동을 전 인격적 존재로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은 부족했음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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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게 되는 특수체육지도자가 있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연구참여자 8처럼 

담당하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특수체육지도자도 있었다.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가� 와서� 자기� 장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학습장애라고� 하는데� 학습장애가� 뭐에요?� 걔가� 물

어보는데� (중략)� 한번�생각해보세요.� 이� 아이가� 이쯤에서�나한테� 원하는�대

답은� 뭘까.� 그런데� 결론적으로�제가�대답을� 못해줬습니다.� 지금까지�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몰라도� 돼.� 이렇

게� 이야기하면서� 답을�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는� 제가� 아직� 선생님으로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깐�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스킬만� 연

마하려고� 했지.� 내가� 아이에� 대한� 정서적이나� 기타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

르더라고요.� (참여자� 2)

심리적인,� 이제� 연습을.�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런� 방법을� 쓰던,� 저런�

방법을� 쓰던� 재미있게� 해서� 연습을� 계속하면,� 기능적인� 부분은� 좋아지겠지

만,� 그� 외적으로� 심리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리는� 아이도�

그렇고,� 일부러� 더� 계속�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이�많이�좋아지는�게� 안보이고�그렇더라고요.� (참여자� 18)

근데� 얘가� 좀� 특이� 케이스잖아요.� 약간� 수준은� 고기능인데,� 그런� 심리적으

로� 정서적으로� 약간� 꼬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제가� 부딪히니

까,�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항적인� 모습

도�보이고�그래서.� (참여자� 8)

그러니까� 애들이� 막� 하면서� 수업은� 잘� 따라오기도� 하는,� 그러니까� 잘� 따라

온� 상황도� 되는데,� 얘가� 보면�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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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참여자� 9)

사실� 저는�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그게� 그� 친구들한테� 맞는� 수업

인지� 아닌�수업인지도�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학령기인�친구들한테는�

그� 친구한테� 시키는� 정형화된� 뭐� 축구,� 농구,� 티볼,� 뭐� 그러한� 게� 즐거운�

스포츠일지에�대한�생각도�많이�해요.� (참여자� 5)

또� 이제� 아까� OO이야기처럼�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못� 들어준다고� 느낄�

때� 조금� 많이� 미안하죠.� 그러니깐�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야지� 지도를� 해주

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이해를�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가� 어떤� 언어적인� 소통� 말고� 다른�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저는� 미처� 몰랐

던� 거에요.� 한� 몇� 년� 동안은�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미안하죠.� (참여자� 6)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응 행동문제로 야기된 소통의 단절은 특수체육

지도자가 수업 내내 직면해야 하는 큰 도전이었다. 연구참여자 18은 담

당 장애아동의 멈추지 않는 울음을 달래기 위해 체육수업 자체를 운영하

지 못했었다며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하는 이야

기를 발달장애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우 답답해하며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은 듯한 외로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수체육지도자

들이 체육수업에서 발달장애 아동으로부터 느끼는 고립감은 연구참여자 

15와 16이 제시한 ‘혼자서 연극을 하는 기분’이라던가 ‘소귀에 경 읽

기’라는 비유를 통해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다. 참여자 15는 이러한 쓸

쓸한 감정을 동료지도자들의 위로와 지지를 위안 삼아 견뎌내고 있었다. 

소통하기 어려움

그� 순간� 그냥� 소귀에� 경� 읽기라는� 말� 있잖아요.� 장애인� 교육을� 하다� 보면,�

알아듣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괜히� 뭐라고� 하고� 있나.� 나� 혼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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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중얼거리고�있나�해서.� (참여자� 16)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다가� 자기가� 맘에� 안� 들면� 그냥�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달래던,� 말을� 하던,� 뭘� 하던,� 혼을� 내던,�

뭘� 해도� 그� 아이들은�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좀� 더� 요

령� 있게�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막� 그러고� 있다가� 수업이� 끝

나요.� (참여자� 18)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의사소통도�안� 되니까� 의사소통도�

안� 되는� 상태에서� 언어� 치료까지� 하고� 있으니까�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니

까� 막� 답답함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막�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든가,� 아니면�

정확한� 말은� 아닌데� 혼자� 옹알이처럼�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의

사소통이�서로�또� 안� 되니까,� 스스로�답답한�점도�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자� 12)

약간� 혼자� 약간� 뭐라고� 해야� 하지,� 연극� 하는� 기분.� 한� 3,� 4개월,� 그때� 주

변� 사람들이� 괜찮아,� 괜찮아.� 나도� 그랬었어.� 그렇게� 말해줘서� 좀� 언젠가�

나한테�말해주겠지라고.� (참여자� 15)

장애아동과의 의사소통 부재에 기인한 관계의 단절감은 지도자에 의한 

감정적 지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장애아동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

하는지 변별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결국 자신이 내

키는 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

로 옹호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는 장애아동에게 체육을 지도하면서 연구참

여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감시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수업

을 운영해 나가기도 했다. 행위에 대한 감시자는 구체적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보호자로 표상될 수 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지도행위가 

장애아동을 통해 보호자에게까지 전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깝고 미

안해하는 한편, 체육수업을 대충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결과를 기대

하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쉽게 방치하게 되는 유혹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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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도형태 속에서 연구참여자 3은 자신의 지도현장

에서 담당 발달장애아동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감지하기도 하였다.

장애아동이 말하지 못하니 막 대하게 됨

그런� 소통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했어도� 뭐� 부모님은� 모

르시고� 지나갈�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래도� 그� 강도가� 아이를�이렇게� 전달하는�거랑� 제가� 전달하는� 거랑은� 좀� 다

르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할�

때가�있죠.� 아이를�혼냈을�때.� (참여자� 13)

그� 친구들의� 뭐냐� 의사표현이� 안� 되니깐,� 의사표현이� 무시되니깐,�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그게� 제일� 약간� 그렇지.� 그� 친구들이� 표현�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뭐� 내가� 해야� 하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깐,� 뭘� 좋아하

고,� 뭘� 싫어하고,� 울어도� 이게� 좋아서� 우는� 것인지,� 싫어서� 우는� 것인지,�

웃어도� 이게� 정말� 좋아서� 웃는� 것인지,� 싫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

니깐,� 그런� 의사표현을� 잘� 못�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내가� 함께할� 때� 그런�

부분이�제일�힘든�것� 같아.� 인권�자체가�거의�없다고�봐야지.� (참여자� 3)

이거는� 나도� 사실� 좀� 그런� 건데,� 나도� 잘못� 하는� 건데� 우리� 애들이� 뒤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안� 가르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봐.�

나도� 있는데,� 나도� 있어� 사실.� 근데� 이제� 얘네� 어차피� 말도� 못하니까,� 오늘

만�좀� 쉽게,� 쉽게�하자.� 이런�거.� (참여자� 1)

2) 경도장애 이해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지금껏 자신이 봐왔던 발달장애아동의 전형적인 특성

을 보이지 않는 경계선 급의 발달장애 아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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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 14는 장애아동에 대한 

지도자의 선 이해가 실제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애매함’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특수체육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비장애를 명

확하게 구분하는 개념이 현실의 대상과 일치하지 않아 발현되는 감정이

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참여자 8의 의견은 발달장애 아동을 정의

하는 개념 범위의 차이가 중도의 발달장애 아동보다 경도 급의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서 더 넓어짐을 보여 준다. 아동의 행동을 장애로 보기에 더

욱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두 참여자의 의견을 통해 발달장애동의 문제 

행동과 장애 정도라는 것이 외부에 실재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지도자

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렇듯 연구참여자들은 관점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게 할 수 있는 경계선 

급의 발달 장애아동의 행동들에 대해 어떻게 중재를 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다.

경도장애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 안에� 경계선이�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

이�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반� 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너무�

애매하고,�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너무� 애매한,� 그런� 너무� 애매모호

한�상황인�것� 같아요.� (참여자� 14)

저는� 문제행동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깐� OO의� 문제행동이� 말� 안�

듣는거� 말고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OO가� 문제행동� 많

던데’� 이러는데� (중략)� 제� 기준이랑�다른�사람�기준이랑�다른�것� 같아요.�

(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은 중도 발달장애 아동보다 비교적 기능이 좋아 보이는 

경도 발달장애 아동에게 높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

거 경도발달장애 아동이 체육수업에서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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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격했던 지도자의 경험은 이러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기대감은 자신의 성취욕구와 맞물리게 되었

다. 그래서 경도 장애아동이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평소 수행 수준보다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 연구참여자들은 좌절감을 느끼며 장애아동이 자신

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더욱 감정적으로 지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발달장애를 정의하는 모호성 속에서 연구참여

자들은 경도 발달장애 아동이 악의적인 의도성 가지고 자신에게 반항하

고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이들에게 분노하고 있던 것이다. 또한, 중도의 

발달장애 아동이라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연구참여자 4

의 의견을 바탕으로 특수체육지도자들이 경도의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을 

비장애 아동의 수행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모습은 발달장애아동의 보호자들이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고 비장애 아동을 기준으로 자녀의 수행수

준을 기대했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도장애 아동에게 더 화가 남

자폐도� 잘� 되는� 애들은� 잘되니까.� 인지가� 잘� 안� 되고,� 이해력이� 많이� 느린�

애들.� 물론� 완전� 못하면� 내가� 화가� 안� 나.� 완전� 애초에� 못하는� 애였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화가� 안� 나고,� 수준을� 낮춰서� 하는데,� 어떨� 때는� 잘하

다가� 어떨� 때는� 못하는� 애는,� 그런� 애를� 데리고� 뭔가를� 하려고� 의욕이� 앞

서서� 막� 하는데,� 얘가� 갑자기� 또� 이해도� 안� 되고� 막� 횡설수설하는� 거야.�

막� 그럴�때,� 화가�여기까지�나.� (참여자� 4)

어떻게� 보면,� 그냥� 말을� 안� 들을� 때죠.� 그� 아이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인지랑� 이런� 건� 다� 되는데,� 자기가� 일부러� 장난이

든,� 아니면� 진짜로� 하기� 싫어서든� 말도� 하고� 인지도� 다� 되는데,� 일부러�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종종.�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 중� 한� 명� 있는

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더�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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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안� 돼!�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러면�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일부러�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렇게� 문제� 행동을�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 볼� 때는� 얘가� 막� 저를� 약� 올

리는�것� 같고�이런�느낌도�들고.� (참여자� 18)

잘하던�친구가�못했을�때� 조금�더� 감정적으로�화가�나는�것� 같아요.� (중략)�

늘� 잘하다가� 갑자기� 화난다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뭔가� 좀� 답

답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겠지만,� 늘� 잘하던� 친구가� 하나� 실수하면,�

전� 그게�화가�많이�나더라고요.� (참여자� 19)

다� 알아듣는� 애예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할� 때� 꼭� 특수학급� 같은데� 보면�

장애가� 아닌� 애들이� 많아요.� 굉장히� 경한� 정도가� 아닌� 애들도� 많은데,� 다�

알아들어요.� 모든� 게� 다� 돼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럴� 때� 화가� 나죠.� 이� 아

이는�왜� 이게�안� 될까.� 이런�게� 다� 돼요.� 뭐� 다른�거는�다� 되는데,� 저의�지

시는� 안� 따라줘요.� 그러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다른�아이들은�잘� 따라주면,� 이제�그� 아이한테�화가�나는�편이에요.�

(참여자� 6)

그런데� 좀� 깔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좀� 똑똑한� 애들은,� 발달이� 더� 된� 애

들은� 깔보더라고요.� 선생님을.� 무서운� 선생님.� 그리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

해도�된다.� 이런�걸� 다� 알더라고요.� (참여자� 15)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친구들이�제가� 대화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이� 친구

들이� 어느� 순간� 일반� 학생들처럼� 느껴져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폐,� 좀� 좋

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도� 되고� 운동� 신경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정

말� 장애아동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

에는� 막� 화도� 아주� 많이� 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

고�이런�생각이�들었었는데.� (참여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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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아동 학대

1) 강제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아동의 행동으로 자신이 계획하고 상상했던 성공

적인 체육수업의 이상이 실제 현장에서 좌절될 때 커다란 분노를 느꼈

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육수업이란 자신의 통제하에 발달장애 

아동들이 사전에 계획된 규칙과 순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수업에 참여

하는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이렇게 ‘통제’를 자신의 체육수업에 ‘이

상향’으로 설정하게 된 데는 ‘통제’를 유능한 지도자의 자질로 바라

보며 이에 기반 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선뜻 들어주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

를 했던 보호자의 영향도 컸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렇게 수업을 해야 자

신뿐 아니라 보호자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처럼 ‘통제’가 능력 있는 특수

체육지도자의 유일한 척도로 작동하고 있는 지도현장에서는 수업을 중단

시키거나 자신의 주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특정 장애아동의 행동들은 

연구참여자들의 눈에 가시거리로 느껴질 뿐 아니라 이들의 감정을 초조

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결국 특수체육지도자들은 쌓였던 

분노의 감정을 자신의 눈에 거슬렸던 특정 장애아동을 향해 자연스럽게 

쏟아내고 말았다. 이러한 형태의 분노는 학대행위의 배경이 되는 감정적 

에너지로 작동하게 된다.

수업을 망치는 것이 화나가 남

친구들� 놀려서� 수업� 분위기� 다� 망칠� 때.� 왜냐하면,� 나는� 이거� 구조화도� 시

키기도� 힘든데,� 그걸� 망쳐놓으니까� 거기에서� 열� 받는?� 화나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완전�다� 흐려버리니까,� 걔� 한� 명� 때문에.�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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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나도� 밖에� 나가서� 나도� 좋은� 수업을� 하고� 싶고,� 나도� 딱딱� 이렇

게� 정형화된�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 아이로� 인해서� 내� 수업이� 망가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거죠.� 그러니깐,� 그런� 화가� 그� 아이한테� 표출

되는�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 아이와� 내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참여자� 2)

보호자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성과를 가시적으

로 확인하고 싶은 연구참여자들은 수준에 맞지 않는 체육수업 활동에 담

당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강제로 참여시켰다. 본인의 능력에 적합하지 않

은 활동이다 보니 발달장애 아동은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물리적

인 힘을 사용해서라도 장애아동이 체육수업에서 부여된 과제를 성공적으

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장애아동이 

과제 수행을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

도 이를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아동의 의견과 필요보다 보호

자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은 결국, 

장애아동의 의사와 정서적 감정과는 상관없이 이들에게 억지로 스키를 

태우기도 하고 완력을 사용하여 이들의 몸을 잡아 들어 올렸다 내려놓는 

등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체육수업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제로 시킴

그래서� 겨울에� 스키장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은� 기준이� 내� 아이는�

스키를� 탈� 수� 있다.� 무조건� 그래서� 스키를� 태워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솔직히� 가면� 스키를� 탈� 수� 있는� 아동이� 그렇게� 많지

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조율을� 하고� 싶은데,� 부

모님이� 원하시니까.� 아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랄까?� 그런� 모습을�

볼� 수는�없는데,� 어느�정도�반강제적으로�그냥�스키를�태우는�그런.�

(참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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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두� 발� 점프를� 성공해야� 그� 선생님의� 수업을� 계속� 들을� 텐데,� 두� 발�

점프를� 싫어하는�친구를� 성공하게�하려면� 억지로� 들었다� 놨다� 그런� 작업들

이�필요하잖아요.� (참여자� 5)

계속� 설명하고,� 내가� 직접� 붙잡아서� 이제� 막� 좀� 강압적일� 수도� 있지만,� 힘

을� 쓰는� 거지.� 답답하니까.� 공� 굴려보라� 한� 다음에� 오른쪽� 이리로� 오면� 얘

가� 이리로� 굴러가려고� 하는� 순간� 잡아서� 낚아채는� 거지.� 거기� 아니다.� 여

기다.� 좀� 이렇게�충격을�주는�거지�충격을.� (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은 지도자 중심의 일방적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담당

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도달하도록 강제하는 일방적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 장애아동이 도달하지 못하

거나 조금이라도 어긋난 모습을 보이면 이들을 이해시키려는 아무런 노

력 없이 무조건 혼을 내거나 일방적으로 지시할 뿐이었다. 연구참여자 8

의 의견에서 보듯이 이때 특수체육지도자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

의 모습에서 표상되었다. 이러한 기준의 밑바탕에는 발달장애 아동과 비

장애 아동의 차이는 ‘다름’이 아닌 고쳐주어야 하는 ‘틀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미 지도자들의 내면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선입견은 발달장애아동의 의견을 고려할 정도의 여유를 이들에게 허락하

지 않았다. 그래서 발달장애아동의 수준이 비장애 아동들이 보여주는 수

준까지 와야 한다는 강박 속에 일방적으로 발달장애 아동을 압박할 수밖

에 없었다.

일방적으로 수업함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혼을� 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수업에�대한� 규율을� 좀� 뭔가�어긋났다?� 그래서�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한테�

이� 규칙은� 지켜야� 해.�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로� 이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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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디를� 가서도� 그런�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이건� 혼을� 내서

라도�그걸�만들어줘야겠다.� 좀� 그런�식이�있었던�것� 같아요.� (참여자� 9)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했던� 방법은� 뛰게� 시키고� 윗몸일으키기를� 시키고�

정도였지� 그걸� 왜� 해야� 하는지� 내지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친구

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는� 것� 같아

요.� (참여자� 16)

장애인을� 비� 장애인에게�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교실을� 하면은,� 예를� 들어,� 줄넘기하면� 애들이� 그� 줄넘기를� 할� 수� 있

는� 수준까지� 와야� 해.� 무조건.� 그� ‘비장애인들이� 보여주는� 모습까지� 가야�

해’라고�생각을� 했었던�것� 같은데.� (참여자� 8)

지도자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체육수업에서 발달장애아동의 

의견은 지도자에 의해 무시되거나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참여자들은 발달장애아동의 의견을 장애라는 프레임에 맞추어 문제 행

동으로 해석하여 이를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특수체육 지도현장의 장애아동들은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해야 했거나 자신의 모든 의견이 ‘문제’로 여겨

지는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9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발달장애 아동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담당지도자는 이를 문제 행동의 연장선에서 해석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해당 장애아동은 화장실에 가지 못한 채 옷을 입은 상태로 소변

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발달장애 아동들의 의사표현은 지도자에

게 쓸데없는 말 또는 장난 정도로 치부되어 무시되기도 하였고, 결국 이

러한 발달장애아동의 의사표현에 대한 묵인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아동의 의견을 묵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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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주에� 얘가�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이제� 마렵

지� 않아도�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그때� 화장실에� 진짜� 가고� 싶어서� 오줌을�

싸서�바지가�다� 젖은�거예요.� 그럴�때는�진짜�미안하더라고요.� (참여자� 9)

걔가� 쓸데없는� 말을� 워낙에� 많이� 해.� 뭐라� 그랬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않나.� 그렇게� 안� 하면� 안� 끝나.� 그런데� 걔가� 이렇게� 내가� 막대하듯이� 막�

말장난하는� 거� 되게� 좋아해.� 걔가.� 내가� 막� 말장난하면,� 뭐� 막� ‘시끄러워�

야!� 꺼져’�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 막� 좋아해� 혼자� 웃어.� 애가� 중학교� 2학

년이고� 인지가� 있다� 보니깐,� 애가� 또� 그런� 것을� 이해하고� 다� 그런� 게� 있

어.� 그런데� 이게� 내가� 장난으로� 하기는� 한� 건데,�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하기는� 해.� 왜냐하면,� 애가� 다� 따라� 해.� 조심해야지�하고� 생각은� 하는

데.� (참여자� 1)

그래서� 우선은� 수업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그냥� 10개� 중에� 한�

2~3개� 진짜� 물어보고�싶은� 게� 있겠지.� 선생님� 뭐라고� 뭐라고� 하면,� 아,� 그

건� 나중에� 할� 테니까�묻지� 말라고.� 그런� 경우가� 많지.� 너무� 질문이� 많으면,�

한� 번� 들어주면,� 계속하는� 성향이� 있어서� 아예� 그냥� 그런� 부분은� 좀� 미안

하긴� 한데� 차단하고� 프로그램,� 수업에� 집중하려면,� 그런� 수로� 쓰는� 거지.�

거기에�대해선�생각을�깊이�안� 해봤어.� (참여자� 3)

한편, 강압적인 수업에서 장애아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의 하나는 이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자신이 무서운 선생님이

라는 것을 장애아동에게 인지시키고 나면 이들은 평소보다 긴장하게 되

어 지도자의 통제에 더 순응적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방법보다 수고를 덜 하고

도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이런 강압적인 방식의 지도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장애아동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

으로 화를 내며 체육수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특정 공간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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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애아동을 그 공간에 방치해 놓음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

으로 효율적 수업 운영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무섭게 해야 함

뭐� 좀� 안� 됐다� 싶으면� 다� 멈춰,� 다� 차렷� 한� 다음에� 혼내고.� 얘가� 좀� 안� 된

다� 싶으면� 다� 가만히� 있고� 얘� 하는� 거� 구경하게� 한� 다음에� 얘만� 집중적으

로� 해� 봐.� 틀리면� 혼내고.� 그� 때리는� 건� 아니고� 소리를� 질러.� 소리를.� 너,�

이게� 아닌� 걸� 아닌� 줄� 아는데� 네가� 지금� 집중을� 못� 해서� 못하는� 거다.� 다

시�해봐.� 될� 때까지� 계속�반복,� 무한�반복.� 한� 다음에� 좀� 되면�이제� 칭찬해�

주고.� 또� 다른� 애들� 또� 다른� 애들� 또� 긴장해� 또.� 자기네들� 긴장하니까� 또�

잘해요.� 또.� 잘하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퍼지면� 늘

어지면�실수가�자꾸�나오니까.� (참여자� 4)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가장�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빠르지� 않습니

까?.� (참여자� 10)

더� 아이들이�행동이� 빠릿빠릿해지고�어떤� 선생님은�두� 번� 말할� 걸� 저는�한�

번� 하면�끝나요.� 조금�단호하게�하기�때문에.� (참여자� 15)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한� 번

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년� 반� 동안.� ‘야,� 너!’라는� 말만� 들었지.� 그런데�

갑자기� 2년� 만에� 저한테� ‘선생님,� 무서워요.� 문� 열어주세요.’� 이러는� 거예

요.� 그게�너무�속상하더라고요.� (참여자� 16)

2) 체벌

연구참여자들에게 체벌은 수업을 운영해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지도방

법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체벌이 장애아동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체벌을 가했던 장애아동에게 미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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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느끼지만, 다수의 장애 아동과 함께 진행되는 체육수업에서 체벌

을 통해 이들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업구성

원이 피해를 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체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체벌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장애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경

고의 의미 또는 새로운 자극이라는 표현으로 해석되고 이해되었다. 체벌

을 지속했던 연구참여자들의 심리 기저에는 말로만 해서는 장애아동이 

이해할 수 없으며 장애아동의 행동을 비장애 아동의 행동 수준에까지 맞

춰 개선해야 한다는 장애 아동을 바라보는 연구참여자들의 공유된 인식

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더해 체벌을 가했던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에

는 담당장애 아동이 자신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정서적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4는 체벌을 하지 않고서 장애아

동이 자신의 말을 따르겠느냐고 반문하며 장애아동의 통제 실패를 특수

체육지도자로서 자신의 실패로 해석하는 데서 오는 내면의 두려움을 들

어냈다.

체벌을 가함

그런� 식으로� 경고랑� 그런� 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때는� 그� 안에서

는� 다른� 마음보다는� 자기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조금� 미안한� 것도� 있

죠.� 왜냐면� 억지로� 가둬놓고�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건� 미안한� 마음도� 있

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업이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뭘� 해야� 하기� 때

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

요.� (참여자� 18)

체벌� 안� 하고� 걔를� 이해시키고� 네가� 잘못한� 게� 뭐냐,� 이런� 걸� 하려면� 수업�

이제� 잠깐� 멈추고� 그걸� 해야지.� 아니면� 수업� 끝날� 때까지� 걔를� 어떻게� 할�

거야.� 어디� 세워놓거나� 이것도� 체벌이잖아.� 어차피� 그� 상황에서� 이제� 체벌�

없이� 하려면,� 바로� 이해시키고� 뭐� 네가� 잘못한� 게� 뭐냐,� 이런� 거� 하다� 보

면�시간�다� 가잖아.� 그러면�수업이�안� 되지.�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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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하면� 안� 되지.� 알지만� 말로만� 해서는� 그� 친구들이� 잘� 이해하지� 못

하고� 하니깐� 그래서,� 난� 뭔가�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니면� 그� 행동을� 계속하거나� 따라오지� 않으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

우가� 많으니깐.� 그렇게라도� 애들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

을� 하니깐.�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알지.�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면�수업�자체가�안� 되는데�그런�경우가�있지.� (참여자� 3)

왜냐하면� 어쨌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아이들과� 너무� 다른�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은� 10번을�

이야기해도�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 줘야지� 듣지� 않을까라

는� 생각을� 해요.� 체벌� 없이� 그러니까� 이걸� 체벌이라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

도�있는데,� 이� 정도까지도�없다면�얘네들이�과연�내� 말을�따를까?�

(참여자� 14)

장애아동에게 체벌을 가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정의하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정한 개인의 판단을 기준

으로 어느 정도의 체벌을 자신의 수업에 허용할 것인지를 자의적으로 결

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체벌행위를 폭력으로 해석하기에는 애

매한 부분이 있고, 학대를 정의하는 기준 자체에 대해서 특수체육지도자

들 간에 합의된 사항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체벌이나 학대에 관련된 일

관된 교육을 받아 오지 못했음을 시사할 뿐 아니라, 그 결과로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전적으로 지도자의 주관적 결정에 따라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수체육지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체벌의 정의에 대

한 모호성은 이들에게 체벌을 해석하는 데 있어 ‘새로운 자극’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지도자의 

‘소통 방식’ 등으로 포장되어 학대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로 남겨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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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명확한 기준 없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폭력?� 그런데� 폭력이라고�보기도� 애매

하고,� 이건� 약간� 또� 필요하기도� 한데,�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기준

점�자체도�애매한�것� 같아요.� (참여자� 12)

그거는�그� 사람이�아이를�막� 폭행한다거나,� 물론�그� 정도라는�기준이�다� 다

르지만,� 너무이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행동이라면� 뭔가� 제지를�

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어느� 정도� 아이한테� 내가� 이렇게� 조금� 힘을� 줘서�

아이를�제지한다거나,� 어떻게�보면�이것도�체벌일�수� 있거든요.� (중략)� 가장�

중요한�거는� 성추행� 혐의도� 그렇고,� 상대방이� 수치심이�들면�성추행인� 것처

럼,� 우리� 아이는� 중증� 장애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못� 하기� 때

문에�이거는�윤리적으로�생각해볼�문제는�아닌가라는�고민이�되는�거죠.�

(참여자� 2)�

그러니까� 제가� 적당한� 체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의식하는� 것일� 수도� 있겠

죠.� 누가�봐도�이건�합당하다는�처벌을�하려고�하죠.� (참여자� 9)

선생님마다� 그런� 스스로의� 그런� 기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상식

선에서� 이런�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구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예를� 들면,� A라는� 선생님은�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한� 번� 했는데,� 학생들

은� 이제� 못� 알아먹을� 수� 있는데,� 두,� 세� 번�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

는데도� 안� 되면,� 뭐� 불같이� 화를� 낸다거나� 때리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

해요.� (참여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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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치

보호자의 잘못된 자녀 이해를 바탕으로 계속되는 부당한 요구에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수업에 대한 열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자신

이 담당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열정적으로 지도하고자 했지만, 체육수업

에 대한 무관심과 자녀의 장애를 바르게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보호자의 부정적인 반응에 부딪혀 좌절했다. 보호자의 냉소적 반응에 연

구참여자들은 보호자들이 굳이 기뻐하거나 원하지 않는데 열심히 수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담당 장애아동

을 열심히 지도해야겠다는 의욕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보호자와의 관

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켜가지 못하게 되었다. 보호자와의 교육관 불일

치로 심화된 갈등은 결국 점점 더 특수체육지도자의 시야로부터 장애아

동을 소외시키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장애아동에 대한 열의를 상실

믿고� 맡기는� 부모님은요.� 선생님이� 쉽게� 타성에� 젖어요.� 그러니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은�올바르지� 않은� 교육관을�가지고� 있어도� 제가� 계속� 설득해

서� 바꿀� 수가� 있어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계속� 서로� 피드백하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체육� 지도해주세요� 라고�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

관심한� 부모님은� 내가� 교육상황� 환경� 안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주어

진� 역할만큼은.� 그런데� 이제� 쉽게� 타성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이� 부모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깐.� 피곤한데� 조금� 슬슬� 천천히� 할까.� 이

런�생각이�들기도�하죠.� (참여자� 15)�

체념을� 한� 편이죠.� 의욕이� 꺾이기보다는�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줄게� 돼�

있어요.� 엄마가� 관심이� 없어.� 그럼� 애가� 이걸� 못해.� 엄마가� 적극적이면� 어

떻게든� 시키려고� 하겠지.� 그런데� 엄마가� 관심이� 없는데,� 내가� 얘� 뭐.� 줄넘

기� 하나� 넘게� 했는데,� 엄마가� 좋아� 하겠냐고.� 물론� 엄마� 좋자고� 하는� 행동



- 117 -

은� 아니지만,� ‘내가� 뭐� 이거� 한들..’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점프� 같이해

줄�거� 덜� 하게�되는�거죠.� (참여자� 2)

그게� 아무래도� 의욕이� 확� 꺾이지.� 해서� 뭐해.� 해서� 뭐해.�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지.� 엄마랑� 갈등이나� 생기지.� 응.� 그런� 회의감� 많이� 들어.� 하다못

해� 칭찬은� 둘째� 쳐.� 그래.� 안� 받아도� 된� 다� 쳐.� 욕은� 하진� 말아야지.� 그럴�

때도�있어.� (참여자� 1)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부모님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뭐� 내가� 굳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그거는� 아니라

고� 생각해.� 만약에� 그거를�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줄� 수가� 있지만,� 그거

를�싫다고�하는데�굳이�뭐� 내가.� (참여자� 3)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로 성실

하게 수업에 임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

여자 1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자기관리의 실패로 컨디션이 좋

지 못할 때 이전과 매우 상반되는 수업태도를 일관하였다. 구체적으로, 

몸 상태가 좋을 때는 지도자들이 담당 아동의 개별적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던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체육수업 중 봉사자와 잡담을 하

거나 사적인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비단 

참여자 1의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 20의 경우에는 본인

의 피곤함을 담당 장애아동의 힘듦으로 책임 전가하며 자신의 휴식을 위

해 장애아동을 방치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특수체육지도자가 개인적

인 문제로 체육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취하는 방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자신의 관심으로

부터 소외시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로 발달장애 아동은 

지도현장에서 방치되었다.

장애아동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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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감정� 때문에� 걔네한테�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수업을� 대충� 했을� 때� 대

충?� 그냥�방치시킨�거죠.� (참여자� 15)

그러면� 이제� 수업에� 대해서� 집중도� 안� 되고� 수업을� 하면서도� 얘가� 힘든데

도� 그래� 힘들면� 쉬어,� 하고� 한� 10분� 그대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

가는� 시간들이� 몇� 번씩은� 있다가� 보니까,� 그럴� 때마다�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아.� 왜� 오늘� 수업을� 이렇게� 했지?� 수업을� 왜� 이렇게� 했을까?� 얘한테

도� 필요한� 수업을�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힘들다고� 수업을� 안� 했네?� 아.�

왜� 그랬을까?� 이런�생각들이�되게�많이�들어요.� (참여자� 20)

내가� 수업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 때지.� 요� 근래에도� 내가� 지지난� 주인가�

설렁설렁했어.� 힘드니깐.� 몰라� 나� 스스로� 애들한테� 방어막을� 치자면.� 슛� 연

습도� 해야되� 그러니깐� 그날은� 슛만� 쏘는� 거야.� 레이업만� 쏘고,� 오늘처럼�

내가� 한명� 한명� 그래도� 문제� 있으면� 중간에� 스톱해서� 다시� 한번� 쏘고,� 얘

기도,� 피드백도� 계속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슛시켜놓고� 저기� 제자� 애�

한� 명� 불러� 놓고� 여기서� 잡담하고,� 어차피� 다른� 애랑� OO이가� 보니깐.� 내

가� 안� 봐도� 볼� 애들은� 있으니깐.� 그럴� 때� 나가서� 와이프한테� 전화도� 한� 번

씩�하고,� 내가�성실하게�하지�않았을�때� 마음에� 걸릴�때가�있어.�

(참여자� 1)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아동의 개별적인 교육 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

다는 자신의 책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혼자서 담당해야 할 장애아동의 수

가 너무 많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업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또

한, 장애아동들이 서로 동일한 장애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특

성이 매우 다양하기에 어느 아동의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매우 난감해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11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수업 운영

을 위해 자신의 체육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

도 방법을 일원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곧 효율성을 중시한 이러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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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도방법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모둠 수업에서는 

적합하지 않음을 깨닫고 반성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와 비슷한 시

행착오를 겪으며 어쩔 수 없이 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장애아동 

중 특정 아동에 집중하여 선별적인 지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특수체육지도자의 선택에서 배제된 장애아동들이 수업에서 방치될 수밖

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일대 다수라는 고정된 물리적 구조에 기반

한 특수체육 지도현장의 현실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

의 선택이었다.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못하는� 애들� 하나하나� 다� 봐줘야� 합니다.� 체육� 수

업은� 하나하나� 그� 기능.� (중략)� 그래서� 하나하나씩� 잡아야� 하는데�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판을� 짜놓고� 그냥� 그

렇게.�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못하는� 친구들을� 조금� 더� 봐주면서�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참여자� 10)

이렇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다른데�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니� 그때는� 좀� 실수였어요.� 그때는� 실수했던�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이�

친구랑�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방

치했다고�해야�하나?� 그걸�그런�식으로�처리해서�옆에�있던� 조그마한�학생

이�좀� 폭행을�당해서�그때�좀� 실수였던�것� 같아요.� (참여자� 11)

애들한테�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애들은�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제가� 짠� 대

로� 잘� 안� 되더라고요.� 애들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려고� 짜서�

가면�다른�거하고�있고.� (참여자� 13)

고민해도� 답이� 내려지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원체� 특성들이� 다� 다양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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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기�때문에,� 어떻게�해� 줘야�하는지에�대한�계속적인�고민?� 고뇌?.�

(참여자� 14)

일단은� 저희는� 사설기관이니까� 학생들이� 1:1로�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룹수업이�대부분이에요.� 그룹수업� 아이들이� 10명인데� 전� 1명.� 그런데� 얘

네가� 10명이� 다� 똑똑하면� 어떻게든� 끌고� 가겠죠.� 그런데� 4명은� 완전� 똑똑

한데� 1명은�너무� 무겁고,� 장애가,� 3명은�어중간하고� 2명은�또� 약간� 어중간

하고.� 이런� 그룹이�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지?� 초점을� 얘네

한테�맞춰야�하나?.� (참여자� 19)

앞서 연구참여자들은 담당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가 많아 개별적인 

장애아동들의 교육적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장애아동에 대한 선택적 관심으로 이들을 지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업에서는 필

연적으로 특정학생이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수업 구조가 형성된다는 데 

있다. 이를 소외적 구조라고 한다면 이런 구조 내에서 방치된 장애아동

의 잠재적 가능성은 특정 아동들에게 편향될 수밖에 없는 지도자의 시야

에 포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가고 있었다. 축구를 좋아하는 발달장애아

동의 개성은 표출되지 못하고 다수의 공리를 위해 보류되었고, 지도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의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는 안전

관리를 위한 염려거리로 치부되었다. 이렇게 지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수업에서 소외되는 장애아동이 나타남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한� 명� 쫓아가면서� 데

리고� 오는� 동안� 얘네들은� 또� 방치되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만약에� 얘� 데

리러� 간� 사이에� 또� 무슨� 일� 날까� 봐.� 그리고� 얘는� 또� 혼자� 수업� 참여� 안�

하려고� 그래서� 앉아� 있어서� 그러면� 참여하는�애들� 데리고� 수업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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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얘� 혼자� 또� 뭐�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장난치다가� 다칠까� 봐� 그런� 거�

걱정되는�거죠.� (참여자� 12)

너만� 잘하는� 거지� 다른� 애들은� 안� 되니까.� 그래서� 소수니까.� 걔는� 축구를�

엄청� 좋아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그래서� 안� 시

킵니다.� 축구를� 안� 시켜봤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 같이� 소수는� 다수� 쪽으

로.� 그런데� 다른� 거� 하면� 걔도�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런데� 어떻

게� 보면� 걔가� 가장� 좋아하는� 건� 내가� 안� 시켜주는� 거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모든� 다수를� 책임진다는�그런� 거� 합리화�아래�어떻게� 보면�

내가� 내� 능력� 권� 안에서� 한다고� 하는�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

다.� (참여자� 10)

그런� 부분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물론� 이론�

쪽으로는� 당연히� 아는데,� 현실은� 또� 다른� 친구들도� 동시에� 봐야� 해서.� 그�

친구만� 이렇게� 온전히� 봐줄� 수는� 없어서,� 그것도� 나름의� 방식이고� 그럴� 텐

데,� 안타깝게�생각하고�있어요.� (참여자� 11)

연구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수업의 교육내용 또한 장

애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화되어 있다고 입을 모았

다. 특성이 매우 다양한 발달장애 아동을 하나의 범주로 정의하여 이들

을 정형화된 수업내용에 맞추는 방식은 불가피하게 특정 장애아동의 방

치를 유도하게 된다는 한계를 직시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기존 

체육수업에 회의를 느끼고 장애아동 개개인에 적합한 차별화된 교육 과

정이 현장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개별화 교육의 추구를 위

해 특수체육의 목적 또한 담당 장애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을 소원하였다. 다양한 교육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공감은 지도현장에서 만나 가르쳤던 자폐성 장애아동들

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가 매우 다양했었다는 실제적인 지도경험을 기반

으로 도출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그동안 자신이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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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에 대한 회의와 반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획일화된 교육내용

너무�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특수체육이라는� 분야가.� 제가� 봤을� 때는�

사회성도� 기르고� 건강도� 챙기고� 이걸� 사실� 선생님도� 현장에서� 해� 보셔서�

알겠지만� 다� 가능하죠.� 가능하지만�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애� 한� 가

지로� 된� 친구들이�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아이들처럼�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중략)� 자폐아인� 이� 친구는� 사회성이� 필요해.� 자폐아인� 이� 친구

는� 사회성이� 필요한데,� 사회성은� 어느� 정도� 교육이� 됐는데� 체력을� 더� 끌어

올리고�싶어.� 이렇게�좀� 특수체육의�목적도�세분됐으면.� (참여자� 16)

자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특성들이� 너무� 많이� 달라요.� (중략)�

감각을� 수용하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이� 그� 친구들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공한� 특수체육� 프로그램이� 가장� 본질적인�그� 친구들이�

감각을� 처리하는� 방식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깐� 그� 친구들이� 거부

할� 수� 있는� 당연한� 부분들을� 제가� 제시해야� 할� 때� 그게� 정말� 미안해요.�

(중략)� 아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하는� 부분.� 그

렇게�시키는�부분들이�조금�미안해요.� 그� 친구들한테.� (참여자� 5)

그러니까� 벌써� 다� 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애들� 특성도� 있고,� 그� 안에

서� 새로운� 애들이� 들어와도� 그� 안에서� 수준은� 다� 넣고,� 성격이나� 어느� 정

도� 다�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그걸� 어느� 정도� 고수하는� 것도� 있으니까.� 새

로운� 걸� 또� 개발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왜냐하면,� 똑같은� 수업을�또� 할� 수도� 있으니까.� 예

를�들면�플로어�볼은� 16년에도�하고�지금도�또� 합니다.�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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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타자의 관여

1) 보호자의 관여

 보호자가 체육수업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였지만 올바른 지식 없이 체

육수업에 과도하게 참견하는 것 또한 연구참여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일

으켰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장애아

동을 지도하려고 했지만,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자신의 체육수업을 못마

땅하게 여겨 지속적으로 수업운영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참견했

다고 토로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 18의 의견 속에서 자세하게 드러난

다. 연구참여자 18은 축구라는 종목을 변형하여 손을 사용하는 활동으로 

재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축구는 발로만 해야 한다는 장애아동 보호자의 

상식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창의적 재구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축

구라는 종목을 변형하여 재구성하려는 지도방법을 수용하지 못한 보호자

는 지속적으로 체육수업에 관여하며 방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

자 18은 자신의 전문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

절할 수밖에 없었다. 

수업에 과도하게 참견함

너무�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그리고� 그런� 디테일,� 정말� 세세한� 것까지�

그� 아이에� 대해서� 다� 참견을� 하시다� 보니까� 애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만� 수정이� 딱� 되면� 얘는� 진짜� 일반� 애들이랑� 어울리는� 데�

문제가�없는데.� (참여자� 14)

안된다고도�말씀드렸죠.� 그런데� 지켜보세요.� 그리고�얘가� 이렇게�하는데�이

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한� 두� 번이었으면�어떻게�되겠는데,� 몇� 달� 이러시더라고요.� (참여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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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봤을� 때는� 축구공은� 차야� 하는� 건데,� 얘가� 축구공을� 굴리고� 있어

요.� ‘얘가� 왜� 축구공을� 굴리고� 있어요?’라고� 질문을� 하세요.� 축구공은� 차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 그렇구나.� 좋은� 것� 같

아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도�있는� 반면에,� ‘그래도� 처음에는�축구공을�빨리�

차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됐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못� 고치는�분들이�계시는�거죠.� 참지�못하시는�분들.�

(참여자� 18)

일상에서 반복되는 발달장애 자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지쳐버

린 보호자들은 연구참여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의 행

동을 바꿔주기를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매를 가져다주며 

아이를 때려도 된다고 했던 보호자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보호

자의 요구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고 토로하였다. 자신은 발달장애 

아동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뿐인데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보호자의 시선 때문에 억울함을 토

로한 연구참여자 13의 이견이 이를 잘 드러낸다. 체육수업에 대한 이런 

왜곡된 보호자의 시선은 체육교사에 대한 기존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2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전형적 이미지에 기대어 자녀의 행동수정을 요구했던 보호자와의 만남을 

회상하며 특수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자와 자신의 정체성의 차이로부터 

오는 역할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호자의 왜곡된 관점과 부

당한 요구를 배경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수동적인 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끌려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압적 수업을 원함

이게�애가� 행복하려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하려고�하는� 것� 같은?� (중

략)�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를� 강압적으로라도� 해서� 좀� 가라앉혔으면,� 이런�

게� 있으셔서.� 전�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데요.� 세게� 해도� 되니까� 좀�



- 125 -

됐으면� 좋겠다.� (중략)� 아까� 그거랑� 비슷한데,� 어머니들은� 복지관� 같은� 경

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행동� 같은�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에요.�

거기서� 생기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거� 이전에� 사람이니까� 행복해야� 한다

는� 걸� 대하는� 건데,� 어머니들은� 너무�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니까� 별로� 안� 내

켜�하시더라고요.� (참여자� 13)

이제� 그런� 거죠.�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제어가� 안� 될� 때,� 애들이� 제어가�

안� 되니까� 잡아놓고서는�그때는� 처음이라서� 제가� 강압적인�방법을� 안� 쓰고�

이거� 하기� 싫고,� 저거� 하기� 싫고,� 막� 이런� 거부� 반응을� 보이면� 그러면� 더�

많이�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막� 이런� 거� 찾아주면서� 우선은� ‘뭐라도� 해

보자’� 라는�생각으로�했었는데,� 이렇게�하니까�노는�것� 같아서�싫대요.�

(참여자� 18)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거나�집중�안� 할� 때� 하는� 행동들을� 선생님이�무섭게�

해서� 못하게� 해� 달래.� 그거는� 체육수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게� 주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목적이신� 분들도� 계세요.� 체육� 선생님은�

무서운�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해서� 애들� 좀� 잡아주세요.� 이런� 부모들이� 있

어요.� (참여자� 2)

어머니께서� 매일� 오셔가지고� 선생님,� 이걸로� 패도� 돼요.� 어머님이� 진짜� 삶�

자체가�무너지신�거죠.� 저희는�못하죠.� 안하죠.� (참여자� 19)

연구참여자들은 지도현장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사건·

사고의 책임을 무조건 적으로 자신에게 전가하는 보호자의 태도로 어려

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20과 19의 의견에서 알 수 있

듯이 보호자들은 장애아동이 문제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지속하거나 다쳤

을 때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특수체육지도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자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보호

자의 단편적인 생각이 특수체육지도자를 모든 사건의 책임자로 몰고 가

고 있던 것이다. 스스로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연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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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감정적 소모와 심리적 부담은 더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무작정 지도자를 탓함

근데�이것도� 횟수가� 되게� 많아지면�되게� 싫어하세요.� ‘내� 자녀는� 이러지� 않

았는데,� 여기만� 오면� 이래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저

희� 아들,� 저희� 자녀는� 집에서� 이런� 행동들� 보이지� 않고� 다른� 센터에서도�

전혀� 이런� 행동을� 보이진� 않는데,� 왜� 여기만� 오면� 이럴까요?� 그러면� 선생

님이�잘못된�게� 아닐까요?’� (참여자� 20)

학생�어머님께서� ‘선생님,� 애� 제대로� 보셨어요?’� 이러면�더� 미치는�거죠.� 너

무,� 더� 속상해지고.� (참여자� 19)

보호자의 일관되지 못한 요구로 연구참여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

었다. 자신의 자녀를 강제적으로라도 활동에 참여시켜 주기를 요청했던 

보호자는 이내 태도를 바꾸어 그러지 말 것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요구했

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자신의 자녀를 지

금보다 더 강제적인 방식으로 지도해 달라고 다시 태도를 바꾸었다. 변

덕스러운 태도로 일관하던 보호자의 모습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의 내적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떤 지도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보호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에 더해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또한 연구참여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보호자의 신뢰할 수 없는 태도였

다. 보호자들은 자신의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체육지도자에게 공개

적으로는 강제적 수업을 요구하는 동시에 특수체육 지도현장의 책임자에

게는 이를 불평하며 담당 지도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보호자의 의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도현장의 상황에서 연

구참여자들은 보호자의 이중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요구에 맞춰 수동적으

로 자신의 지도방법을 수정해나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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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스러운 보호자

저희한테� 와서� 그걸� 맞춰가는데,� 거기에서� 또� 너무� 과하다,� 너무� 선생님이�

너무� 강하게� 수업을� 하신다.� 좀� 줄여달라.� 그러면� 또� 줄여주면,� 이제� 선생

님,� 이만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계속� 나오시니까� 어떻게� 해� 줘야�

할지� 솔직히� 좀� 요즘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컴플레인� 같은� 게� 들어

오니까.� (참여자� 14)

‘제가� 따끔하게� 혼을� 내겠습니다.� 네,� 혼을� 내주세요.’라고� 하지만� 막상� 내�

자식이� 혼이� 나서� 들어오면� 어머님들은� 싫어하세요.� 내� 자식� 이러는� 게� 있

기� 때문에� 혼을� 내더라고� 내가� 냈으면� 냈지,� 선생님이� 혼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말로만� 해주

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이런�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 드려요.� 근데� ‘그냥� 선생님이� 혼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뒤로는� 되게� 싫어하시고� 상처받아� 하시고,� 바로� 윗

선으로�연락해서�못하겠습니다.� 이렇게�하시는�분들도�계시고.�

(참여자� 20)

보호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문제 행동이 사라지고 운동기능이 좋아져 

자녀가 또래 비장애인의 모습과 같아지기를 기대했다. 보호자는 빠른 효

과를 추구하는 조급함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

하면 자녀의 체육수업 참여를 중단하거나 참여시키더라도 매우 불안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호자의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지도현장에 표

출되어 고스란히 특수체육지도자의 부담감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보호자의 입김이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설 특수체육

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이들은 보호자의 조급함으로 더 이상 자신의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담당 장애아동의 부재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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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대와 담당장애아동의 수행수준의 불일치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당황

스러워했다. 

빠른 결과를 원함

그런�부분들에�대해서� 나의� 마음은� 이게� 아닌데,� 부모님은� 두� 발� 점프가� 3

개월� 만에� 안돼서� 빼버리고,� 아이는� 떠나고� 나는� 공허하고,� 나는� 진짜� 사

랑했는데.� (참여자� 5)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은� 2년� 안에� 뭔가를� 얻고�싶은� 게� 있으신데,� 그� 학

생들에� 있어서� 2년� 동안� 해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 친구들이� 습

득하는� 거나� 그� 친구들� 컨디션에� 따라서� 또� 하던� 것도� 못한� 때가� 더� 많으

니까.� 그런�것들�때문에도�좀� 많이�당황스럽고.� (참여자� 18)

어느� 정도� 차도가� 없다는� 게� 거의�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어머님들이� 그냥�

‘아,� 네.� 그럴� 수� 있어요.’라고� 넘어가시는데,� 한� 달� 동안� 진전� 없이� 똑같은�

동작이� 계속� 반복되고� 나아가는� 게� 없다고� 느껴지면� 좀� 지루해하시는� 건�

있어요.� (참여자� 20)

보호자는 체육수업에 과도하게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보호자들은 체육

수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교육목표를 넘어서 자녀의 행동수정까지 요

구했다. 또한, 자녀가 성취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기대를 품음으로써 

연구참여자들에게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

여자 3은 보호자가 생각하고 있는 자녀의 성취 수준이 지도자인 자신과

는 많이 다르기에 보호자와 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

였다. 이는 발달장애아동의 수행수준에 대한 보호자와 지도자 간의 기대

차이가 결국 서로 간의 갈등을 재촉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시사한

다. 연구참여자 6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이러한 발달장애아동

의 수행수준에 대한 기대차이는 특수체육지도자가 보호자의 눈치를 살피



- 129 -

게 되는 요인이 되어 이들의 자유로운 수업운영을 제한하게 되었다.

 

과도하게 기대함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엄마들은� 120을� 원하지� 무조건.� 근데� 교사도� 인간

인데� 한계인데,� 체력이� 있고,� 특히� 우리� 애들은� 더� 힘들어.� 50만� 쓰면� 가

르칠� 수� 있는� 것도� 여기는� 기도� 많이� 뺏기고� 힘들어.� 애들을� 위해서도� 그

게� 좋아.� 내가� 오늘� 100을� 써버리면� 내일� 50밖에� 못� 써.� 에너지를.� 오늘�

80을� 써야� 내일도� 80을� 쓰고,� 그� 다음� 날도� 80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근

데�오늘� 100을� 써버리면�다음날은� 50� 그� 다음�날은� 30밖에�못� 쓴다고.�

(참여자� 1)

오히려� 아이에� 대한�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과잉요구� 하시는� 분들.� 체

육� 수업인데� 아이의� 행동� 수정까지� 바래.� 체육� 수업인데� 아이의� 뭐까지� 바

래.� 체육� 수업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해.�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주문을� 해요� 막.� 그럼� 이건� 뭐� 체육� 수업인지,� 사회� 시간인지� 구별� 안� 되

는�거죠.� 과한�요구하시는�분들.� 그런�분들�좀.� (참여자� 2)

애가� 안� 되는데� 그게� 기대치가� 높아� 있으니까.� 우리� 애들� 그룹수업을� 혼자

서도� 지금� 뭐.� 체력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룹수업� 축구� 경기를�

해야� 하는데,� 스키를� 빌려� 달라.�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중략)� 어느� 정도�

의사소통되고� 자기� 혼자� 학교생활� 하는데,� 거기서� 좀� 많이� 떨어지는� 친구

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한테� 부모님은� 욕심이� 생기는� 거지.� 좀� 더� 학교생

활� 잘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나도� 그� 답이� 없는

데,� 엄마는� 이만큼� 올라가� 있고.� 수준.�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그� 부분에

서�대화하기가�참� 힘들지.� (참여자� 3)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번� 주에� 볼링� 대회를� 해요.� 자체적으로� 볼링� 16

명을� 데리고� 시합을� 해요.� 대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다� 점수대가�

있거든요.� 한� 50점대의� 애들이� 한두� 명� 있어요.� 그런데� 한� 조에� 세� 명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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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런데� 이� 아이를� 70점대로� 내려야되는데.� 저는� 이제� 그� 아이만� 내리

면� 되는데,� 고민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모들의� 성향들이� 또� 고민이�

되요.� 이� 아이들을� 50점대에� 넣었을� 때.� 여기서는� 일들을� 하겠지만,� 내� 아

이가� 여기� 섞인다는� 거에� 조금� 민감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 부모님들이�

그런�부분이�많이�고민이�되죠.� (참여자� 6)

체육수업에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보호자들은 자신의 입맛

에 따라 일방적으로 기관 실무자 혹은 책임자에게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체육지도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의

에 따라 특수체육지도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 담당 장애아동을 가르쳐 왔던 연구참여자들은 보호자

의 이러한 요구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기도 했다. 참여자 16의 의견은 

이러한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특수체육지도자의 피해로만 국한되지 않

음을 시사한다. 보호자의 지도자 교체라는 부당한 요구는 이미 다른 장

애아동과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새로운 특수체육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지도자와 장애아동 간의 관

계 중단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연구참여자 16은 보호

자의 부당한 요구가 발달장애아동의 수업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려하며 보호자 태도를 비판한 것이었다. 이상의 연구참여자

의 의견들을 통해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당한 요구를 함

그런데� 나중에� 그� 학부모님께서� 담당� 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셨더라

고요.� 저에서� 다른� 분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가� 바꿔� 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꿔� 드리게� 되면� 이미�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

는� 그� 친구의� 아동은� 저하고� 다시� 라포� 형성을� 맺어야� 하고,� 지금� 저와� 관

계가� 나쁘지� 않고,� 그� 친구가� 잘� 좋은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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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만으로� 강사를� 바꿨을� 때� 입는� 피해가� 강사뿐이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선생님이� 맡고� 있던� 그� 아이가� 저한테� 옴으로써�이� 친구가� 받는� 피해

가�있잖아요.� (참여자� 16)

작게는� 자기,� 내�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고,� 이� 시간� 때� 픽업을� 해달

라고,� 선생님을� 원장� 선생님한테� 제가� 옆에� 있었는데� 문자가� 온� 걸� 봤어

요.� 선생님을�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픽업을� 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해서� 수업

을� 옮겨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봤고,� 하다� 보면� 한� 1년� 넘게� 수

업했는데,� 좀,� 저도�실망스럽고,� 그런�부분도�좀� 있고요.� 그런�것� 보면.�

(참여자� 18)

2) 동료지도자의 관여

연구참여자들이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

는 주요 방법은 깊은 친밀함을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된 동료 지도자와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고민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

으며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힌트를 동료지도

자들로부터 얻기도 하였다. 동료지도자들의 긍정적인 지지는 보호자의 

부정적인 관여와 발달장애아동의 행동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지쳐가던 

연구참여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역으

로 작용하게 되는 상황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체벌에 대한 합리화가 동료지도자의 공감에 의해 강화되

는 사례가 그것이다. 수업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체벌을 사용하고 

있다는 동료 지도자의 공감은 체벌로 야기된 죄책감을 덜고 이를 정당화

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동료지도자들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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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이제� 저희� 과� 출신들� 만나서� 이런� 거는� 그때� 많이� 풀어요.� 수업�

어떻게� 하느냐.� 진짜� 그렇게� 공유� 많이� 해요.� 나는� 이렇게� 수업했더니� 애

가� 이렇게� 좋아지더라.� 서로� 막� 공유를� 해요.� 진짜로.� 만나면� 술만� 먹는� 게�

아니라.� 그때�막� 풀죠.� (참여자� 2)

같이� 일하는� 동료� 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그�

친구가� 오빠�그러면� 아예� 장갑� 같은� 걸로� 감싸서� 장갑으로�딱� 끼워서� 하는�

거는� 어떨까요.� 아니면� 찍찍이�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런� 거에

서� 모티브를� 얻으면� 해보는� 거죠.� OO같은데� 가서� 사� 가지고� 또� 해보고,�

또� 그러면서�반성�아닌�반성도�하고�또� 모방도� 많이�하고.� (참여자� 6)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부분에�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 직업을� 갖

고� 있지� 않은� 친구나� 배우자한테� 얘기해� 본들� 잠시� 공감해� 줄� 순� 있지만,�

전적으로� 공감해줄� 순� 없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공감대� 형성하는�

게� 되게� 일하는� 데에� 활력이� 되는� 거� 같아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게� 있다

면,� 더�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겠다.� 조

언�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가� 아닌� 조언을�

구할�수� 있는�자리라고�생각해요.� (참여자� 17)

지금� 교사인데,� 그래서� 걔가� 옆에서� 말을,� 걔가�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말을� 많이� 해줬어요.� 너는� 그렇게� 부담� 갖지� 마.� 전공� 아니야.�

‘다른� 선생님들도� 여기� 다� 전공� 그� 특수전공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은

데� 잘하고� 계시잖아.� 괜찮아’� 이러면서� 많이� 말해주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 물어보고,�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참여자� 15)

공감하는� 식으로�많이� 가는거지.� 조금이라도�가능성이�있으면,� 약간의� 체벌

이라도� 따라올� 수� 있게� 만들면�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

완전히�막� ‘체벌은�안돼!’� 이런�사람은�한� 번도�못� 봤어.�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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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한 충동으로 고민하고, 강제적인 자신의 지도 방법에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지도공동체에서 고민을 나누던 중 기

존의 상식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교육관이 전복되게 되는 계기를 만나게 

된다. ‘멘토’로 여길 수 있는 인상적인 특정 조언자와의 만남이 그것

이다. 조언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폭력적인 방법이 장애아동의 행동 변

화를 즉시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이것이 결국 장기적

으로 지속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수체육지도자의 정신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자신의 기존 생각과 달랐던 조언자의 의견에 대해

서 처음에는 반감을 갖기도 하였지만, 결국 이를 깊이 공감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조언자의 교육관을 자신의 교육관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체벌이나 강압적인 지도 방법을 내려놓게 되었다.

조언자와의 만남

솔직히�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 체벌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그래서� 물

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했던� 말이� ‘지금� 당장� 때리면� 편하

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손에서� 벗어나서� 다른� 선생님을� 만나면� 그때는�

이� 아이를� 더� 세게� 때려야지만� 이� 아이가� 말을� 들을� 거다.’� 그러니깐� 처음

부터� 폭력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

이들이�원하는� 기본욕구를� 제외한� 그� 가외적인� 욕구를� 내가� 하나씩� 뺏어오

는� 방법을� 쓰면� 썼지,� 아이한테� 폭언이나� 어떤� 신체적� 가학을� 가하는� 행위

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는�이야기인�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2)

그� 눈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눈으

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저는�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으로� 애들한테� 무섭

게�했으니깐,� 그런데�그런�말이�제게�되게�크게� 와� 닫았죠.� (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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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1,� 2년만� 일할� 거� 아니잖아요.� 저희� 현장에서�

한� 20년� 일했는데� 저희는� 꼭� 오래가야� 하는데� 선생님�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몸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진

다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이렇게�말씀하셨어요.� 감정적으로�대하는� 것보

다� 이성적으로� 대하는� 게� 조금� 더�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올� 것�

같다.� 조금� 더� 좋은� output이� 나올� 것� 같다.� 나오는� 것� 같다.� 그� 선생님도�

자기가� 오래� 일하면서� 경험을� 말씀해� 주시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똑같이.� 그런데�제� 마음이�편하니까�아이들한테�그렇게� 되더라고

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경험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똑

같이�해보니까�좋더라고요.� 그� 말이�가장�인상�깊었어요.� (참여자� 19)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도자 간에 경직된 상하관계를 바탕으로 운영

되는 역기능적 지도 공동체 내에서는 후배 지도자가 선배 지도자의 과도

한 참견과 간섭을 견뎌야만 했다. 깊은 고민 끝에 결정한 지도 방향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면 선배지도자가 나타나 후배지도자의 수

업에 참견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료

지도자의 관여는 연구참여자 19의 의견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같은 대학

출신의 선·후배 특수체육지도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후배와 상하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특수체육지도자 생

활을 하려 했던 연구참여자 19는 자신도 모르게 억압적 태도로 후배 지

도자에게 접근했었음을 회상했다. 이는 예비체육지도자 단계에서부터 시

작되었던 엄격한 위계적 관계 맺기 방식이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장애

아동과 관계 맺는 방식에 그대로 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급지도자가 지나치게 간섭함

제가�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조금이라도� 더� 알려줘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늘� 저는� 일하면서� 상하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얘네들이랑� 똑같이� 일하려

고� 노력하고� 했는데,� 어떤� 한� 명한테� 제가�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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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선후배� 식으로� 접근했어요.� 어느� 순간� 이� 후배가� 수업에� 대해서� 제

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봐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번�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이� 친구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 별로

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친구도� 많이� 화가� 났

고.� (참여자� 19)

OO가� 예전에� 이거� ‘콩콩콩’을� 하는� 거에요.� 어깨도� 뻗으면서,� 그러기에� 다

른� 애들은� 그것도� 하면서� 다른� 동작도� 연습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저는�

할게� 없는� 거에요.� 그거� ‘콩콩콩’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다했으니깐� 이제�

잠깐� 앉아� 있어� 해서� OO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OO언니가� 오셔가지

고� 왜� 안하냐고� 혼내는� 거에요.� 그래서� 충돌되었었죠.� 저는� 그냥� 앉히고�

OO이가� 하기� 싫어해서� 그냥,�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렇게� 놔두고�

그랬었던�건데,� 저의�방식과� OO언니는� ‘왜� 안하냐,� 왜� 선생님을�안보냐.’�

(참여자� 8)

사. 소외된 현장

1) 보조인력 부족

연구에 참여했던 특수체육지도자들은 혼자서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것

이 매우 버겁다고 하였다. 이들은 혼자서 여러 명의 장애아동을 맡아 체

육수업을 운영하다 보면 장애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하게 체육수업

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고 했다.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장애아동의 수가 늘어날수록 특수체육지도자들은 감정적

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12의 의견에서 알 수 있

듯이 어쩔 수 없이 많은 수의 장애 아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공

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육수업을 운영하게 되는 특수체육지도자도 있었

다. 현재는 보조인력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수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

조인력이 없을 때는 자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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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3의 의견은 보조인력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소외가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 아동 학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보조인력이 부족한 특수체육 지도현장의 구조적 소외로 특수체

육지도자들은 이렇게 장애아동의 직·간접적인 학대의 관여자가 되어갔

다.

혼자서 수업하기 버거움

그런데� 저는� 이제� 대그룹�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그

러면� 나머지� 네� 명은� 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다툼이� 있었

죠.� (참여자� 6)

수업하는데� 그러니까� 1대� 몇� 이렇게� 너무� 다수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

업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부분은� 뭐� 크게� 못�

느끼는데,� 그런�부분이�좀� 가장.� (참여자� 14)

그거를� 캠프� 갔을� 때,� 여름� 캠프� 갔을� 때,� 제가� 씻겨줘야� 하는데,� 일단� 기

다리는� 애들은� 너무� 많은데,� 제가� 다� 씻겨줘야� 하니까� 한� 5,� 6명� 씻겨줘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좀� 잘� 닦아주기는� 했는데,� 저는� 만족을� 못

할�정도로�닦아주는�거죠.� 제� 생각에�대충�닦아준�것� 같아서�일단.�

(참여자� 15)

지금은� 그래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러는데� 중증을� 혼자� 여

러� 명이서� 하게� 되면� 만약에� 성인이나� 진짜� 고등학교� 덩치� 큰� 애들,� 이런�

애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제압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혼내기도� 힘들고,� 만

약에� 거기서� ‘인지’까지� 안� 되고� 막� 제멋대로고� 하면� 수업� 전체적으로도� 수

업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분위기를� 잡으려고� 오히려� 혼내고� 무겁게� 간다

는�분도�계시더라고요.� (참여자� 12)

10명을�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하나일� 때는� ‘그� 10명을� 다� 하자’� 이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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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둘,� 셋이� 보조교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

고,� 인원이� 그만큼� 충당이� 안� 돼서� 일단� 그렇게� 1대� 다수의� 수업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저� 혼자� 20명인데,� 저� 혼자� 수업하고,� 통제

가�안� 되고.� (참여자� 14)

공익들이� 있어서� 수업이� 한결� 수월하지.� 유치원에서� 교사가� 학생들� 폭행하

고� 그런� 게� 왜� 발생하는데.� 혼자서� 봐야� 하는� 애들이� 많아서� 신경� 쓰일� 것

이� 많은데,�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나고� 짜증을� 참지� 못해서� 그런� 일이� 나는�

거야.� 나도� 혼자� 세� 명� 네� 명� 장애아동을� 맡게� 되면� 목소리가� 신경질적으

로�변할�수밖에�없어.� 안� 그러면�사고가�나는데.� (참여자� 3)�

2) 현장 중심의 정보 부족

연구참여자들은 체육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자료

를 찾아서 보지만 거기서도 특별한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지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도움이 될만한 자료의 양은 제한적이었으며 시중

에 유통 중인 특수체육전공 책은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는 너무나 이론적이었다. 이런 지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 한 연구참여자 5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연

구참여자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특수체육관련 교재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성과 특수체육현장에 특화된 전문성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

음을 느끼고 있었다. 구체적이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식에 대

한 목마름 속에서 이들은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

결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의 부족

뭐� 물어보면� 매뉴얼이나� 이런� 거� 있느냐고� 하면� 다� 없데.� 웬만해선� 다�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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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프로그램이야�뭐�유아체육프로그램�변형해서�쓰면�되는데,� 그런�상담이

나�뭐� 센터의�매뉴얼,� 체크리스트나�그런�거는�전혀�없더라고.� (참여자� 3)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전공이� 아니니까� 부담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지.� 책도� 보고� 했는데,� 솔직히� 그게� 막� 도

움이�되지는�않더라고요.� (참여자� 15)

제가� 사실은� 많은� 책을� 공부하지� 못해서,�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요.�

몇� 번� 읽은� 책은� 뭐� 특수체육의� 역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는�발달장애� 아이들에�대한� 것� 보다,� 뭐� 근이영양증,� 뭐,�

약간� 그렇게.� 병,� 의학적인� 것.� 그리고� 몇� 가지는� 되게� 뻔한,� 뭐야� 이거� 인

터넷� 검색하면� 알� 수� 있잖아.� 약간�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많았던�것� 같아요.� 현장에서�접근하기에.� 조금�아쉬운�부분.�

(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지도 현장에서 당면하는 장애아동 학대와 같은 윤리문

제로 야기되는 혼란스러움에 도움이 될만한 적절한 윤리교육을 받아 보

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윤리교육 대부분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음을 토로했

다.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는 주로 자기의사표현 능력이 

자유롭지 않은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접촉의 허용 범위에 관

한 문제처럼 객관적으로는 정의되지 않는 모호한 것들이 많았다. 추상적

인 지식만을 담고 있는 윤리교육은 이들이 지도현장에서 겪고 있는 복잡

하고 예민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합리성에만 의존한 이론중심의 윤리교육이 장애아동의 정서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도현장의 현실적인 윤리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장중

심의 실천적인 윤리교육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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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적합한 윤리교육의 부재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체육상황에서� 조금� 더� 예시가� 많았으면� 좋

겠어요.� 왜냐하면,� 체육� 하는� 데에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터치가� 많이� 이루

어지기�때문에� 선생님들이�내가� 힘� 조절을�못� 해서� 이런�딱� 치는� 행동들이�

아이한테는�폭력으로�느껴질�수� 있거든요.� 그러니깐,� 이런�체육상황에�예시

와� 같은� 사례들이� 많아지면� 엄청� 좋지요.� 왜냐하면,� 무심코� ‘야!� 왜� 이렇게�

못� 했어.� 에이� 야� 다음부터� 잘해.’하고� 탁� 쳤는데,� 이거� 나는� 그냥� 파이팅

의� 의미로� 친� 거거든,� 그런데� 이게� 지도자들한테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선생님� 이런� 행동도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게,� 아이한

테�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보다� 더� 덩치� 좋고� 이런�

사람이� 때리면� 안� 아프시겠어요?� 반대로� 생각해보시라고.� 아이도� 충분히�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는� 내용?� 복지관� 측에서도� 어쨌든� 이런� 걸� 결과적으

로�내가�했다는�걸� 보여줘야� 하니까�그냥�하는� 것� 같은?� (참여자� 16)�

폭력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체육학적으로� 많이� 접근돼요.�

그런데� 윤리� 강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성추행,� 이런� 것만.�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왜냐하면,� 그� 윤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체육수업에� 대해서

는�아무것도�모르시잖아요.� 자기가� 체육수업을�해본� 적이� 없는데.� 체육수업

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체육수업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어

떤�것인지�잘� 모르더라고요.� (참여자� 2)

아무래도� 저는,�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 자체가� 아주� 없잖아요.� 지도자를� 위

한� 교육도�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환경도� 그만큼� 마련을� 해� 주지� 않다�

보니까,� 어디� 가서� 그러한� 윤리적� 자질에� 관해서� 교육을� 받고� 그걸� 좀� 의

무화시키면� 그래도� 좀� 받고� 나아질� 텐데� 그런� 개선�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좀� 흘러가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해요.� (참여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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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또� 그런� 게� 있어요.� 교육이건� 뭐건� 솔직히� 되게� 아카데믹한� 내용

들만� 하는� 게� 꽤� 그런� 게� 주류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교

육들이.� (참여자� 9)

이건� 계속�말해주는�방법밖에�없어요.� 정기적으로�교육한다든가,� 깨닫게�하

는� 수밖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봐도� 특수체육을� 전공한� 사람은� 크게� 많

지는� 않거든요.� 체육전공자들은�많지만,� 그거에�대해서�교육을� 받거나� 그런�

사람도� 없고,� 학교� 끝나면� 사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다� 보면� 힘드니까� 욕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주기적인� 윤리교육이,� 지도자들의�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참여자� 13)

3) 전문성 결여

특수체육 지도현장에는 특수체육 전공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곳

에는 건강관리학 또는 사회체육학과 같이 일반적인 체육학을 전공한 뒤

에 장애인체육 지도현장으로 들어오는 특수체육지도자들도 함께했다. 이

들은 지도현장 입문 초기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겼었다. 특수체육을 전공

하지 않았던 연구참여자들은 주도적으로 체육수업을 계획하고 구성하기

보다는 지도현장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활동들을 수동적으로 답습하며 

미안해하거나, 발달장애 아동과 관계 맺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

애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감을 잃기도 

했다. 이런 감정의 배후에는 특수체육을 전공했더라면 더 빨리 지도현장

에 적응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짙게 베여 있었다. 

전공자가 아니어서 겪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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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들,� 거기� 좀� 오래� 경력� 있

으신� 분들이�왔을�때� 원래� 다운증후군�애들은� 더� 선생님�바뀌면� 또� 떠나갈

까� 봐� 마음� 잘� 안� 붙여요.� 이러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저는� 사실.� 전공이�

특수는� 아니어서� 약간�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얘네를� 어떻게� 수업하면서� 좀� 변화시켜야� 하는데.� 약간� 이런� 부담감이� 있

었나�봐요.� (참여자� 15)

가장� 미안했던� 순간은� 제가� 특수체육을� 전공했던�게� 아니라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스포츠를� 했던� 건데� 특수체육이랑은� 좀� 알지� 못한� 거라서,� 그게�

좀� 미안했죠.� 제가�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복지관에서�

짜여�있는�대로�했던�거� 같아요.� (참여자� 13)

제가� 만약에� 특수체육을� 전공했더라면� 조금� 더� 빨리� 그런� 게� 수정이� 됐을�

텐데,� 저도�시행착오를�겪어가면서�제� 수업을�완성해가는�거� 같아요.�

(참여자� 17)

좀�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수업을� 짜면� 좀� 자신이� 없어요.� 얘가�

특수한� 데� 그걸� 해줬는지도� 증명이� 안� 되니까,� 제가� 짰는데,� 그게� 좀� 자신

이�없다고�그래야�하나?� 내용에�대해서.� (참여자� 13)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문제

의 원인 중 하나로 지도자의 자격 문제를 꼽았다. 누구나 쉽게 발달장애

인들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

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특수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체육지도자가 보수교

육을 받지 않고 장애인 체육 지도현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

다. 특수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체육지도자의 장애 이해 부족은 특수체육

지도자로서의 전문성 형성에 매우 중대한 결함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또

한, 이들은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인증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자

격증만으로는 특수체육지도자들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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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느끼고 있었다. 

누구나 특수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음

그리고�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좀� 일반� 체육� 하다가� 뭐� 고용� 부

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무나� 막� 고용한� 부분?� 그런� 것도�

좀� 문제가�되지�않나�싶기는� 해요.� (참여자� 14)

그러면� 사실상� 비전공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의� 교

육을� 통해서� 아이들이나� 장애인� 스포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큰� 고민은�장애인들을�어떻게� 가르쳐야�하나?� 라는�고민

이� 가장� 커요.� 경험이� 없으니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하는

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지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

고.� (참여자� 2)

그만큼� 구조상� 아무나� 특수체육�선생님을�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있는�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나� 특수체육선생님�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막�

인터넷에서� 30만� 원� 주면� 받을� 수� 있는� 자격증,� 막� 이런� 것만� 있어도� 애

들�잘� 가르칠�수� 있잖아요.� 당장�센터에�사람들이�없으니깐,� 그럴� 수� 있죠.�

(참여자� 5)

4) 불안한 직업

연구참여자 중에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설특수체육기관에서 활동하는 

비정규직 특수체육지도자가 많았다. 이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수익성 매

우 열악했다. 구체적으로 가변적인 조건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체육 지도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수업을 많이 하

지 못할수록 수입이 적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방과 후에 이루어

지는 특수체육수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3의 경우에 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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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현실적 문제로 경험되었다. 학교들이 방학을 맞이하게 되면서 담당

했던 체육수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근무를 이어 나가거나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해도 성과급을 기대하거나 고정적인 저임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은 ‘이 월급으로 삶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 한 연구참여자 2의 의견에 잘 드러난다. 이

렇듯, 열악한 직무조건은 이들의 삶을 불안 속으로 이끌어 갔다. 결국, 

이런 불안감은 특수체육지도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보

호자의 부정적 관여를 연구참여자들이 거부하지 못했던 심리적 배경이 

되었다.

열악한 처우

내가� 예전에는� 방과� 후를� 많이� 했었는데,� 뭐� 이제� 가정도� 생기고� 이러는

데,� 방과� 후는� 이제� 방학� 때� 수업으로� 학기중에는� 수업이� 없으니깐,� 그러

면� 여름방학� 쉬고� 1,2,3월을� 쉬어야� 해.� 네달을� 쉬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돈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전에는� 복지관이나� 그런데� 가서� 방학� 특강� 식

으로� 했는데,� 그래서� 월수입이� 250-300이었는데,� 방학� 때는� 150에서�

100대로�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생활하기가�되게� 어렵잖아.� 혼자서는�

뭐� 줄이고� 더� 안� 쓰면� 되니깐� 괜찮은데,� 내가� 애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하니

깐�센터를�나가게�됐지.� (참여자� 3)

그래서� 대부분� 못� 가죠.� 일을� 하고� 다른� 데� 일을� 하는� 걸� 빼고서� 여기� 가

는데� 6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거든요.� 사실.� 아이들도� 중

요하지만� 적어도�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지� 말아야� 되잖

아요.� 처우가� 더� 돼야죠.� 내년에� 또� 시급� 이런� 것들이� 오르잖아요.� 다른� 최

저임금.� 그런데� 이런� 체육� 쪽에� 있어서는� 10년� 이상� 그랬죠.� 저는� 이쪽에�

일한�지� 8년� 9년� 됐지만,� 똑같아요.� 예전이랑.� (참여자� 17)

이게� 좀� 결제하는� 시스템이에요.� 해당� 결제�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 자체가�



- 144 -

제가� 수업을� 해야지만� 회사에�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랑� 1회�

수업을� 하면� 이� 1회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근데� 내가�

수업을�못하면�그만큼�차감이�되는�거예요.� (참여자� 20)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상� 여자가� 하기에는� 좋은

데,� 남자가� 하기에는� 사실상� 좋지는� 않죠.� 급여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내

가� 뭐� 프리랜서로� 주말에� 과외수입을� 벌�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능력

이� 없는� 지도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 월급으로� 삶을� 유지한다는� 게� 쉽

지는�않죠.� (참여자� 2)

비정규직 특수체육지도자들은 열악한 직무 조건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지도 업무를 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빠질 때마다 개인적으로 혹은 회사

가 이에 대한 재정적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수업현장으로 간다. 병가나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업에서 질 높은 수업을 기대하

기는 어렵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6은 담당 장애아동의 행동에 대해 평소

보다 더 예민하고 불쾌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연구참여

자 6의 감정에는 육체적 고통과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후회, 

그리고 담당 아동에 대한 미안함이 얽혀 있었다.

아파도 쉴 수가 없음

일단은� 제가� 아플� 때� 이게� 프리랜서다� 보니깐,� 정규직이� 아니니깐.�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아파도� 가서� 수업을� 해야� 하니깐,� 아픈데,� 그게� 저번에� 제

가� 사랑니� 발치를� 했어요.� 이� 턱이� 안� 벌어지는� 거에요.� 부작용� 때문에� 그

런데,� 그� 수업을� 가야� 하는데,� 입을� 이렇게� 벌리는데,� 안에� 소리가� 계속� 울

리는� 거에요.� 그러면�계속� 아프고,� 막� 머리� 아프고� 하는데,� 애들이� 어떤� 문

제� 행동을� 했을� 때� 짜증을� 내는� 거죠.� 저도�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아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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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 그래서� 아플� 때� 제일� 미안하고,�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업�준비도�소홀하게�되고,� 아프니깐.� (참여자� 6)

차라리� 제가� 수업을� 안� 하면� ‘다른� 날� 선생님이� 해주세요.’가� 되는데,� 그러

면� 이제� 제가� 또� 쉬는� 날� 나와서� 수업을� 해야되고,�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

는� 수업을� 할� 수가� 없는� 날이니까� 일요일� 빼고� 토요일� 날� 수업을� 한다든

지,� 이러면� 개인� 스케줄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수업을� 해야�

하고,� 이러니까�웬만하면�그� 수업을�지켜야�하고.� (참여자� 20)�

 열악한 처우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특수체육지도자 생활을 평생직업

으로 지속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론의 배경에

는 불투명한 미래와 특수체육지도자 생활의 경력이 쌓인다고 해도 나이 

든 연장자는 특수체육지도자로서 보호자들에게 매력이 없다는 연구참여

자들의 상황인식이 자리했다. 체육지도자를 평가하는 보호자의 왜곡된 

관점에서 자신의 장래를 내다본 것이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자

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탐색하며 고민했다. 장애 아동을 

지도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은 높지만, 경제적 문제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특수체육지도자라는 직업을 주업으로 삼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일에 대한 만족과 경제적 보상에 대한 불만족의 괴리

로 이들은 더 안정적인 직업으로 이직한 뒤에라도 봉사적 차원에서 장애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체육을 지도하고 싶어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수체육지도자라는 직업이 전문가로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원

봉사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직을 고려함

특수체육� 강사?� 그거를� 변하지� 않고� 쭉� 하면서� 급여나� 이런� 것도� 항상� 올

라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많이�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새로운� 직업을,� 그래서� 나는� 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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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애아동들은� 여가생활로� 축구를� 가르친다든가,� 뭐� 인라인을� 가르친다

든가,� 등산을�같이�간다든가,� 이러고�싶은�생각이�많이�들더라고.�

(참여자� 3)

저는� 이제� 빼고� 세명이서� 그런거를� 보고� 있으면,� 그� 상담하는� 엄마들이�

40,� 50먹은�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들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리� 훌륭하더라도,� 40대� 50대� 할아버지� 선생님들한테는� 아이들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현장에서� 있는� 수명이� 뭐� 마

흔� 살� 전?� 서른� 몇� 살까지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데요,� 지금� 고수입

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만족해서� 이거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저도,� 하루만이라도,� 이제�

완전히� 앉아서� 공부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건이�

지금은�안� 되니깐�그런�부분이�고민이�되죠.� (참여자� 6)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려면� 지금의� 월급으로� 가능할까라고�

질문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 직업을� 계속

해야� 할지.� 그래서� 아쉬운� 점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이런�

처우부분� 때문에�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애들한테�체육은�계속�가르치고�싶어요.� (참여자� 2)

5) 기관실무자의 무관심

지도현장 기관 실무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특수체육지도자들은 이

들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기관 실무자들은 원활한 체육수업 진행을 

위한 환경 조성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책임을 담당 특수체육지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용계약을 할 때는 비정규직 특수체육지도자들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

고 복지시설의 운영계획에 맞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기도 했다. 현

장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기관 실무자들의 오해와 체육수업에 대한 무관

심으로 지도자들은 수업에 대한 열의를 상실하기도 하였으며, 상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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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부족으로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게 된다. 기관실무자와의 불화로 지

도자들은 더 열악한 업무조건 속에서 수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기관 실무자와의 불협화음

저는� 기관의� 협조가� 잘� 안됐었어요.�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작

았는데� 인원은� 많았고,� 인원이� 많고� 공간이� 작으면� 뭐,� 스트레칭이나� 신체�

움직이기,� 신체활동� 이해하기� 이런� 거�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가면� 수업하는�

장소가� 치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땐� 이불� 빨래� 같은� 거� 널어져� 있고,�

딱� 가면� 하기� 싫거든요.� 수업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사람� 불러다� 놓고,�

아니,� 정리나� 해놓든가.� 그렇다고� 대상자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활동

보조�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시간� 맞춰� 딱딱�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5분,�

10분� 늦고�하다가�중간에�들어오고�이러니까�너무�하기�싫은�거예요.� 수업

이.� 수업하자는�건지,� 대충� 시간� 때우자는� 건지,� 저는� 거기서� 그냥� 시간� 때

우자는�것밖에�저한텐�안� 들렸거든요.� (참여자� 2)

그럴� 때는� 정말� 화가� 나죠.� 그리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시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

냐.� (참여자� 20)

왜냐하면,� 큰� 징계는� 아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학생� 관리를� 어떻게� 했기

에� 2:1이나� 되는데� 왜� 그걸� 방지하지� 못했느냐는� 식으로� 질책이� 들어오기

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정규직인�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부분이고�서운한�부분이기도�해요.� 왜냐하면,� 저희는�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동을� 보는� 건데,� 뭐�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게� 저희가�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될� 수� 있는� 부분이�아니라서�정말�순식간에�일

어나거든요.� 선생님들부터� OO프로그램의� 목적을� 정확히� 하고� 계셔야� 저희

들도� 강사입장에서� 거기에� 맞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대로� 저희끼리� 계획

을� 하고� 구성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흔들리시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모님을� 만나는� 데서� 해� 드릴� 말씀이� 없다.� 왜냐하면,� 복지관과� 저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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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다르니까.� (참여자� 16)

여기� 복지관� 측이랑� 또� 그래요.� 캠프� 같은� 거도� 1년에� 2번� 가는데,� 이건�

개인적인� 건데� 저희는� 프리랜서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관� 측에서는� 계약서�

쓸� 때� 캠프는� ‘1년에� 2번� 참석해야� 한다.’� 뭐� 그렇게�이야기해서�저희도� 쓰

기는� 쓰는데,� 다른� 데에서도� 일하는� 게� 많다� 보니까� 평일에� 가더라고요.�

항상.� 그런데� 평일에� 다른� 수업을� 다� 뺄� 수가� 없어요.� 프리랜서들은� 더더

욱.� 수업� 몇� 개가� 날아가는� 건데,� 그런데� 또� 복지관� 측에서는� 계약서� 너희

가� 이렇게� 썼는데,� 이해를� 못� 해주고,� 지금까지� 자르고� 이런� 건� 없는데,� 좀�

부담되죠.� (참여자� 15)

아.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

1) 두려움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아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

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육수업을 운영했다. 또한, 체벌과 같은 강

제적인 방법으로 문제 행동을 제지했다. 이런 강제적 지도 방법은 체육

수업과 체육지도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장애아동에게 일으킬 수 있

다는 염려와 불안감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안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13의 의견처럼 체육수업에서 자신을 회피하게 되는 장애아동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런 걱정이 불현듯 특수체육지도자에게 찾아오기도 

했다. 강제적 지도방법으로 담당 장애아동이 체육을 싫어할지도 모른다

는 두려움은 곧 장애아동에 대한 미안함으로 전환 되기도 하였다. 그래

서 연구참여자 9는 강제적 지도 후에 체육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더 많은 칭찬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장애아동이 체육을 싫어하게 될까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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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렇게� 하고� 꼭� 아이한테� 하이파이브하거나� 아이를� 안던가� 칭찬을�

해주던가� 해서� 조금� 아이를� 이렇게� 풀어주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체육이�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 때문에.� 남자� 선생님이� 무섭게� 해� 가지

고,� 그런�게� 조금�걱정이�되었어요.� (참여자� 6)

저는� 스타일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 하지?� 형,� 동생,� 친구처럼� 하다

가� 할� 때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나,� 이럴�

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어서,� 당연히� 효과

가� 더디죠.� 이거는� 계속� 잡는� 거보다� 그게� 효과는� 훨씬� 더� 큰데,� 그� 애가�

그� 선생님만� 보면� 근처에� 안� 가려고� 하고� 주눅이� 들어� 보이고,� 이런� 걸� 보

면�그게�좋은�건가�생각이�들어서.� (참여자� 13)

저� 스스로� 미안한� 것도� 해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친구한테� 어쨌든�

혼낸� 것에� 대해서� 위축되지�말라고� 더� 이렇게� 막� 해� 주죠.� 제가� 원하는� 건�

그� 친구가� 즐거워하는� 수업이니까.� 그렇게� 한� 건� 한� 거고,�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즐거운�수업이�되기�위해서�그렇게�하죠.� (참여자� 9)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다. 장애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강압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들이 다치지 않을

까 하는 염려가 그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담당 장애아동이 문제 행동이

라 판단할 수 있는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되면 이를 제지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완력 사용은 

담당 장애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12는 혹여라도 장애아동 몸에 상처가 나서 이

를 보호자가 발견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웠다. 

장애아동이 다칠까 두려움

그런� 적� 있었어요.� 최근이기는� 한데� 애들� 이렇게� 운동시키다� 보면,� 운동하



- 150 -

다� 보면� 막� 고집부려서� 이렇게�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렇게� 애가�

반대로� 힘을� 쓰다가� 넘어지는� 경우나� 막� 앉아서� 고집부리면서� 막� 몸� 저항

을� 주면� 가끔� 막� 팔꿈치� 이런� 데� 상처가� 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머

니도� 또� 물어보시고� 하니까,� 의도치� 않게� 상처가� 나고� 다치고� 넘어지고� 이

럴�때?� (참여자� 12)

2) 실패와 불안

특수체육지도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시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학생

들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모두 허사처럼 느껴진다고 했

다. 오랜 기다림의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18처럼 담당 아동에게 향했던 

분노의 화살은 지도자 자신의 내면을 향하기도 했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아동이 빨리 변화될 것이라는 조급한 기대와 좀처럼 변화를 보이지 

않는 현재 장애아동의 낮은 수행수준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연구참

여지들은 점점 더 지쳐갔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5는 달성하기 어려

워 보이는 이상적 목표와 불만족스러운 발달장애아동의 수행수준이라는 

현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수업참여를 거부하는 장애아동에게 강압적인 

지도 방법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내 이런 지도방법이 바람직하지 못했다

는 것을 깨닫고 인격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을 지도할 수밖에 없

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좌절과 실패를 경험

그게� 이제� 속으로� 욕을�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쟤는� 왜� 그러냐고� 진

짜� 제발,� 나는�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너는� 이제� 나의� 마음을� 이해� 못� 하

고� 나도� 너에� 대해� 이해를� 못� 하는데,� 네가� 그렇게� 계속� 그러기만� 하면� 이

해를� 못� 하는데,� 아,�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감정들?� 그런� 거를� 속으로�

욕을�한다고�말씀드린�거고.� (참여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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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계속� 육체적인� 고통이죠.� 정신적인� 거라기보다는,� 제가� 말을� 해도� 얘

네는� 늦잖아요.� ‘때리는� 거� 아니야.’라고� 해도� 그날은� 안� 하다가도� 월요일이

나� 화요일� 토요일이었는데,� 화요일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토요일에� 만나면�

똑같아져서� 오잖아요?� 원래� 걔들이.� 그러고� 또� 그때� 얘기하고� 반복되니까�

그런�거에�지치는�거죠.� (참여자� 13)

저도� 이제� 너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운동� 발달기에� 적합

한� 움직임을� 습득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든요.� 저도�

최대한� 많이�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끝끝내� 움직임을� 거부하는� 친구들

에게는� 강압적으로� 수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 이거� 뭐하는�

짓인가?� 하는�생각도�많이�들고,� 내가�이거�뭐� 하고�있나.� (참여자� 5)

담당 장애 아동의 기능향상 대한 기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동안 

연구참여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초조해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아동이 

자신의 지도를 잘 이해하며 따라오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고, 변화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불안하고 답답해했다.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이 지도한 대로 담당 장애아동의 수행수준의 변화를 즉시 관찰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으로 불안했음을 회상했다. 그의 의견을 통해 

이런 불안감은 빨리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지도자의 조급함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 2 또한 동일한 문제로 답답함을 느꼈는

데, 이러한 감정은 중도·중복 장애에 의한 의사소통의 단절을 배경으로 

추동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연구참여자들이 느꼈

던 답답함은 장애아동의 지적 및 사회적 기능 손상에 의한 의사소통 단

절에 기인하며 이런 답답함은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조급함 속에서 불안

감으로 발전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

제가�정말로� 많이�가르쳐�주는� 부분들을�이� 아이들이�정말로�체득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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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고민이� 많이� 되죠.� 완전히� 자기�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중략)� 네�

명을� 하더라도� 네� 명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한� 명,� 한� 명이� 다�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애들한테� 이제� 다� 습득이� 될까?�

그거를� 이제� 제가� 바로� 다음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깐.� 아이들이� 바로바로� 이거를� 제가� 아이들의� 변화를� 눈으

로� 감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것들이�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고민이기도�하죠.� (참여자� 6)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학기� 초에� OO중학교에�있는� 학생으로� 예를� 들면,�

OO이� 있는데� 탁구� 수업을� 원해.� 학교에서.� 그런데� 그� 친구가� 공을� 도대

체,� 공을,� 어제� 말씀드린� 거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가� 지금� 보고� 있는� 동작이� 얼마만큼� 보고� 있는,� 어느� 만큼� 내� 말을�

이해하고,� 어느� 만큼� 공이� 시선을� 따라가서� 뭐가� 안� 돼서� 동작이� 늦게� 나

오는지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시각이랑,� 그� 시각이� 또�

시각장애에요.� 약간� 사시인데� 지적으로� 또� 거의� 중증급이야.� 미치겠는� 거

야.� (참여자� 2)

3) 미안함

연구참여자들은 지도현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담당 

아동에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던 것을 회상하며 미안한 감정을 느꼈다. 

이들은 직관적으로 그러한 감정 조절의 실패가 아동의 정서에 해를 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도현장에서 자신의 감정조절 실패에 기인

한 분노 표출이 교수자로서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

하고 있던 셈이다. 그럼에도, 담당 장애아동에게 분노를 쏟아 낼 수밖에 

없었던 연구참여자들은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담당 아동의 의견을 수

용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느꼈고 이는 곧 자신의 적절치 못한 지도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특수체육지도자로서 연구참여

자들 자신에게 인내심이라는 덕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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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정적 지도로 미안함

그리고� 제가� 혼자� 느끼지만,� 감정적으로� 됐을� 때는� 뭔가� 학생한테� 화를� 냈

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뭔가� 제가� 나도� 그래도� 나름� 특수

체육전공하고� 장애인들� 많이� 봤고,�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인데,� 아이들한테�

이렇게�화를�냈네?� 뭔가�저� 자신이�작아지고�부끄러워지는�거예요.�

(참여자� 19)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제가� 그� 감정,�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그렇게� 티칭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리

고� 또� 이게� 연속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업하는� 틀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친구가� 안� 따라오고� 막� 계속� 문제� 행동� 일으켰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서� 감정적으로� 대해서� 이렇게� 문제� 행동을� 중재했을� 때,� 그때는� 정말� 미안

하죠.� (참여자� 9)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가장� 미안한� 것은� 그런� 부분이� 감정적으로� 대처했

다는� 거.� 우선� 애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양해를� 구하면서� ‘애들아,� 지금� 상

황이� 이러니까�선생님� 좀� 도와줘.’� 이런�식이�아니라�감정으로� ‘야,� 너� 그런�

말� 하지�마!’� 이런�식으로�막� 이렇게�한다는�그런�것에�대한�미안한�부분.�

(참여자� 10)

화를� 내는� 거는� 제� 감정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내가� 막,� 어떤� 아이에게� 기

분이� 상했어요.� 감정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을� 내는� 거는� 애한테�

이성을� 가지고� 어떤� 지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감정을� 아이한테� 드러내

면�안� 된다고�생각을�해요.� 그러니깐�좋은�감정.� (참여자� 6)

거의� 자해수준,� 이거를� 제가� 강제로� 떼어내면서� 힘쓰고� 그러다� 보면� 자기



- 154 -

도� 아플� 거예요.� 손목을� 잡힌� 상태에서� 제가� 힘을� 줘야� 하니까.� 자기도� 힘

을� 쓰고,� 저도� 힘을� 쓰고� 하니까� 자기도� 아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면서�

하는데도� 자기는� 그걸� 못� 멈추고� 계속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까지� 쓰지만,�

걔는� 그걸� 못� 고치고� 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건� 원장선생님도� 그렇고�

저도�그렇고�도저히�그거에�대한�답을�못� 찾겠는�거예요.� (참여자� 18)

4) 깨달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지도 기준에 맞춰 장애아동의 행동을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변하기는커녕 이들의 문제 행동이 더 심해질 뿐 아니라 수

업 참여도가 더욱 악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된다. 또한,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담당 아동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되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

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았고, 결국, 이들은 담당 장애 

아동뿐 아니라 자신 또한 체육수업 안에서 행복하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모두가 불행한 체육수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의 강압적인 자신의 지도방법이 잘못되었음

을 인정함으로써 장애아동을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 방법을 모색하

게 된다.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음을 깨달음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이게� 뭐� 하는� 것인가라는� 회의감?� 이� 친구는� 제가�

강압적으로�하면� 할수록� 참여하지�않는� 행동만� 늘어날� 뿐� 매우� 일시적으로�

참여하는데,� 이� 학생이� 행복해� 보이지�않았어요.� 결과적으로�서로에게�아무

것도� 좋을� 게� 없는,� 네,� 누구나�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잖아요.� 처지� 바꿔� 생각을� 해보면,� 저도� 굉장히�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이� 학생들도�그러한�권리는�있다고�생각을�해요.�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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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거� 때문에� 얘가�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막� 눕고,�

아까� 같은� 문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이제� 중재를�

하다�보니까,� 얘도�스트레스가�되고�저도�스트레스가�되더라고요.�

(참여자� 9)

수업하거나� 다른�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했을� 때� 솔직히� 다� 이해를� 못해주

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도� 답답하고� 얘네들도�이걸� 도대체� ‘하…’�

이러면서� 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네를� 제가� 그걸� 다� 이

해� 못�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 못� 해주니까� 너희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는� 당연히� 좋은� 감정이� 생길�

리가� 없고.� 그� 상황에서.� 저는� 그런� 게� 수업하면서� 좀� 많이� 애들이나� 학부

모님이나�좀�많이�미안하고,� 저한테도�좀� 화가�나기도�하고�그런� 건.�

(참여자� 18)

기존의 폭력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며 연구참여자들은 장애

아동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했던 욕심이 결국 스스로 유능하다고 

인정받고 싶어했던 자기만족의 추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기존의 억압

적인 수업운영이 장애아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도자인 자

신에게 맞추려고 했던 이기심의 발로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담당 장애아

동에게 향했던 원망이 결국은 자기에 대한 집착에 기인했음을 깨닫게 된 

연구참여자들은 특수체육지도자로서 자신의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담당했던 학생이 강제적이고 감정적인 지도로 혹여 상처를 받지는 않았

을까 하는 생각에 미안함을 느꼈다. 이는 곧 연구참여자 2처럼 눈에 띄

는 변화를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업참여 과정에서 담당 아동이 즐

거워하면 충분하다는 자족의 태도로 연결되었다.

내 욕심으로 수업했음을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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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이� 내� 만족으로� 수업하는� 거요.� 자기만족,� 특수체육선생님들이� 아

이가� 기능적으로� 훌륭하면� 나는� 유능한� 선생님이야,�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

과�조금�거리가�멀어�보이는� 것들.� (참여자� 5)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려고� 그렇게� 화냈고� 도대체� 뭘� 바라서� 내가�

그렇게� 했나,� 내� 욕심� 채우려고� 한� 거지.� 얘� 욕심� 채우려고� 한� 게� 아니니

까.�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미안하죠.� 그래서� OO가� 혹시�

상처를�받진�않았을까,� 뭐� 그런�생각도�들고.� (참여자� 7)

애들을� 가리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 같아.� 내가� 욕심을� 내면� 내가� 스트

레스를� 받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수업의� 전체적인� 질이� 또� 떨어지

고.� 응,� 그런� 것� 같아� 좀.� 그리고� 수업� 자체를,� 애들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

행동을� 하면은� 그� 나름대로� 즐기면� 되고,� 일분밖에� 안� 뛰던� 애면� 일분� 삼

십� 초를� 더� 뛰게� 하면� 되고,� 조금씩� 늘려주는� 게� 맞다고� 봐.� 처음에는� 욕

심이�많았지.� (참여자� 1)

그거를� 처음에는� 이� 아이에� 대한� 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나고� 나

서� 생각해보니깐� 결국은� 저에� 대한� 그런� 화였던� 거에요.� 다르게� 생각을� 하

면,� 내가� 이� 아이를� 컨트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내가� 이� 아

이한테�풀고�있던�거죠.� (참여자� 2)

자. 존중

1) 사람을 바라봄

  장애아동을 학대하는 데서 오는 내적 갈등과 지도공동체의 도움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처음 장애아동을 만나면서 장애에 집중했던 자신의 시선

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현장 입문 초기에 자

신과 장애아동을 구별 지었던 이질감을 극복하고 서로가 동등한 존재임

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장애아동을 자신과 동일하게 독립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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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 바라봄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무조건적 도움이 오히려 장애

아동의 독립성과 자기결정 권한을 침해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

다. 장애아동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자연스럽게 발달장애 아동이 가진 

고유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과거 자신

을 힘들게 했던 장애아동의 적응 행동의 문제나 느린 학습 능력이 치료

가 필요한 비정상적 행동이 아니라 장애아동 개인의 고유하고 자연적인 

특성이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장애를 바라보지 않음

일단은� 예전에는� 장애인� 하면� 도와줘야� 하고,� 불쌍하고,� 약자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 비장애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들도�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 뭔가� 그냥� 아무것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생각?� 왜� 굳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 우리

가� 굳이� 살면서� 비장애인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장애인

에� 대한� 생각?� 무슨� 생각?� 약간�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들도�사람.� (참여자� 5)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깐� 사실� 얘네한테� 별로� 큰� 의미를� 안� 둬.� 그냥� 당연

히� 얘네는� 학생인� 거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별로� 그런� 거� 없어.� 특별

한� 의미?� 지금은� 없어.� 당연히� 가리켜야� 하니깐� 가르치는� 거지.� 학생이니

깐.� (참여자� 1)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점프가� 안� 되던� 친구가� 지속적으로�점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점프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점프하는� 모습들을�보면서� 우리도� 솔직히� 처음에� 점프� 못하고� 걷기도�

어렵고� 달리기도�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보다야� 당연히� 많이

는�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같은� 그냥� 친구라고� 느

꼈던�것� 같아요.� (참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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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조건� 도와주는� 방식은� 잘못됐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서�서포트�해주고�도와주는�역할만�해야겠다.’� 하면서.� (참여자� 17)

수업을� 하고� 나서는� 애들을� 차별� 없이� 그냥� 수업� 같은� 건� 똑같이� 해야� 한

다?� 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수업은� 똑같이� 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

야�한다는�생각이�더� 바뀐�것� 같아요.� 그런�점에서.� (참여자� 15)

 장애아동의 행동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정상으로 만들어 줘야 할 

비정상이라고 해석했던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

식에 대해 숙고하며 장애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

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을 수용하지 못했던 차

별적 시선은 서로 간의 차이에 대한 인정의 태도로 전환되었으며 연구참

여자 5처럼 자신의 지도방법이 동물조련과 다르지 않았음을 깨닫고 반성

하게 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비장애인의 

기준을 가지고 발달장애인을 정의하고 이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에 대

한 부당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원인에 대한 인식은 

결국, 장애아동 개인의 행동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수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은 더 이상 조급한 마음으

로 발달장애 아동이 거부하는 것을 강제로 시키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겁박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게 

되었다.

장애를 이해하게 됨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말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너� 왜� 이거� 못해?�

이러고� 있으면�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래,� 이건� 안� 되는� 게� 당연하구나.� 해서� 처음부터� 다시� 잡아

주고,� 이런�식으로�되죠.� (참여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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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동물을� 조련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이�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

라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말을� 안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당연

한� 거여서� 그냥� 웃고� 넘기면� 돼요.� 아,� 하기� 싫구나.� 예.� 그냥� 많이� 겪어�

보다� 보니,� 이� 아이가� 100퍼센트� 내� 지시를� 따라주는� 것이� 이상할� 때도�

있어서요.� 따라주면� 고마운� 것이지만,� 안� 따라� 줬다고� 이상한� 거는� 아니거

든요.� (중략)� 많이� 이해하는� 편이에요.� 스스로� 상동� 행동하고� 점프� 뛰고,�

감각처리를�위해� 소리� 내는�부분을� 제가� 뭘� 한다고� 그� 아이의�원초적인�부

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귀�

막고�그런�것을�제가�수정하지�않아도�된다고�생각해요.� (참여자� 5)

그러니깐� 화도� 되게� 많이� 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깐� 아까� 말한� 그� 애들� 막�

고집부릴� 때랑� 그리고� 사실� 여기보다는� 저기� 학교� 애들,� 화도� 나지� 않나?�

그런데� 화를� 내니깐� 나만� 스트레스인�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 스스로�

점점� 더� 내려놓게� 되었던� 것� 같아.� 내� 있는� 그대로� 애들을� 인정하자.� 그런�

마음이� 많이� 좀� 생겼어.� 못할�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얘네가� 다� 잘해.� 항상�

이야기해� OO하고� 애들한테,� 야� 못해도� 되.� 야� 내가� 해서� 지금� 되면은� 내

가�특수체육으로�떼�돈을�벌었을�거라고.� 괜찮아�못해도�되.� (참여자� 1)

이�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랑� A처럼� 하는� 거랑� B처럼� 하는� 게� 이해하는� 것

도� 다르고� 애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서�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은� 좀� 맞지� 않다

고� 생각해요.� 걔들도� 이제� 뭔가를� 표출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저희가� 우리만의� 기준으로� 못하게� 해�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참여자� 11)

사실� 저는� 문제� 행동의� 문제라는� 단어도,� 비장애인들이� 가져다가� 붙인� 거

잖아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사회적� 규칙에� 반하는� 행동일� 뿐이지,� 문제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일� 수� 없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전에� 원인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별거�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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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라는� 말을� 붙였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큰�

원인들,� 그다음에� 문제� 행동이라는� 단어부터가� 저는� 이질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이� 친구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제도가� 없거나,� 이� 친구들이� 밖을� 충분히� 이

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장애로� 판결이� 난� 거거든

요.� 사실상� 이� 친구들도� 안경처럼� 케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이� 친구

들은� 장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애라는� 게� 결국은� 환경적인� 게� 이� 친구

들을� 케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장애로� 분류되고� 있는� 것

뿐이지,�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도� 똑같이� 기쁘고� 슬프고� 움직일� 수� 있고,�

맛있는� 거� 다� 똑같은데,� 다만,� 그것을� 못해주기� 때문에� 장애로� 분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코,� 그게� 지능이� 떨어지고� 이게� 지능이� 안� 좋다고� 해

서� ‘너는�장애인이야!’� 라고�이야기하고�싶지는�않아요.� (참여자� 2)

2) 장애아동을 존중함

장애아동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담당 장애아

동의 입장을 반영한 체육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전에는 

‘동정’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 중심의 일방적인 수업이었다면 장애아동

에 대한 인식이 ‘동등’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자신의 지도 방식을 담당 

장애아동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들은 장애아동의 입장으로 감정이입을 해보기도 한다. 또한, 담당하고 

있던 장애아동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체육수업 과제 참여에 대한 의사

를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지도자인 자신과 

담당 아동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상호 간의 호혜적 수업을 지향하게 된

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며 진행하는 체육수업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학

생들의 의견을 묻거나 학생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이전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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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됨

그냥� 조금� 달래주고,�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이가� 나를�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나의� 말을� 따르고,�

나에게� 교육적으로� 그냥� 오냐� 오냐� 해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선생님� 아

까� 말씀해� 주신� 제�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에� 얘를� 맞추려면� 얘가� 너무� 스

트레스를�많이�받겠다.� 이� 아이도�너무�스트레스를�받겠다.� (참여자� 6)

얘� 뭐지?� 왜� 날,� 기분� 나빠.�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

제� 좀� 연차가� 지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하기� 싫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걔네는� 표현할� 수�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까� 이렇게까지� 힘들었나?� 이렇게까지� 하기� 싫었나?� 이렇게까지� 내가� 싫었

나?� (참여자� 20)

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괜히� 화내고� 짜증� 내고� 그랬던� 저�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그날엔� 안� 되겠죠.� 정말,� 그냥� 진짜�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수업� 시간만큼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조금� 눈높이를� 맞춰보고,� 얘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다시� 생각하고,� 예전에는� 다시� 한번� 생각

하는� 게� 없었다면,� 지금은� 조금�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

간을�저� 혼자�가지곤�해요.� (참여자� 17)

점점� 연차가� 쌓이고� 그런� 친구들�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행동들을� 보였을�

때� 얘가� 이걸� 싫어했었나?� 어떤� 행동들이� 얘를� 싫어하게� 했던� 거지?� 아,�

이� 행동이� 싫었었나?� 이� 운동이� 싫었었나?� 하면서� 조금� 그� 친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좀�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동을� 보였을�

때,� 얘가�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이� 행동을� 보였을� 때� 나한테� 공격성

을� 띠는구나,� 공격성을� 띄었을� 때� 얘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구나라

는� 게� 어느� 정도� 보이고,� 계속하던�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포용하려고� 하고,� 그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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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들이�좀�더� 많아지는�것� 같아요.� (참여자� 20)

행동� 계약을� 맺죠.� 차라리.� 그냥� 그러면� 이� 운동은� 그런데� 이러이러해서�

필요한� 거야.� 선생님은� 이� 운동을� 누구누구가� 꼭�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뭐� 대부분� 아이들은� ‘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운동을� 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운데,� 그� 대신에� 누구누구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 줄게.� 얼마나�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

이들은� ‘뭐� 한� 바퀴요.’� 이렇게�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러면� 한� 바

퀴만� 뛰고� 우리� 걸어� 다니자.’� 그렇게� 하면� 한� 바퀴� 굉장히� 열심히� 뛰어요.�

더� 뛰고�싶다고�하면�더� 시키는�경우도�있고.� (참여자� 16)

이� 장애� 애한테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은� 마인드도� 아니고,� 너무�

힘들고,� 그� 자체를� 좀� 이해하려고� 해도� 막� 가서� 울고� 깨물고� 억지로라도�

해서� 뭐해.� 살살� 달래가면서� 이렇게� 하려는� 마인드가� 생긴� 거지.� 무조건�

강하게만�끌고�가는�게� 답은� 아니라�생각을�해� 이제.� (참여자� 1)

너무� 많았어요.� 제가� 항상� 다짐하는� 게� 교육현장에서� ‘오늘은� 안� 돼!’� 라는�

말을� 쓰지� 말자거든요.� ‘안돼!� 하지마!� 아니야!’� 그게� 되게� 이상한� 것� 같아

요.� 그러니깐.� 진짜� 안되는� 행동들이� 있겠죠.� 누군가를� 때리고� 막� 극단적인�

친구들은� ‘안돼’가� 맞지만,�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아이들도� 다른�

것을� 뭐�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말을� 걸고� 싶을� 수도� 있고,�

체육� 시간에� 떠들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그게� 다� ‘안돼!� 안돼!’� 그러면�

얘는�무슨�로봇도�아니고,� 그럴�수� 있는�거라고� 생각을�해요.� (참여자� 5)

성과를 내기 급급했던 조급했던 마음은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들을 기다려줘야겠다는 여유 있는 태도로 전환된

다. 이러한 태도의 전환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

구참여자들은 장애아동의 손상을 고쳐서 비장애인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장애를 아이의 특성으로 받아

들이며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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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이 자기만족의 추구라는 성취욕을 내려놓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수업실패에 대한 자책감과 성과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 결과 특수체육수업에 참여하는 지도자와 장애아동 모

두 마음의 여유를 회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담을 내려놓고 기다리기로 함

우선� 우리� 아이들이� 좀� 약간,� 실망하고,� 자괴감도� 느끼고,� 그럴� 수도� 있는

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서� 좀� 더� 지켜봐� 주고� 기다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해야� 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지� 예전처럼� 내가� 왜�

이렇게�못� 가르치지?� 이런�생각은�안� 들지.� (참여자� 3)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수업이� 더� 잘� 진행됐다?� 그러니까� 지금

도� 무난하게� 다� 잘� 진행은� 되는데,� 예전에는� 딱딱� 딱� 해서� 뭔가� 완벽해야�

하는� 그런� 느낌을� 추구하고� 그렇게� 됐다면,� 지금은� 그건� 좀� 더� 내려놓고�

시간이�걸리더라도�좀� 기다려주고�좀� 그런�식으로�좀� 바뀌었죠.�

(참여자� 9)

조금� 더� 내가� 했을� 때� 되게� 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지.� 어?� 그런데�

안되더라고,� 그렇게� 될� 애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방법을� 바꿨지.� 그래,� 괜

찮아,� 일� 년� 걸려도� 돼.� 이년� 걸려도� 돼.� 조금씩� 변해가면� 되지.� 오히려� 지

금이� 낫다고� 보는� 게,� 그때는� 의욕만� 앞서고� 큰� 틀을� 못� 봤던� 것� 같아.� 애

들�수업을�하는데,� 그런데�지금�내가�여유를�가지니깐�조금�더� 넓게�봐.�

(참여자� 1)

그러니까� 제가� 막� 확실히� 그런� 어떤� 상황은� 없었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단기간에� 내가� 그� 아이들의� 신체적인� 걸� 변화시키고� 정서적인� 것을� 딱� 변

화시키고�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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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냥� 좀� 일단� 뚜렷한� 교육권이라는� 건� 없고,� 그냥�

걔네�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배려하려고가� 아니라� 이해하

려고.� 노력하다�보니까�내려놓게�된� 것� 같아요.� 그런�부담감을.�

(참여자� 15)

왜냐면� OO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그냥�편안한� 게� 보여요.� 이제�제가�뭐�

손을� 들어도� 편해� 보이고,� 옛날엔� 손들면� 쫄았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건� 뭘� 하건� OO가� 이� 사람은� 나한테� 해를�

가하지� 않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는� 게� 박힌� 건지� 뭔� 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전에� 보였던� 어떤�부정적인�반응들은�잘� 안� 보여� 주는� 것� 같더라

고요.� 그래서�되게�편해진�것� 같아요.� OO한테도.� (참여자� 7)

그래서� 아이의� 어떠한� 인격으로서의� 생애를� 이해하고� 있는� 선생님이� 특수

체육을� 지도하느냐.� 운동기능적인� 것만� 고려하느냐.� 기능적인� 부분만� 고려

하는� 선생님이라면,� 어쨌든� 간� 자기가� 오늘� 수업에서� 제공하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를� 훈련시키겠죠.� 하지

만,� 이� 아이의� 일생에� 있어서� ‘오늘의� 수업이� 행복일까’� 라고� 생각을� 한다

면,� 지도방법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40분� 동안�

아무것도�하고�가지�않아도�요새는�죄책감이�많이�없어요.� (참여자� 5)

결국은� 그� 아이를� 컨트롤� 하지� 못한� 나에� 대한� 화였던� 거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고정관념인� 거죠.� 내가� 한� 대로� 애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도� 강박관념인� 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놓는� 순간� 되게� 평온해지는�

거에요.� 내가� 굳이� 쟤한테� 화를� 내서� 많은� 애들이� 있는데,� 굳이� 시간을� 할

애하면서� 강제적으로� 수업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아이를� 조금�

더� 기다려� 주고� 그� 아이를� 조금� 더� 참여하게끔� 유도해주는� 게� 맞는� 거지.�

지금�내가�그� 아이에게�수업을�해야�해서� 막� 끌고�오는�것은�아닌�것� 같아

요.� (참여자� 2)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속에서 체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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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체벌을 중단하게 되었다. 체벌이 단기적으로는 효

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행동변화를 유지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체벌의 영향 속에서 장애아동은 결국 체벌에 종속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체벌이 장기

적으로 장애아동의 사회적응능력을 도태시킬 뿐 아니라 지도자로 하여금 

더 강한 체벌을 요구하게 된다는 체벌에 내재하는 악순환적 특성에 대한 

자각은 결국, 체벌을 중단하게 되는 연구참여자들의 주요한 내적 동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체벌을 중단함

그런데�저는� 그� 친구한테� 그러기가�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길들여졌

으면� 나중에� 아무도� 그� 학생을� 체벌하거나� 그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친구는� 사회에� 적응을� 못� 하게� 되고� 도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의� 교육

을,� 저한테�담당이�주어진�이상.� (참여자� 16)

처음에는� 살살� 때려서� 말을� 듣는� 건데,� 다음에는� 더� 세게� 때려야� 말을� 듣

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아예�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아예�없어져서�그냥�받아들이기�시작했어요.� (참여자� 2)

때려도� 안되는구나,� 내가� 잘못했나?� 내가� 한� 판단이� 잘못된� 판단인가?� 그

거를�되게�후회를�많이�했지.� 그� 이후로는�거의� 때린�적이�없는�것� 같아.�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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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희생

1) 권리 포기

장애아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연구참여자들은 혼자서 다수를 책임

져야 하는 어려운 체육수업환경 속에서 담당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사비를 들여 보조 교사를 고용하거

나 정규수업시간 이외 시간까지 활용하며 수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9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 부족한 보조인력을 모집하였으며 

연구참여자 3은 혼자서 담당할 수 있는 장애아동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무보수로 자신의 시간을 내어 놓았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질 높은 

체육수업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자신의 시

간과 돈을 들였던 이들의 행위는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지도현장의 구

조적인 소외 극복을 위한 자기희생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사비 및 개인 시간 사용

밑에� 애들한테� 맞추는� 대신에� 그럼� 얘네들은�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저는� 제

가� 받는� 돈이� 4만� 원이었으면� 만원,� 만원,� 만원해서� 제가� 보조교사� 구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만족도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금도� 같이� 올라갔어요.� 처음� 고민이�

이게� 제일� 컸어요.� 아이들� 수준을� 어디다� 맞춰야� 하나.� 이� 고민이� 제일� 많

았던�것� 같아요.� (참여자� 19)

원래� 나한테� 10만� 원� 주셨었는데� OO가� 오고� 나서는� 내가� 5만� 원을� 쟤한

테�줘.� 그렇게라도�해야지�수업이�운영이�되거든.� (참여자� 1)

제가� 거기� 가서� 수업� 안� 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30분� 더해서� 그

룹� 2개� 나누면� 수업� 시간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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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조건을�제시한�건데.� (참여자� 2)

애들� 3명� 다� 데리고� 수업을� 하면은� 수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서�

수업시간을� 조정했지.� 원래는� 90분� 하는� 수업인데� 애들� 한� 명씩� 1:1로� 내

가� 지도하고� 40분씩� 세� 타임으로� 120분� 한다고� 이야기했지� 받는� 금액은�

똑같고.� (참여자� 3)

카. 정당화

1) 합리화된 체벌

체벌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불편한 마음을 달래는 방법은 체벌을 포

장하는 것이다. 이들은 체벌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며 합리화해가

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2는 담당 아동에게 체벌의 의도를 담은 손뼉치

기를 하고 이를 ‘하이파이브’ 동작으로 포장하면서 간접적인 체벌을 

가했다. 연구참여자 14 또한 연구참여자 12와 마찬가지로 체벌의 의도를 

담은 채로 담당 아동과 손뼉치기를 하며 이를 ‘화이팅’ 동작으로 포장

하였다. 이들은 보호자나 주위 동료지도자들을 의식한 듯 체벌의 의도는 

갖되 체벌은 아닌듯한 모습으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하여 체벌을 정당화

하였다.

체벌하는 것을 합리화 함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혼내더라도,� 애들� 막� 정� 안� 돼서� 때리더라도� 그냥�

손바닥� 이렇게� 같이� 때리는� 정도?� 약간� 하이파이브를� 각도를� 바꿔서� 하듯

이�때리면,� 그거에�대해서도�가끔�놀라는�아이가�있으니까.� (참여자� 12)

딱� 정색하고� 언성을� 높이고� 파이팅을� 하죠.� 그� 이상의� 체벌은� 너무� 안� 되

고,� 이것도� 정말� 안� 될� 때만,� 안� 들을� 때만� 파이팅.� 그때� ‘맴매’라고� 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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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팅�해야�하라고.� 좀� 세게�파이팅.� 네,� 세게�파이팅하죠.� (중략)� 이렇

게�숨기면서,� 잘못하면�또� 파이팅�할� 거야.� 이런� 식으로�하죠.� (참여자� 14)

타. 회피

1) 거짓말

개인적인 이유로 체육수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담당 장애아동에

게 아무런 교육과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보호자와 

대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장애아동을 방치

했기에 보호자와 나눌 수 있는 수업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보호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난처한 상황을 회피했다. 연구참여자 

15는 다른 지도자의 수업 내용을 보고 이를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 이야

기했으며, 연구참여자 3은 자기관리 실패에 기인한 책임을 담당 장애아

동의 상태문제로 전가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담당 

장애 아동에 대한 방치행위를 교묘하게 포장하여 보호자에게 거짓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보호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대처해 나갔다.

거짓말을 하며 난처한 상황을 모면

그때는� 다른� 선생님이랑� 한� 것을� 제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

런데� 그� 뒤에� 부모님들한테�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 수업� 어땠어요?�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그렇게�말해요.� 그때�조금�죄송하더라고요.� (참여자� 15)

그럴� 때는� 애가� 많이� 힘들어해서,� 애가� 활동에� 참여를� 많이� 안�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뭐� 주제활동에�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가지�다양한�도구를�놓았는데도�관심이�없어서.�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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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를 의존함

보호자의 의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도 현장의 구조적 특

성상 연구참여자들은 보호자의 요구를 별다른 비판의식 없이 수용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한 판단이 보호자의 요구와 일

치하지 않으면 자신의 지도관을 포기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보

호자와의 갈등을 회피하려 하였다. 연구참여자 11은 담당 장애아동이 스

키를 좋아하지 않아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보호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

해 강제로 스키를 태웠다. 연구참여자 3은 특수체육지도자로서 자신의 

전문적 주관 없이 보호자의 요구대로 수업을 운영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

피했다.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말씀� 안� 드렸죠.� 그냥� 부모님의� 요구니까.� 그냥� 저보다야� 더� 많이�

이렇게� 겪으셨고,�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강제로�스키를�태우죠.� (참여자� 11)

나는� 그냥� 부모님께� 맞춰줘.� 그냥� 엄하게� 하라고� 하면� 엄하게� 하고,� 그래

서�뭐� 그렇게�해주는�편이지.� (참여자� 3)

3) 학대를 묵인함

지도현장의 경직된 상하 위계 때문에 지도자들은 선배 지도자의 비윤

리적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11은 

자신이 체육대학 출신에 군대까지 다녀왔기에 선배 지도자의 학대 행위

의 부당함을 지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연구참여자 19는 가상의 상

황을 가정하며 학대를 가하고 있는 동료지도자가 만약 같은 체육대학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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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선배라면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침묵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선배 지도자의 연배가 자신보다 높거나 대학 선배일 경

우 이들의 수업에 대해 솔직하게 피드백을 하기 매우 어려워할 뿐 아니

라 선배 지도자가 장애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방관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

어 내적으로 갈등하였다.

동료지도자의 학대행위를 묵인

제가� 뭐� 그� 상황에� 대해서� 손을� 들고,� 어떤,� ‘선생님,�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으면� 물론� 좋았겠지만,� 저희가�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체

대출신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좀� 소리를�못� 냈죠.� (참여자� 11)

용기가� 없었던� 것도� 있고,� 거기서� 그냥� 제가� 단순히� 강사니까.� 잠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더� 말� 못했던�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서� 다른� 데� 가서� 잠깐� 도와주고� 일하는데� 때린다?� 그럼�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학교,� 제가� 12학번인데,� 09학번� 선배다?� 이럼� 또� 말� 못

하겠죠?� (참여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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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축 코딩)

개방코딩을 통해 분해된 자료의 범주들은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한 축 

코딩 방법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는 현상을 정확하

게 설명하기 위해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계속 발달시켜 범주를 속성과 차

원에 따라 하위 범주로 연결하게 된다. 축 코딩을 통해 도출되는 패러다

임 모형은 특정 현상의 발생이나 발전을 이끄는 사건을 나타내는 ‘인과

적 조건’, 연구참여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언어, 사

건 등의 중심현상을 의미하는 ‘현상’, 연구참여자들이 쟁점, 문제, 사건

에 대처하는 전략과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작용/상호작

용 전략’,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상황적 요인인 

‘맥락 조건’, 현상에 속하는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장하는 ‘중재조건’으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범주들을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을 통해 구성한 축 

코딩 결과는 다음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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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장애아동 학대의 패러다임 모형 



- 173 -

가. 인과적 조건

인과 조건(casual condition)은 현상을 발생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이나 사

건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현장에서 활동 중인 특수체육지도자

들의 장애아동 학대경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이라는 구별된 

존재자에 시선이 갇힌 보호자와 지도자의 ‘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주요한 특성으로 하는 ‘장애아동의 취약성’이 지

도현장에서 장애아동 학대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

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과 같다.

범주 속성 차원

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 태도 강함 - 약함

장애아동의 취약성 정도 심함 - 약함

표 11.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나. 중심 현상

중심 현상은 여기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일련의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특수체육지도자가 발달장애 아동을 학대하

게 되면서 겪게 되는 핵심적인 행위와 사건, 경험을 중심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이 ‘장애아동 학대’로 나타났다.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지도자들은 장애아동의 의견과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지도했

으며, 이 과정에서 체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장애

아동을 방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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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속성 차원

장애아동 학대 주체
개인 – 타인 - 환경

능동 - 수동

표 12.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 

다.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은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나 문제를 만들어 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이루어졌으며, 상호작용 전략을 

조절하고 수행한다. 본 연구의 맥락적 조건은 ‘지도자의 부담’,‘억압적 

공간조성’으로 나타났다. 지도자들은 보호자로부터 가해지는 요구에 대

해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폐쇄적 공간과 경직된 위계문화라는 열

악한 구조와 자기관리 실패와 장애인을 도구화하는 개인적 태만으로 조성

된 억압적 공간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조건으로 장애

아동 학대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며 이때 장애아동의 취약

성은 학대의 주요 빌미가 된다. 이와 같은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과 같다.

범주 속성 차원

지도자의 부담 수준 높음 - 낮음

억압적 공간조성 강도 강함 - 약함

표 13.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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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상황으로 맥락적 조건에서 취하게 

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하는 조건을 말한

다. 본 연구의 중재적 조건은 ‘소외된 현장’, ‘타자의 관여’로 나타났

다. 맥락적 조건 속에서 지도자에 의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행해지

는 장애아동 학대는 열악한 제반 환경과 보호자 및 동료지도자의 긍정 또

는 부정적 관여에 의해 지도자의 내적 갈등과 자기반성으로 전개되어 상

이한 형태의 전개유형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와 같은 중재적 조건의 속성

과 차원은 다음과 같다.

범주 속성 차원

소외된 현장 수준 심각 - 양호

타자의 관여 영향 긍정 - 부정

표 14.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마. 작용/상호작용 전력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수체육지도자들이 중심 현상인 학대행위에 대처하

기 위해 취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가 직접

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주한 현상에 대한 대처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로 

나타났다. 특수체육지도자들은 자신의 학대행위로 장애아동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며 학대행위를 하게 된 자신에게 실망하며 내적으로 갈등하게 

된다. 또한, 학대로 장애아동이 상처를 입게 되거나 체육수업을 싫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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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 이는 결국 자기반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러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과 같다.

범주 속성 차원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

태도 적극적 – 중간 - 소극적

영향 긍정 - 부정

표 15. 작용/상호작용 조건의 속성과 차원

바. 결과

결과는 주요하게 나타난 중심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산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

수체육지도자들이 ‘학대’라는 중심현상에 대응하여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수행하였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지도자들은 장애아동을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닌 이해해야 할 존재로 바라

보고 기존의 지도자 중심의 일방적 지도방식을 버리고 장애아동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존중’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때, 제반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자신의 태도를 현장에 구체화하기 위해 사적인 시간과 

비용을 내려놓는 ‘희생’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비윤리적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학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처럼 지

도자들이 중심현상인 ‘장애아동 학대’에 대처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은 

‘존중’,‘희생’,‘정당화’, ‘회피’라는 범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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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아동 학대의 이론적 유형화(선택코딩)

선택코딩은 근거이론 방법의 자료 분석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선택코

딩에서는 도출된 범주 중 핵심범주를 밝히며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

른 범주들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과정에는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 연결된 범주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이를 서술적 문장으로 표현하는 이야기 윤곽 전

개과정과 핵심범주와 각 범주 간의 가설적 관계유형을 탐색해 보는 정형

화 과정, 그리고 이론을 생성해내기 위해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 

진술문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를 ‘유형화’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선택코딩 과정에서는 특수체육지도자의 장애아동 학대 경험

에 관련되는 핵심범주로 ‘장애아동 학대’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이야기 윤곽 전개와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 진술 그리고 유형분석이 이루

어졌다. 

가. 핵심범주

핵심범주란 개방코딩과정에서 나타난 범주들을 축 코딩을 통해 연결하

면서 범주 간의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범주이

다. 핵심범주는 도출된 범주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현상을 가장 잘 설

명할 수 있도록 몇 개의 범주로 구성된 것일 수도 있다(김진숙, 2003).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학대’가 특수체육지도자의 장애아동 학대 경험을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범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특수체육지도자들은 강압적 분위기가 조성된 지도현

장의 풍토 한가운데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

구로 주어지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자조 기술이 부족한 장애아동을 학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한다. 이후 지도자들은 내적 갈등과 타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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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장의 구조적 소외 정도에 따라 장애아동을 바라보는 인식 패러

다임의 전환을 수용 또는 거부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학대현상

이 전개된다. 이러한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다음과 같다.

핵심범주 속성 차원

장애아동 학대
주체 개인 – 타인 - 환경

태도 능동 - 수동

표 16.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나. 이야기 윤곽의 전개

이야기 윤곽은 다른 범주들에 핵심범주를 조직화하여 연길 시킨 후 이

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하여 다듬고 개발할 필요가 있는 범주를 서술적 문

장으로 기술하는 과정이다(김권일, 2006). 특수체육지도자의 장애아동 학대

경험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인 ‘장애아동 학

대’에 대한 이야기 윤곽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의 제한과 지적 손상에 기인한 발달장애아동의 취약성은 

‘장애’만을 바라보는 지도자와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왜곡된 태도와 결합하여 특수체육현장에서 지도자에 의한 직·간접적 학

대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도자는 장애아동을 

동등한 존재가 아닌 비장애인이며 교수자인 자신과는 구별되는 ‘장애

인’ 그리고 ‘학생’이라는 존재자로 바라보았다. 보호자도 마찬가지였

다. 보호자는 장애자녀의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자녀

의 수준을 비장애인 수준에 맞추어 과도하게 기대하며 지도자를 압박했

다. 양상은 다르지만, 보호자와 지도자 모두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우월

하다는 전제하에 특수체육 현장에서 장애 아동이 학대당하는데, 직·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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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지도자들은 장애아동을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열등한 존재로 여기며 보

호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부담감을 갖고 이들을 바꾸거나 고

쳐야 한다는 태도로 체육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직된 위계문

화에 익숙한 지도자들은 별다른 윤리적 고민 없이 장애아동들을 대하며 

보호자의 무관심으로 조성된 폐쇄적인 지도현장 속에서 자기 편의만을 위

해 장애아동을 수단화하며 억압적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결국, 억압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수업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동은 

지도자로부터 쉽게 억압과 학대를 경험하게 된다. 특수체육현장에서 일어

나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장애아동 학대는 학대 행위자인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 지지만, 학대 행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 타인, 환경의 

주체적 성격에 따라 능동적·수동적 학대로 구분될 수 있다. 

특수체육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학대하게 된 지도자들은 자신의 학

대 행위로 자기반성을 수반하는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지도자들은 

장애아동을 학대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학대로 담당 장애아동이 체육교과

를 싫어하거나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학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능력으로 갈등했다. 이러한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의 성

격은 동료 지도자와 같은 타자의 긍정적 관여에 크게 좌우되었다. 지도자

들은 지도공동체의 도움과 조언자와의 만남을 통해 내적 갈등을 기반으로 

한 더 깊은 자기반성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장애아동

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게 된 지도자들은 그동안 장애아동을 학

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닫고 장애아동을 바꾸기

보다는 이해하며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 장애아동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때 현장의 구조적 소외 정도가 심하면 이를 극복하고 장애아동을 

존중하기 위해 개인적인 비용과 시간을 내려놓는 자기 권리 포기의 형태

로 희생을 감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보호자와 동료지도자

의 관여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장애아동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데 실패하여 

기존의 학대행위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대를 정당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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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현장의 구조적 소외 정도는 양호하지만, 보호자와 동료지도자의 

부정적 관여로 중간 정도의 내적 갈등과 이에 따른 자기반성의 과정을 거

친 지도자들은 결국 기존의 학대행위를 중단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내재

하지 못한 채 자신을 향한 지속적인 타자의 부당한 요구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여 보호자 의존적이 되거나 동료 지도자의 학대행위를 묵인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학대에 수동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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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설의 정형화 

가설적 정형화란 관계 유형을 찾아내기 위한 유형분석과정의 첫 단계로 

핵심 범주와 각 범주 간의 가설적 관계 유형을 정형화하는 작업이다

(Strauss & Corbin, 1998; 김권일, 2006). 본 연구에서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맥락적 조건을 형성하는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가능한 상관관계

를 분석하여 핵심범주인 ‘장애아동 학대’와 중재 조건인 ‘소외된 현

장’과 ‘타자의 관여’ 그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인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의 가설적 관계를 정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범주 소외된 현장 타자의 관여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

장애아동 학대 심각 긍정 적극적

장애아동 학대 심각 긍정 소극적

장애아동 학대 심각 부정 적극적

장애아동 학대 심각 부정 소극적

장애아동 학대 양호 긍정 적극적

장애아동 학대 양호 긍정 소극적

장애아동 학대 양호 부정 적극적

장애아동 학대 양호 부정 소극적

표 17. 장애아동 학대의 가설적 정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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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설의 관계진술(relational statement)

가설적 관계 진술은 근거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맥락적 조건에 

따라 핵심범주, 인과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속성 사이에 있

을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진술문으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핵심 범주인 ‘장애아동 

학대’를 중심으로 위에서 살펴본 가설적 정형화를 토대로 한 가설적 관

계 진술문을 만들면 총 8개의 관계진술문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를 통해 수집한 개방코딩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수집

한 원자료에서 지지할 수 없는 가설 진술문 4개를 제외하고 총 4개의 관

계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최종 유형구분에는 다음과 같이 4개의 가설적 관

계진술문이 사용되었다. 

ⅰ. 현장의 소외 정도가 양호하고 타자의 관여가 긍정적이며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가 적극적일 때 학대를 중단하고 장애아동을 ‘존중’하는 형

태가 나타날 것이다.

ⅱ. 현장의 소외 정도가 심각하지만, 타자의 관여가 긍정적이며 지도자

의 심리적 대처가 적극적일 때 학대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

하기 위해 자기 권리를 ‘희생’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ⅲ. 현장의 소외 정도가 양호하지만, 부정적 관여로 지도자의 심리적 대

처가 중간 정도일 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여 학대를 지속하는 형태

가 나타날 것이다.

ⅳ. 현장의 소외 정도가 심각하고 타자의 관여가 부정적이며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가 소극적일 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여 학대를 지속하

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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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아동 학대의 유형분석

유형분석은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문

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

난 관계를 정형화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김민창, 2017). 특수

체육지도자들이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장애아동에게 체육을 가르치면서 

겪는 장애아동 학대 경험의 속성과 전개양상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연구자는 가설적 관계진술 과정을 통해 총 네 가지의 가설적 관계진술을 

채택하였다. 이후 각 범주의 차원에 따라 가설적 정형화를 시도하고 관계

진술문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존중형, 희생형, 회피형, 정당

화형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패러다임
유형

존중형 희생형 회피형 정당화형

인과적 

조건

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강함 강함 강함 강함

장애아동의 

취약성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중심 

현상

장애아동 

학대

개인 환경 타인 개인

능동 수동 수동 능동

맥락적 

조건 

지도자의 

부담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억압적 

공간조성
강함 강함 강함 강함

중재적 

조건

소외된 현장 양호 심각 양호 심각

타자의 관여 긍정 긍정 부정 부정

작용/상

호작용

전략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
적극적 적극적 중간 소극적

결과 존중형 희생형 회피형 정당화형

표 18.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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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중형

특수체육현장에서 지도자가 경험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속성과 전개유형 

중 하나인 존중형은 장애아동의 취약성이 심각하고 지도자와 보호자가 장

애아동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서 주로 발생하는 지도자 

개인에 의한 능동적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전개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학

대가 발생하는 지도 현장의 억압적 분위기는 강하고 지도자의 부담은 높

다. 그러나 이때, 소외된 현장 구조가 양호하고 타자의 관여가 긍정적이어

서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가 적극적일 경우 지도자는 장애아동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수용하여 장애아동 학대를 중단하고 장애아동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존중형의 모형은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유형 Ⅰ - 존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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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생형

특수체육현장에서 지도자가 경험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속성과 전개유형 

중 하나인 희생형은 지도 현장의 억압적 분위기는 강하고 지도자의 부담

은 높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의 취약성이 심각하고 지도자와 보호자가 장애

아동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환경에 의한 수동적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전개 유형이다. 이때, 지도자들

은 장애아동 학대로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가 적극적이고 타자의 긍정적 

관여로 장애아동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어 학생을 존중하려 하지만 

현장의 구조가 심각하게 소외된 탓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행하게 된다. 희생형의 모형은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유형 Ⅱ- 희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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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피형

특수체육현장에서 지도자가 경험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속성과 전개유형 

중 하나인 회피형은 장애아동의 취약성이 심각하고 지도자와 보호자가 장

애아동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서 주로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수동적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전개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학대가 

발생하는 지도 현장의 억압적 분위기는 강하고 지도자의 부담은 높다. 이

때, 현장 구조의 소외 정도가 양호함에도 타자의 부정적 관여로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는 적극적이지도 소극적이지도 않은 중간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후 소외된 현장 속에서 지속적인 타자의 부정적 관여로 지도자들은 보

호자와 동료지도자에 의존한 채 현실과 타협해가며 자신의 책임을 ‘회

피’하게 된다. 회피형의 모형은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유형 Ⅲ - 회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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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화형

특수체육현장에서 지도자가 경험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속성과 전개 유

형 중 하나인 정당화형은 장애아동의 취약성이 심각하고 지도자와 보호자

가 장애아동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서 발생하게 되는 

지도자 개인에 의한 능동적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전개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학대가 발생하는 지도 현장의 억압적 분위기는 강하고 지도자의 

부담은 높다. 이때, 소외된 현장 구조가 심각하고 타자의 관여가 부정적이

면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가 소극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지도자는 장애아동

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여 기존의 장애아동 학대를 합리

화하여 ‘정당화’한다. 정당화 모형은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유형 Ⅳ - 정당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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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특수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성격과 전개과정

의 여러 유형을 살펴보았다. 존중형, 희생형, 회피형, 정당화형의 모형을 

통해 살펴본 내용은 특수체육지도자가 발달장애인에게 체육을 지도하며 

경험하는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설명을 유형별로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에

서 다루고자 하는 현상의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체

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에 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모형은 다음 그림 17에 제시하였다. 현장의 소외 정도가 양호해

지고 동료지도자와 보호자가 긍정적으로 관여하게 될 때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는 적극적(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학대를 중단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림 17.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상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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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특수체육지도자의 장애아동 학대 경험을 분석하여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 현상의 실체를 규명하고 장애아동 

학대의 발생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고자 진행되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특수체육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력 3년 이상의 특수체육지도자 20명과 반구

조화된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면담자료는 질적 연

구방법의 전통 중 하나인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연구방법 절차

에 따라 분석되고 해석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12가지의 주요 범주(‘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 ‘지도자의 부담’, ‘억압적 공간조성’, ‘장애아

동의 취약성’, ‘장애아동 학대’, ‘소외된 현장’, ‘타자의 관여’,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 ‘존중’, ‘희생’, ‘정당화’, ‘회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주요 범주는 유형분석을 통해 특수체육

지도자의 장애아동 학대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존중형’, ‘희생형’, 

‘회피형’, ‘정당화형’이라는 총 4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이론화되었다. 

이러한 결과 도출을 통해 제시되는 본 연구물은 학술적으로 다음과 같

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수체육 지도 현장에서 발

생하는 장애아동 학대현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이에 대

한 역학적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특수체육학적 차원에서 그동안 외면되어

온 특수체육지도자의 일상적 윤리문제, 즉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둘째, 특수체육지도자의 수업경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체육수업 지도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겪는 ‘어려움’ 그 자체에 국한하여 결과를 도

출하고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제시되는 연구 내용이 구체적으로 장애아동 

당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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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들을 장애아

동 학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어떠한 과정

을 통해 장애아동 학대의 직·간접적 조건으로 발전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들의 의미를 확

장하고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학대 행위를 정의하는 기준의 범위와 성격이 포

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장애 아동보다 학대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행위를 정의하는 기준의 범위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김유리, 2010b; 천세영, 남미정, 2000; 이미

영, 2017)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대에 대한 개념은 사회·문화적

으로 달리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훈육을 강조하는 유교적 문화권에 많은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학대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아동

보호의 의무와 아동 개인의 미성숙상태를 고려하면, 신체적․성적 침해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정상

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은 해당 아동에게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학대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강동욱, 2014). 이러한 논리는 비장애 아동보다 더 취약하다

고 여겨지는 장애아동, 특히 사회적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이 있는 발달장

애 아동에게 더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장애아동 학대 현상의 총체성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특수체육 지도 현장뿐 아니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교육 또는 사회복

지 현장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

구를 통해 이해하게 된 연구 결과 중 장애아동 학대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인과조건 범주들의 성격을 외부적·내부적 측면으로 나누어 선행

연구의 검토 속에서 이론적 차원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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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적 조건에 의한 장애아동 학대

우선, 장애아동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파악되었다. 그 중 첫 번째는 장애아동에 대한 지도자의 왜곡된 

시선, 즉, 차별적 인식이었다. 지도자는 장애아동을 자신과 구별되는 인간

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도자들의 시선에 장애아동은 지도자와의 위계관

계 속에서 지도자로부터 수직적으로 부여되는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수동

적 객체였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장애아동이 지시에 순응하지 않거나 자

신의 기대를 저버릴 때 분노했다. 이러한 분노는 지도현장의 맥락적 조건 

속에서 장애아동 학대 발생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즉, 특수체육지

도자와 담당 장애아동 간의 비가시적인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장애아동 학

대 현상으로 지도현장 표면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첫 번째, 네 번째 학대유형인 존중형과 정당화형에 

해당한다. 특수체육지도자는 장애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통해 구성된 개

인적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아동을 능동적으로 학대하였으며 이를 저지

할 만한 적절한 제반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는 학대를 중단하고 장애아동

을 존중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학대를 정당화하여 지속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기 쉬운 문화권에

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나 양육은 덜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장

애아동은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Sobsey, 1994; Goldson, 1998).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성은 본 연구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에

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학대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특수체육을 전공한 지도자라 하

더라도 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특

수교육 수업현장에 배치되는 보조교사들이 장애이해 부족으로 장애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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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하기 위해 신체적 힘을 사용하거나 체벌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며 현

장 실천가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학대에 대한 주요

한 원인으로 꼽은 Cambridge(1999)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장애학

생을 비장애 학생과는 다른 차별적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통합체육 참여에 필요한 체육교사의 지도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이현수(2009)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하다. 이러한 결

과들은 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을 환경 자체보다는 행동을 해석하고 이를 

인식하는 가해자의 사회정보처리능력에서 찾는 사회정보처리 이론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구차순, 2008). 

사회정보처리이론에서는 학대의 발생원인이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가 관

련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가에 달렸다고 보는데, 이때 학대 

가해자는 학대 피해자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사회정보 투입의 단계’와 

‘투입 자료에 대한 해석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학대

의 가해자는 왜곡된 관점에 갇혀 학대피해자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한다. 즉, 왜곡과 편견을 갖게 되어 이들에 대한 행동과 관련

한 정보를 가치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Milner, 

2003). 그래서 가해자들은 학대 피해 아동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당혹감

과 불안감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장애아동의 행동에 관한 

정보처리 과정을 해석하는 단계에서 장애아동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충분

히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학대 가해자는 장애아동의 

행동을 더욱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자신의 무력감의 원인을 장

애아동 탓으로 돌리며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대처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

(Monte, Depaul, Milner, 2001). 

이러한 설명은 장애아동을 모든 행동을 ‘문제’라고 여겨 이를 통제하

려 했으며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혹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담

당 장애아동의 행동을 더욱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학대를 가했던 본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발달장애아동의 행동에서 드러나

지 않은 내재된 자기 결정적 가치를 간과하고 이를 단순한 ‘문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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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지도자가 장애아동의 행동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

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의한 불안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기보다는 장애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의한 문제로 해석하여 내면의 불안을 해결하려 했

다는 점에서 학대행위를 지도자의 방어기제에 의한 행동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특수체육지도자의 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부정적 지도 행위는 

Goffman(1963)의 장애에 대한 낙인(Stigma) 개념을 통해 장애 정체성의 수

용과정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더 깊이이해 될 수 있다. Goffman(1963)에 

따르면 어느 사회든지 사람들을 범주화하는 방법이 있으며 각 범주에 속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 속성 또는 기질들이 결

정되어 있다. ‘낙인’과 같은 장애 이미지는 실제적인 속성보다는 정상

(normalcy)으로 표현되는 사회적인 규범과 통념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사

회에서 요구하는 ‘정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처럼 장애의 기준 역시도 

변화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Goffman(1963)은 낙인을 ‘실제적 사회 정체

성’과 대비되는 ‘가상적 사회 정체성’이라 표현하였다. 낙인으로 인해 

가상적 사회 정체성과 실제적 사회 정체성 사이에는 괴리가 형성되며 이 

차이는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체육지도자의 ‘가

상적 사회 정체성’, 즉 ‘낙인’이라는 장애 이미지는 장애아동의 실제

적 사회 정체성과 유리된 부정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구별된 존재로

서 수동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표상된 객체가 그것이었다. 이러

한 속성은 특수지도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과 지도자의 차별적 관계 속에

서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환경이라는 맥락적 조건들과 맞물리면서 학대로 

발현되었다. 이와 같은 학대발생 양상은 염전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

대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동석 등(2016)은 해당 사건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하면서 학대가 발현되기 전에 학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

하는 위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밝혀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맥락

적 조건으로 나타난 ‘억압적 공간조성’이라는 범주를 통해 나타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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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둘러싼 환경의 분위기가 장애아동뿐 아니라 성인까지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학대문제 발생의 보편적인 문화적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따라서 장애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이고 

기분적인 상태 및 공감과 반감의 관계 전체’(강기수, 2003)라 할 수 있는 

지도현장의 교육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특수체육 수업의 교육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김유리(2013)는 10년 미만 경력의 특수교사가 2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특수교사보다 학대행위에 대한 윤리적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하며 현장 경험의 축적이 학대에 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하는 지도자

들의 장애인식 변화 양상을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염현선 등(2018)은 

체육전공 대학생의 특수체육 프로그램 봉사활동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

한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

었으며 시혜적 관점에서 장애아동을 바라보며 체육을 지도하였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특수체육지도자의 장애아동

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지도현장의 입문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수체육지도자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예비체육지도자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 특수체육지도자 초

임단계까지 지속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예비체육지도자 단계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장애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

식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장애아동

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현장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현장의 입문 초기에 자신의 잘못된 

관점에 의한 장애아동 학대를 반성하게 되었다. 즉, 현장에서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경험의 축적 속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가 전환되면서 학대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교직 생활을 오래한 교사의 경우 학대사례와 

관련하여 더 풍풍한 경험이 있어 아동 학대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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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김영주, 박혜원, 2001; 조민선, 

2003; Smith, 2010)들의 해석과 일치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

해서는 반드시 이들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을 뜻한다(염현

선 외 2018). 또한, 장애아동의 학대 가해가 주로 지도 경험이 많지 않은 

초창기에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하는 동시에 학대 예방교육과 적절한 실습

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올바른 경험적 지식의 축적함으로써 학대가 예

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장애아동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교사의 

높은 인식이 아동 학대 예방 및 중재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Reyone 

& Gaeddert, 1998), 아동 학대와 신고에 대한 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이 아

동 학대의 유형, 후유증,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내용, 신고기관 등에 대

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호균, 장화정, 유선영, 2001).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관련지어보면 특수체육지도자들의 장애에 대한 왜곡

된 인식과 학대에 대한 문제의식 결여는 적절한 윤리교육과 경력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도현장에 입문하기 전 예비

특수체육지도자나 초임기의 특수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학대예

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체육지도자의 긍정적 인식 변화와 관련하여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동료지도자의 긍정적 개입과 중재의 

중요성이었다. 특수체육지도자의 개인적 상심은 동료지도자의 긍정적 지

원에 의해 장애아동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 승화됨에 

따라 지도자로 하여금 학대를 중단하게 되는 주요 동기로 기능하였다. 이

러한 모습은 수업개선(조기희, 이옥선, 2016), 교직관 변화(Tam, 2015), 수

업실천자신감 향상(이옥선, 조기희, 2014), 인적 네트워크 확장(이옥선, 

2015)과 같은 교사간의 순기능적 관계를 탐색했던 선행연구의 결과의 맥

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것처럼 특

수체육지도자들의 발달장애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도공동체 내부의 

호의적 관계에 있는 특정 지도자로부터의 조언을 통해 전환 되었다는 점

을 고려하면 성숙한 지도자와의 개인적 만남이 발달장애 아동을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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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전환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숙

한 경력지도자와 초임지도자 간의 긍정적 지지 관계를 형성시켜 줄 수 있

는 제도적 방안이 제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체육교육학에서는 이미 동료 지도자 간의 긍정적 관계의 역할의 중

요성을 인식하여 실천적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

지만, 그 범위를 특수체육지도자로 특정하여 진행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특수체육학계 내에서 동료지도자들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를 찾

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특수체육지도자로 구성된 학습공동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학문적으로 주목받을 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수체육학적 차원에서 관련 연구물이 수행되어 특수체육지

도자들 간에 순기능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

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아동의 학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특수체육지도자들은 학대를 

별다른 윤리적 문제로 민감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체육 대학 특유의 억압적 위계 문화에 젖어 예비지

도자양성 과정을 보낸 특수체육지도자들의 성장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특수체육지도자들이 체육대학에서 체득한 억압적 관계 맺기 

방식을 체육 지도 현장에서 담당 장애아동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던 것

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체육대학의 폭력적이고 위계적 문화에 의한 여

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어 왔다(강신욱, 

1998; 전태준, 이승회, 2007; 이남미, 이홍구, 2009; 전상윤, 정희석, 정근화, 

2009).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에 더해 이

러한 체육대학의 억압적 위계문화에 의한 윤리적 문제들이 체육대학 내의 

문제로 국한되거나 체육지도자의 대학생 시절의 과거 경험으로만 축소되

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체육대학의 억압적 위계문화가 체

육지도자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결국, 체육 지도 현장에서 학대라는 

윤리적 문제로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체육대학의 억압적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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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익숙한 특수체육지도자를 매개로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장애아동 

학대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실체화되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특수체

육지도자 양성 기관인 체육대학의 억압적이고 위계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

한 노력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수동적 학대를 유발하는데 보호자의 부정적 개

입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자의 수동적 

학대를 일으키는 보호자 요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데, 첫째는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이며 둘째는 체육수업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이다.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는 보호자는 지도

자의 역할에 대한 왜곡된 관점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비장애 

아동의 기준에 맞추어 표준화할 것을 지도자에게 요구했으며 체육수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도현장을 폐쇄적인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 있

었다. 이는 장애아동의 특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없으면 자녀에게 비현

실적인 기대를 하게 되어 보호자가 심각한 양육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는 

최복천 등(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상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학대에 

대한 압박과 유혹을 동시에 느끼게 된 지도자들은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호자의 요구에 

동조하며 장애아동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며 학대했다. 이러

한 결과는 체육지도자의 불안한 직업적 상황이 부정적 지도행위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김성욱(2013)과 은종원과 여인성(2013)의 연구와 

양육부담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보호자가 장애아동 학

대의 가해자가 된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김성청, 김솔아, 2015; 김현주, 

2014; 안수영, 2015; Goldson, 1998)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지도현장에서 잠시 장애아동을 맡게 되는 지도자와는 달리 보호자들은 

지속적으로 장애 자녀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양육과정에서 계속되는 장

애아동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정신건강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

고 이러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결국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조영숙, 2011).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주 양육자인 보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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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관계적 측면에서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현상을 살펴보

았기 때문에 가정을 넘어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관련한 

보호자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은 결여하고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두 번째 학대 유형인 회피형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보호자의 역할이 직접

적 학대자의 역할을 넘어 간접적 학대자로서 여전히 교육현장에 큰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학대를 요구하는 보호자라는 벽에 부

딪히게 된 지도자는 생계에 대한 염려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보

호자의 뜻에 따라 장애아동을 강제적으로 지도하게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지도자의 직업적 불안정성과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라는 선행연구들의 

단편적인 정보들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도현장에 미치는 보호자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인권교육과 장

애이해교육 및 학대 예방교육은 지도자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대예방프로그램을 통해서 잠재적 

학대 위험성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조영숙, 이현수, 2011)를 참고하여 

특수체육 지도현장에 관여하고 있는 보호자를 위한 학대예방교육이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학대예방교육 안에는 체육교과에 대한 이해가 무

지한 보호자들을 위해 체육교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호자를 장애아동과 함께 체육수업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체육교과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고 자녀의 장애 수용에 긍정적 도움을 주

어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실

제로 추성민, 조가람, 이용호(2017)는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모참

여 수중운동프로그램의 영향을 탐색한 연구에서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수

중활동에 참여했던 보호자들이 그동안 몰랐던 자녀의 능력을 발견함으로

써 자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신체활동참여의 가

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박귀택(2015) 또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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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장애자녀와 함께하는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호자의 양육 스

트레스가 감소하고 자녀의 장애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체육

수업에 대한 보호자의 실천적 참여과정을 통해 보호자는 자녀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장애를 수용하고 체육교과에 대한 오해를 해소함으로써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하고 무리한 부담을 지도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있

다. 이와 더불어, 지도자로 하여금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체육지도자의 직업적 안정성이 확보하기 위한 정

책적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2. 내부적 조건에 의한 장애아동 학대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한 장애아동 학대의 주원인은 장애아동의 

개인적 취약성이다. 지도자들은 장애아동의 취약성을 근거로 더 쉽게 학

대에 대한 유혹을 느꼈고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아동들은 학대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조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동이 학대의 경험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

는 상황에서 학대의 가해자가 자신의 부정적 행위를 은밀하게 감출 수 있

기에 장애아동이 학대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학대의 원인을 설명하

고 있는 Briggs(2006)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었던 염전노예의 학대 원인을 장애아동의 취약성에서 찾았던 이동석 등

(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Sullivan과 Knutson(2000)의 연구에 의하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 중 행동장애와 지적장애유형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pencer 등(2005) 또한 장애 유형별로 아동 학

대 발생률을 검토한 결과, 비장애 아동보다 행동장애 아동은 7배, 지적장

애 아동은 5배 의사소통 장애 아동은 4배 더 많이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즉, 발달장애 아동은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자기보호능

력의 부족, 학대에 대한 이해 부족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능력의 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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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대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Sobsey et al., 1997).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발달장애아동의 취약성이 학대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능력의 제한과 자신들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경도 장

애학생들의 도전적인 행동으로 더 큰 감정적 지도의 충동을 느꼈던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장애아동의 취약성이라는 

요소 그 자체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수체육 지도

현장에서 지도자에 의한 학대라는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조건

이 더 필요한데, 바로 환경적 조건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특별히 보조

인력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장애아동의 취약성과 상호작용하는 과

정에서 지도자의 감정적 지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도자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장애아동의 수가 버거울 정

도로 많아지기에 지도자의 깊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장애아동의 취약성

은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다. 지도자는 장애아동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

울일 만한 시간적 감정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고, 지도자의 일상적 관심 

속에서 장애아동의 미세한 의사소통 의도 및 신호는 사장되었다. 결국, 이

러한 환경적 제약은 특수체육지도자가 의도치 않게 장애아동을 방치하거

나 감정적인 지도를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를 환경에 의한 수

동적 학대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세 번째 유

형인 희생형에서는 지도자들이 이러한 환경조건에 의한 학대행위를 중단

하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을 희생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

다. 

이는 보조인력의 부족이 특수체육지도자들이 체육수업에서 마주하게 되

는 주요한 어려움이라고 지적한 구교만과 이웅배(2016)의 연구와 중도·중

복장애학생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보조인력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행동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한 고진복, 이경일, 전

병운(2013)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드러난 특수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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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고충은 단순히 지도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장애아동 학대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환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조인력 

부족의 문제는 단순한 특수체육지도자 개인의 어려움으로 축소되지 않는

다.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주혜영과 박원희(2003)는 과밀학급이 장애

아동의 교육적 방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특수

체육 지도현장 관계자들은 보조인력 부족에 의한 어려움이 결국 장애아동

의 학대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조인력의 부족이라는 환경적 조건에 의한 학대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당 학생의 수를 제한하거나 보조지도인력을 늘리는 등의 방법

으로 지도현장의 물리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환경적 개선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장애인의 개인적 취약성 또한 함께 개선 시켜나가야 한다. 그러

나 발달장애아동의 취약성이 부정적 가치로 의미 지어지게 되는 것 또한 

특수체육지도자의 의식의 장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아동의 취약성의 문제 

또한 특수체육지도자의 왜곡된 인식과 분리되지 않는다. 특히, 발달장애아

동의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문제가 그렇다. 본 연구에서도 아동과 지도자 

간 소통의 어려움이 직·간접적으로 장애아동 학대에 관여되어 있음을 드

러내었다.

‘교육의 핵심은 의사소통적 실천’이라는 Masschelein(1992)의 말처럼 

교육적 행위에는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맺음이 전제된다. 발

달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처럼 언어라는 상징적 의사소통체계를 사용하

기보다 상징 이전의 몸짓, 눈짓, 표정, 소리내기, 문제 행동, 과거의 일상

생활 재연, 그리고 반향언어 등과 같은 전상징적(presymbolic), 전언어적

(prelinguistic) 또는 비언어적(nonlinguistic) 방식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

을 한다(Snell, 2002; Wetherby et al., 2000).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통하려 하는 발달장애 아동의 모습은 전체언어발달 과정 

중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비언어적 의사소통행위는 고유한 형태(idio-syncratic)의 의사소통 행위인 



- 202 -

것이다(Snell & Loncke, 2002).

같은 언어권에서조차 언어적 의사소통이 전하는 내용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상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이숙정, 2011)을 고려하면 발달장애아동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는 정

상으로 만들어주어야 할 비정상이라거나 고쳐야 할 문제로 환원하여 바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발달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방식이 비 상

징적일지라도 자신의 감정, 생각 혹은 요구 등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

는 비장애 아동과 다르지 않으며, 그들 고유의 독특한 표현 형태를 지니

고 있다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박은혜, 2003). 이러한 사실은 발달장애 아

동이 상징적 의사소통체계에 익숙한 비장애인 특수체육지도자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세상과 소통하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교육의 장에서 

특수체육지도자와 발달장애아동의 소통의 괴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

에 없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장애아동과의 의사소통적 실천을 위해 특수체육지도자는 눈에 

쉽게 드러나는 결과 중심의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하여 장애아동 개인의 

개별적 의사소통 행위과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체육수

업에서 장애아동과의 교육 활동이 지나치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적응 행동

의 습득과 기능적인 면에 치중할 경우, 지도자는 행동 이면에 있는 장애

아동의 현재 관심과 흥미 및 요구의 범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장애아동의 개성과 관련 없는 교육활동은 장애아동과 지도자에게 

소통 단절을 불러오기 때문에 지도자의 소진 현상은 가속화 하게 될 것이

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도자의 소진현상이 학대행위의 직

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아동의 의사소통행위를 깊

이 이해하는 것은 학대 예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지도자와 장애아동 간의 소통단절을 막기 위한 

제반 환경을 갖추는 동시에 발달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특수체

육지도자의 깊은 이해를 위한 적절한 지도자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통해 학대예방을 위한 장애아동의 역량강화(Empowering)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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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달장애아동의 학습권과 정보 접근권 보장될 수 있다. 이에 더해 

특수체육 지도현장에 있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자기방어기술 훈련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학대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주

요 원인인 특수체육지도자, 보호자, 장애아동 취약성 요인은 상호 간에 긴

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심리문화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

될 수 있다. Pummer와 Findley(2012)는 장애인을 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 속에서 장애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근본적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적 가공구조물(a 

social construct)이기 때문에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

은 바로 사회문화일 수 있다. 

Mead(1999)에 따르면 사회화 과정에서의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실현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우월 혹은 열등이라는 심리

적 기제는 일반화된 타자가 자아에게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타인과 

비교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견해를 검토해 볼 때 장애인의 자아는 

장애를 바라보는 일반화된 타자에 영향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장애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장애를 바라보는 타인의 태

도를 해석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에 기대어 자신의 행동을 결

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대의 원인 간의 관계는 이

러한 Mead(1999)의 설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도자와 보호자의 왜곡된 

태도 속에서 발달장애 아동은 자신의 존재적 정체성을 열등한 가치로서의 

‘장애’ 그 자체로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도자와 보호자에 의해 

타자화된 장애아동은 학대의 위험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

거나 방어하지 못한 채 수동적인 학대 피해의 객체로 전락해버리게 된다. 

이는 보호자와 지도자의 장애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 지도자에 의한 직접

적 학대의 원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사회적 차별로 작용하여 장애아동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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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장애 아동의 개인적 취약성이 지도자와 보호자의 

차별적 인식과 맞물려 심화되고, 지도자는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취약

성을 이유로 장애아동에게 차별적 시선을 유지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학대의 기제를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수체

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대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도

자와 보호자의 장애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아동의 취약성과의 관계를 선순

환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사회적 인식

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특수체육지도자 과정에서 우리나

라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선

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이

론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교육과정을 예비 특수체육지도자 양성 과정에 신

설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더해 특수체육지도자들에게는 장애아동이 보이는 상동적인 자가 

자극, 자해 행동 등을 문제 행동으로만 바라보는 관습적 인식에 대한 반

성적 태도가 요청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도자들은 이러한 발달장애아동

의 특성을 지도자에 의한 자기결정권 발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는 적극

적인 행동임과 동시에 외부 세계로부터의 간섭 없이 그들이 최소한 자신

의 신체를 대상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율적’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숙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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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의 전통 중 하나인 근거이론연구방법을 통

하여 특수체육지도자들이 장애아동에게 체육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

게 되는 장애아동 학대문제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전개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성격은 어떠한가? 둘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특수체

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개되는

가? 이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와 논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

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직접적인 원인

이 되는 인과적 조건은 지도자와 보호자의 장애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

과 발달장애 아동의 개인적 취약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과적 조

건들은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로 유기적인 연결관계에 있

었다.

둘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의 배경인 맥락적 

조건으로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한 지도자의 부담과 지도자의 성장

배경과 폐쇄적 환경구조에 의해 조성된 지도현장을 지배하는 억압적 분위

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과적 조건들은 특수체육 지

도현장에서 장애아동 학대로 실체화되었다.

셋째, 장애아동 학대의 유형은 장애아동에 대한 지도자 개인의 왜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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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 의한 능동적 학대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한 수동적 학대, 

그리고 지도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수동적 학대로 나뉠 수 있었다.

넷째, 각각의 다른 특성들로 구별될 수 있는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의 

장애아동 학대는 동료지도자와 보호자의 긍·부정적 관여와 지도현장의 

구조적 소외 정도에 따라 지도자의 내적 갈등과 자기반성에 영향을 미치

게 되어 ‘존중형’, ‘희생형’, ‘회피형’, ‘정당화형’이라는 총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화되어 전개되었다.

다섯째, ‘존중형’을 통해 동료지도자의 관여가 긍정적이며 현장의 소

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지도자의 내적 갈등과 자기반성이 적극적이면 

특수체육지도자는 학대를 중단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존중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희생형’을 통해 동료지도의 관여가 긍정적이고 지도자의 내

적 갈등과 자기반성이 적극적이더라도 현장의 소외 정도가 심각하면 지도

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을 ‘희생’해서라도 구조적 제약을 극

복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게 됨을 알 수 있었

다.

일곱째, ‘회피형’을 통해 동료지도자와 보호자의 관여가 부정적이면 

지도현장의 소외 정도가 양호하더라도 지도자의 내적 갈등과 자기반성이 

적극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중간 단계에 머물게 되어 특수체육지

도자는 동료 지도자의 학대행위를 묵인하거나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

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지속하

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여덟째, ‘정당화형’을 통해 동료지도자와 보호자의 관여가 부정적이며 

현장의 소외 정도가 심각하고 지도자의 내적 갈등과 자기반성이 크지 않

으면 특수체육지도자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행

위를 합리화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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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적용을 위한 제언

본 연구는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문제

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다양한 장애 유형 중 특별히 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도환경에서의 장애아동 학대문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발견하게 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논의에서 제

시한 실천적 시사점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측면

에서 특수체육지도자에 대한 윤리교육과 학대예방교육이 강화되어 지도자

가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대 문제에 관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의 국내 특수체육학과 및 체육학과에서는 제대로 

된 윤리교육이나 학대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들은 예비특수체육지도자 단계에서부터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구조적 측면에서 체육대학의 억압적이고 위계적

인 문화를 개선하여 예비특수체육지도자들의 윤리적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보호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지도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과 체육교과 이

해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체육수업 내에 보호자와 장

애아동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법은 보호자가 자녀를 수용하고 체육교과의 

가치를 이해하게 해주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에 부모참여 운동프로

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방법

은 장애아동 학대를 유발하는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손꼽히는 보조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폐쇄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학대를 예방하는데 매우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사설센터나 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체육지도자의 처우개

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도자들은 열악한 직업적 특성 속에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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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보호자의 눈치를 살피며 어쩔 수 없이 장애아동

을 학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지도자들이 최상의 조건으로 장

애아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수업 중간시간에 충분한 여유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특

수체육지도자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과 폐쇄적인 구조 속에

서 장애아동 학대가 구체화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특수체육 지도현장 

주변에 장애아동 학대 홍보물, 장애아동 학대 신고전화번호 등을 부착하

여 지도자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도자의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나 센터에서는 지도자들

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감독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발달장애아동의 손상에 기인한 고유의 취약성은 지도자의 왜곡

된 장애 인식과 맞물리면서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방어기술 훈련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학대예방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발달장애아동의 학습권과 정보 접근권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여섯째, 본 연구를 통해 지도현장의 구조적 문제 중 특히 보조인력의 부

족이 지도자에 의한 수동적 장애아동 학대에 주요한 배경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도현장의 보조인력을 지원하거나 지도자 개

인당 담당할 수 있는 아동의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도자의 학대행위를 중단하는 데 있어 동료지도자의 긍정적 지

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경력교사의 조언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결국 

학대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력지도자와 신입 지도자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학대문제나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론화할 수 있는 지도자들 간의 공식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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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마치며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결과들을 바탕으로 특수

체육지도자들이 윤리적 결정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학대예방 메뉴얼이

나 윤리강령과 같은 지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특수체육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장애아동 학대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 시도된 첫 연구이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그동안 거시적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된 선행연구가 간과하고 있던 지도현

장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도현장 맥

락의 구체성은 특수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윤리강령과 학대

예방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동료지도자들 간의 관계가 학대를 중단하는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동료지도자의 긍정적 

지지는 장애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여 학대를 중단하게 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정책개발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장애아동 학대현상을 살펴보았던 본 연구와는 달리 

지도현장의 지도자들 간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미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통해 지도자 간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

는 더욱 세부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정책적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예비특수체육지도자를 위한 교육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적 검

토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연구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

서 특수체육지도자들은 예비체육지도자단계에서 받았던 교육내용들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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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현장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방해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의학적 관점에서 장애를 고쳐야 할 결함 

또는 질병으로 그려내고 있는 대다수의 특수체육학 전공 교과서의 내용이 

특수체육지도자들로 하여금 장애아동을 동등한 존재로 수용하는데 오히려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

회문화적 관점에서 특수체육학을 구성하는 지식이 미치는 암묵적인 영향

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기보다는 이를 사회적

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특수체육학의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향이 제

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장애아동 학대의 근본원인으로 제시

되고 있는 장애에 대한 특수체육지도자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첫걸음

이 될 것이다.

넷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보호자와 특수체육지도자의 상호작용과정

을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 양육자인 보호자의 관여는 특수체육지도자의 지도 행동을 결정짓는 중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호자의 특성과 특수체육지도자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보호자와 특수체육지도자의 서로 다른 특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결과 분화되어 귀결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특수체육지도자와 담당 장애아동을 매칭 하는 과정에

서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어 학대예방을 위한 보호자

와 지도자 간의 긍정적 관계지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체

계 마련을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특수체육 지도현장에는 

장애아동 학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대피해 현황과 

학대피해자에 대한 대응사례를 조사하여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수체육 지도현장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체

계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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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theory of child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dapted Physical Education(APE) field.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abuse 

phenomen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analyzed the attitudes of APE 

instructor coping with abuse phenomenon. Accordingly, specific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abuse phenomenon that occurs in APE field? Second, what a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hild abuse phenomenon in APE field? Third, what is the 

process of child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PE field?

  Grounded theory study based on a constructivist approach was conducted. 

The study period lasted 5 months from June 2017 to October 2017.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Participants were 20 instructors 

and they were selected based on theoretical sampling. The collec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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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nalyzed in the order of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Strauss & Corbin, 1998). In this proces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inductively according to the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Wolcott, 

1994). Member check, peer debriefing was conducted to enhance the 

trustworthiness of this study. the research activities were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the SNU to ensure the 

ethical values and principles underlying the research.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ausal conditions that directly caused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PE field proved to be the distorted perception towards the 

disabled children by the instructor as well as guardians along with the 

individual vulnerability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se 

causal conditions were found to be in an organic connection in a vicious 

cycle from a socio-psychological point of view.

  Second, the contextual conditions that are the background of the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PE field included: the burden of the 

instructor due to the unjust demands of the guardian of the child, the 

growth background of the instructor, and the repressive atmosphere of APE 

field, respectively. According to this background, causal conditions were 

actualized by abu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PE field.

  Third, the types of child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an be divided 

into ‘active abuse’ based on the distorted viewpoint of the instructor of 

the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passive abuse’ by the unjust 

demands of the guardian, and ‘passive abuse’ due to the structural 

problems in APE field.

  Fourth, the abuse phenomen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PE field, 

which can be distinguished by different characteristics, affects the 

instructor 's inner conflict and self-reflection. They are affected according 

to the positive and negative involvement of the peer instructor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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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 along with the degree of structural alienation. This can be 

differentiated into four types of characteristics from the instructor, which 

are ‘respectful’, ‘sacrificial’, ‘evasive’, and ‘justifying’.

  Fifth, according to the ‘respectful’ type of characteristic, the APE 

instructor discontinues the abuse and respects the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hen positive influence of the guardian or fellow instructor were 

present, and the alienation of the field was not serious. The instructor 's 

internal conflict and self - reflection was active as well. 

  Sixth, with the ‘sacrificial’ type of characteristic, the APE instructor 

overcomes the structural constraints at the cost of his personal time and 

expenses to discontinue abuse and respect the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hen positive influence of the fellow instructors is present, 

instructor's inner conflict and self-reflection are active, though the 

alienation of the field may be serious. 

   Seventh, with the ‘evasive’ type of characteristic, the APE instructor 

continues to abuse the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hile acquiescing 

to the fellow instructor's abusive behaviors and avoiding their own 

responsibilities. Such characteristic is evident when the influence of fellow 

instructors and guardians is negative, even if the alienation level of the 

APE field may be low, the level of internal conflict and self - reflection of 

the instructor does not reach the active level and remains at intermediate 

stage. 

  Eighth, with the ‘justifying’ type of characteristic, the APE instructor 

justifies his behavior to maintain abuse of the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hen the influence of fellow instructors and guardians are 

negative, the alienation of the field is serious, and instructor 's inner 

conflict and self - reflection are p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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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Number : 2014-3120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문제 
	4. 용어의 정의 
	5.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아동 학대 
	가. 장애아동 학대의 개념 및 유형
	나. 장애아동 학대의 발생 현황과 원인
	다. 학대가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라. 장애아동 학대관련 선행연구 고찰

	2. 특수체육지도자 
	가. 특수체육지도자의 교수 행동
	나. 특수체육지도자의 지도 경험
	다. 특수체육지도자의 자질
	라. 특수체육과 윤리문제
	마. 우리나라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실태


	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2. 근거이론(Grounded Theory) 
	3. 연구 설계 
	가. 연구자의 준비
	나. 연구참여자의 선정

	4. 자료 수집 
	가. 심층 면담
	나. 현지 문서 및 관련 문서 수집

	5. 자료 분석 
	6. 연구의 진실성 
	가.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
	나. 연구참여자에 의한 검토
	다. 동료와의 협의

	7. 연구의 윤리

	Ⅳ. 연구 결과 
	1.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자료의 범주화(개방코딩) 
	가. 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
	나. 지도자의 부담
	다. 억압적 공간 조성
	라. 장애아동의 취약성
	마. 장애아동 학대
	바. 타자의 관여
	사. 소외된 현장
	아.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
	자. 존중
	차. 희생
	카. 정당화
	타. 회피

	2.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축 코딩) 
	가. 인과적 조건
	나. 중심현상
	다. 맥락적 조건
	라. 중재적 조건
	마. 작용/상호작용전략
	바. 결과

	3. 장애아동 학대의 이론적 유형화(선택코딩) 
	가. 핵심범주
	나. 이야기 윤곽의 전개
	다. 가설의 정형화
	라. 가설의 관계진술
	마. 장애아동 학대의 유형분석


	Ⅴ. 논의 
	1. 외부적 조건에 의한 장애아동 학대 
	2. 내부적 조건에 의한 장애아동 학대 

	Ⅵ.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실천적 적용을 위한 제언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startpage>12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8
 3. 연구 문제  8
 4. 용어의 정의  9
 5.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11
II. 이론적 배경  13
 1. 장애아동 학대  13
  가. 장애아동 학대의 개념 및 유형 13
  나. 장애아동 학대의 발생 현황과 원인 20
  다. 학대가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29
  라. 장애아동 학대관련 선행연구 고찰 30
 2. 특수체육지도자  33
  가. 특수체육지도자의 교수 행동 33
  나. 특수체육지도자의 지도 경험 38
  다. 특수체육지도자의 자질 42
  라. 특수체육과 윤리문제 46
  마. 우리나라 특수체육 지도현장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실태 48
III. 연구 방법  53
 1.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53
 2. 근거이론(Grounded Theory)  56
 3. 연구 설계  59
  가. 연구자의 준비 60
  나. 연구참여자의 선정 64
 4. 자료 수집  67
  가. 심층 면담 68
  나. 현지 문서 및 관련 문서 수집 70
 5. 자료 분석  70
 6. 연구의 진실성  73
  가.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 73
  나. 연구참여자에 의한 검토 74
  다. 동료와의 협의 74
 7. 연구의 윤리 75
Ⅳ. 연구 결과  77
 1.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자료의 범주화(개방코딩)  77
  가. 장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 81
  나. 지도자의 부담 89
  다. 억압적 공간 조성 94
  라. 장애아동의 취약성 99
  마. 장애아동 학대 107
  바. 타자의 관여 123
  사. 소외된 현장 135
  아. 지도자의 심리적 대처 148
  자. 존중 156
  차. 희생 166
  카. 정당화 167
  타. 회피 168
 2.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축 코딩)  171
  가. 인과적 조건 173
  나. 중심현상 173
  다. 맥락적 조건 174
  라. 중재적 조건 175
  마. 작용/상호작용전략 175
  바. 결과 176
 3. 장애아동 학대의 이론적 유형화(선택코딩)  177
  가. 핵심범주 177
  나. 이야기 윤곽의 전개 178
  다. 가설의 정형화 181
  라. 가설의 관계진술 182
  마. 장애아동 학대의 유형분석 183
Ⅴ. 논의  189
 1. 외부적 조건에 의한 장애아동 학대  191
 2. 내부적 조건에 의한 장애아동 학대  199
Ⅵ. 결론 및 제언  205
 1. 요약 및 결론  205
 2. 실천적 적용을 위한 제언  207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209
참고문헌  211
부록  231
Abstract  234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