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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참여경험 및 의미탐색

허      지      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장

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의 참여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원격운동 프로그램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는 원격운동 프로그

램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가? 둘째,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

에게 있어 원격운동 프로그램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로 설정

하였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5개월 간 수행되었다. 또한, 서울 소재 S대학에서 운영하는 원격운

동 프로그램을 연구의 주된 배경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26명으로 장애아동 10명, 보호자 16명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하였

다.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지문서, 영상자료, 프로그

램 일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는 

Creswell(2003)이 제시한 질적 연구자료 분석방법 6단계를 이용하

여 귀납적 연구 분석이 활용되었다. 또한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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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각도 분석, 연구 참여자의 검토, 동료 간 협의 절차를 거쳤

으며,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

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서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일상

의 부정적인 변화와 평소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부재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원격을 통한 운동 프로그램이 장애아동에게 의외의 가능

성을 가지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

정 속에서 장애아동들은 원격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장애아동 보호자들은 자녀와 함께 참여하면서 장애아동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며 원격 프로그램을 또 다른 수업의 일

환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보호자들은 평소 장애아동의 몰랐던 모습을 알게 되었고 

자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격 환경 내에서 화면상의 노출을 꺼려하는 보호자의 경험

이 드러났다.

  다섯째, 여러 원격의 한계가 나타났으며 층간소음과 같은 신체

활동의 제약적인 요소가 함께 대두되었다. 향후 원격운동 프로그

램에 대해서 조금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의 다양화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호자의 참여 

측면에서 어머니의 참여뿐만 아니라 아버지 및 다른 형제들과 함

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의 원격운동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적용에 관한 제언과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을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고 원격운동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격 환경에서 장애아동의 참여와 운동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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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원격 환경에 대한 보호자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격운동 프

로그램에 대한 발전이 일시적으로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향후 원

격운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

과 관련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장애아동, 원격운동, 원격 프로그램, 참여경험

학  번 : 2019-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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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20년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인에게 있어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코로나 

19일 것이다. 전염병의 급격한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WHO는 코로나 팬

데믹을 선언하였고, 본격적으로 우리는 비접촉, 비대면의 뜻인 언택트

(Un-tact)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지침에 따라 사

람이 대면하여 모이는 모든 행동을 금기시하게 되었고, 일상생활뿐만 아

니라 공적인 모임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

는 사회가 이미 비대면의 시대에 들어와 있음을 넘어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가 도래되었음을 시사한다(김용섭, 2020). 이번 코로나 팬데

믹 사태는 우리에게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교육은 교육기관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모여서 대면을 통한 상호작

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난 근대 교육의 형식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

했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기관은 

휴교 및 휴관을 결정하였고, 전염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했다. 세 차례에 걸쳐 개학을 연기하였지만 2020년 3월이 다 

지나가도록 학생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지 못하였다. 결국, 정부, 교육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과 달리 자기 주도적 학습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

자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받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음성 언어의 상호작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학생 스스로 기기를 조작하여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과정이 어렵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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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온라인 개학은 또 다른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교

육계의 우려도 있었다(한국일보, 2020. 10. 6). 그렇지만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누구에게나 교육을 제공하고 그 대상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김상민, 

정동영, 2019).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는 중요한 논의 사항

이다.

  한편, 최근에 실시된 코로나19 기간 장애인 및 가족 건강과 생활 설문 

조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20)에 따르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87%가 

장애인 자녀의 생활 패턴에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응답하였다. 장

애인 자녀와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10점을 기준으로 각각 평

균 7.23점, 7.9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자녀의 87.8%가 도

전적 행동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관해 현재 가장 시

급히 제공되어야 할 지원에 대해서‘방역된 안전한 장소에서의 교육지

원’이 42.2%,‘장애인과 가족의 건강 및 생활 현황을 묻고 안내하는 서

비스’가 1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교육기관

과 복지기관 휴교 및 휴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정하였으나 실효

성 있는 장애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 고

립되어 지낼 수밖에 없는 장애인 자녀와 가족들이 교육 및 치료의 부재

와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들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요구를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대면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면서 장애아동의 교육 및 재활서비스에도 원격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원격을 통한 스포츠나 신체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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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대안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격을 통한 장애아동의 

운동참여는 기초체력 및 정신건강 측면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이 일부 연

구들을 통하여 제시되어왔다(이지연, 이소현, 2020; 이후민, 박지연, 

2020). 하지만 학령기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이들을 위한 원격운

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기반이 부족하고 관련한 연구 또한 상대적

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격을 기반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원격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여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

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원격을 통한 운동 프로그램이 잠재적인 해

결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근거와 필요성에서 의해 이 연구는 출발하였다. 

  운동은 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역동적이며 순환적인 과정을 

말한다(이민희, 백성수, 2012). 장애인에게 있어 운동은 개별화된 신체활

동을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

적 적응을 돕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운동이 장애인의 다

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는 점이 검증됨에 따라 교육기관, 

복지관, 자치단체 중심의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 다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구성과 지도자의 자질 및 

역량 등 전문성에 관한 측면에서 보완해나가야 할 과제들 역시 함께 드

러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신체활동 및 운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충

분한 정보 제공보다는 특정한 프로그램에 관한 효과 검증과 프로그램 실

행을 위한 제반 요소를 탐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적장애노인의 복

합운동 효과(박건희, 이석호, 박기덕, 2020), 가상현실기술을 적용한 장애

노인의 운동에 관한 효과(이도경, 박정훈, 이규진, 2019), 지체장애노인의 

파크골프 운동 효과(이선애, 2010), 척수장애인의 수중재활운동(김은정, 

서충진, 김남익, 2008) 등이 특정한 운동을 적용하여 효과를 규명하고 있

는 연구들이다. 또한, 신체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조건들을 조사하여 운

동 시행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시도들도 있었다. 다양한 요소들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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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동 프로그램 계획의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연구도 있었다(김춘종, 

구교만, 황종문, 2012). 이재환(2016)의 연구에서는 장애노인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제약요소를 탐색하였으며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촉진과 제

약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신체활동 참여 효과를 규명

하거나 설문을 토대로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한 것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의 심층적인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

는 장애아동 대상의 운동 프로그램을 사례별로 고찰한 연구들을 수행하

였으나 원격을 기반으로 장애아동 대상 운동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진행

하거나 관련 연구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운동 효과 및 참여에 관련한 요인을 조사하거나 일부 

학령기 장애아동 및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운동 프로그램의 사례

를 통해 탐색한 연구들이 장애인 대상 운동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뒷받

침하고 있으나 원격운동 프로그램의 효용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

반 조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으

로 인해 장애아동의 원격운동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원격운동 프로그램 운영의 당위성을 

찾고, 요구되는 다양한 조건과 방법들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진

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서울 소재 대학에서 원격으

로 진행된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을 사례로 선정하여 장애아

동과 장애아동 보호자의 주요 참여경험과 의미에 대해 탐색하여 이해하

고자 하였다. 원격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례의 희귀성과 독특성을 고려

하기 위해서 사례연구(case study)의 접근방식을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한 사례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Creswell, 2007) 본 연구의 주제를 깊이 있게 탐색하여 유용한 정보를 

파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양한 변화가 재촉되는 현 상황은 원격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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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격을 통한 운동 프로그램이 전통적인 대면

보다 비교하여 효과적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나 기존 대면에서의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원격에 대한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원격의 활용적인 측면을 통해 필요성에 대해서

도 함께 보고한다(Han et al., 2012). 이처럼 원격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

이 입증되었으나 실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원격운동에 대한 인식과 경

험을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원격을 기반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

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의 참여경험을 탐색하고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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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장

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의 참여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원격운

동 프로그램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있다. 

3. 연구문제

  첫째,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는 원격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가?

  둘째,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있어 원격운동 프로그램은 어  

  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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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원격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원격운동 프로그램은 원격 화상 도구를 활용하여 지도자

들과 참여자들 간의 동시적 전달 방식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위한 원격운동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나. 장애아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2020)에 의하면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아동기(8~13세)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을 뜻한다.

다. 장애아동 보호자

장애아동 보호자란 장애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

가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 및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장애아동의 부

모 및 조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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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한계

가 있으므로 장애아동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호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목적의 특성상 장애아동 보호자가 연구의 중심이 

되므로 원격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총체적이며 전반

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을 취하기 때문에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 관한 결과를 모든 원격운동 프로그램의 경험에 의한 

결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격운동 프로그램 참여자

들의 참여경험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고찰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원격운동 프로그램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여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

색하여 질적 자료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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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원격 중재

가. 원격 중재의 개념 및 특성

  원격 중재는 원격기술을 통해서 중재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검

사, 진단, 치료, 상담, 교육에 관한 원격 서비스 전달방법을 원격 중재라

고 정의한다(Cason, Behl & Ringwalt, 2012; McCarthy et al., 2010). 이처

럼 원격 중재는 그 영역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오고 있으며 

원격치료(telecare), 원격건강관리(telehealth), 원격교육(teleeducation), 원

격재활(telerehabilitaion)의 개념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원격치료(telecare)는 환자 또는 질병 위험군에 대한 활동 모니터링

과 원격진료의 개념을 의미하며, 원격건강관리(telehealth)는 장기적인 관

점에서의 돌봄 또는 화상상담 등을 중심으로 예방 관점의 치료적 목표가 

강조되는 개념을 뜻한다(Stowe & Harding, 2010). 또한. 원격교육

(teleeducation)은 지도자와 학습자 사이의 교육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교육방법으로 주로 인터넷, 방송, 통신, 우편과 같은 원격 커뮤니

케이션 매체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을 말한다

(김선경, 송유하, 2020). 

  Brennan 등(2009)은 원격재활(telerehabilitaion)에 대해 기기장치와 통

신망을 이용하여 거리의 제약 없이 사용자와 전문가가 건강관리를 위하

여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원격재활 중재는 기기장치

와 정보 통신망을 활용하여 원격을 통해 재활 중재를 제공하고 평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총체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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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원격재활 중재로 사진 촬영, 전화 통

화, 화상회의 기술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용자에게 병원이

나 진료소 환경에 있는 의료전문가가 원격으로 진단을 제공하였으며

(Sanford, 2004), 센서 또는 웨어러블 장치를 이용한 모니터링을 통한 원

격 치료 중재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원격 중재를 통해서 이전에

는 이동 거리 및 비용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원격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시골 및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에게도 중재 서비스에 대

한 접근성이 용이해졌다(McCarthy, Munos & White, 2010). 

  이처럼 원격 중재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중재 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원

격 중재를 초기 도입할 때에는 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에 중재 

서비스 방식과 기술을 구축함으로써 오히려 향후 중재에 대한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 원격 중재의 경제적 비용 효율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만

성질환자들의 장기적인 건강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omas et al., 2014). 또한 Jennet 등(2003)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격 중

재는 접근성, 비용에 대한 효율, 교육의 기회 확대, 건강의 향상, 돌봄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지지 강화 등 다양한 측면의 장점을 

지닌다고 보고되고 있다. 원격 중재의 내용으로는 가정 기반 중재 프로

그램, 일상생활동작 수행 모니터링, 인지적 퇴화 추세 모니터링, 낙상 예

방 등이 있다. 실제로 원격 중재의 효과는 전통적 대면 방식의 중재와 

비슷하거나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다(Agostini et al., 2015; Cason, 

2014). 

  이와 같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원격으로 중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원격 중재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

행 중인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서

비스의 실행과 관련하여 여러 어려움과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인터넷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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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원격 전달 방식이 대안적인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는 만큼 원격 중

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1. 원격 중재의 영역

나. 부모참여를 통한 원격 중재의 접근

  가족은 한 개인이 출생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환경이며, 가정 내

의 물리적인 환경은 개인의 성격 형성과 사회화는 물론 자존감과 가치관

의 형성, 태도, 행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자녀의 일생에서 다른 어떤 시기보다 발달적으로 민감한 아동기에 최초

의 인적 환경 제공자로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오연주, 2002).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부모를 포함하

는 가족들의 참여가 교육 성패에 막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천현정, 2003).

  부모참여에 대한 용어들은 활동의 특성과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

라 부모 교육(parent education), 부모 훈련(parent training), 부모 지원

(parent support), 부모 통제(parent control)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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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부모참여에 대한 용어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부모참여란 넓은 의미에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직·간접적

인 개입, 교육의 성공과 양육기술 간의 상호작용 이해, 지도자와의 꾸준

한 의사소통을 통한 자녀 진전에 대한 책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Pate &Andrews, 2006). 

표 1. 부모참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부모는 아이의 장·단점, 학습 능력, 행동특성과 같은 교육적 가치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 사회

상황에서도 교육의 중심이 되기에 부모의 참여는 장애아동의 교육에 매

우 중요하다(An & Goodwin, 2007; Tekin, 2011).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참여는 중재의 성공 여부에 효과적인 중재자라는 사실을 보여준

다(Casto & Mastropieri, 1986). 따라서 부모참여 시 부모의 역할은 자녀

의 교육기관에서 보조 교사로서 참여하고 나아가서 자녀의 주 교사의 역

할을 배우는 중요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부모참여를 통해 부모

는 가정환경의 재구성과 교육 현장과 가정과의 일관적인 협조체제를 유

지할 수 있으며 자녀의 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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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이소현, 2000). 이는 교육기관과 가정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가

정에서 자녀들의 교육이 연속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한경근, 2004). 

  원격 중재는 화상 도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을 제공하거나 학습자

가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훈련 내용을 스스로 학습하

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Meadan & Daczewitz, 2015). 국외에서는 

이미 이 같은 방식을 장애아동 보호자의 교육에 활용하여 그 장점과 효

과를 보고하고 있다(Ingersol & Berger, 2015; Kuravacke et al., 2018; 

Meadan et al., 2016; Vismara, McCormick, & Wagner, 2018). 원격 중재

는 실제 가정을 기반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중재 제공을 가능하게 한

다. 원격을 통해서 부모를 교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부

모가 제공하는 중재를 전문가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의 

장점이 있다(Zylstra,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폐스펙트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재에서 장애

아동의 보호자를 통해 원격 코칭을 적용하였더니 장애아동의 가정 내 작

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부모기술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ittle, 

Pope, Wallisch, & Dunn, 2018). 이렇듯 부모가 중재자가 될 경우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인 가정 내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습득

된 기술의 일반화에 유익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보다 집

중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소현, 2009; 

Dunlap et al., 2006). 많은 연구를 통해 부모가 중재 방법을 습득하여 일

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Kasariet et al., 2015), 부모가 

중재에 참여할 때 아동의 발달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스트

레스 감소와 양육 효능감 증가에도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김선경, 송유

하, 2017; Brookman-Fraze, 2004; Ingersoll, Wainer, Berger, Pickard, & 

Bonter, 2016). 

  원격 중재 방법은 무엇보다 개별적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Bagget et al., 2010). 부모가 중재에 대한 내용을 적용할 때의 겪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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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과 문제점들에 대해 화상회의 방식을 사용하여 1:1로 전문가와 직접 

논의가 가능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화된 중재 지원이 가능하다. 그동

안 개별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알고도 현장에서 실행이 어려웠던 이유는 

전문가의 부족, 방문에 따른 이동 시간, 재정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Meadan et al., 2016; Taylor, 208). 원격 중재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한 방법으로 많은 가족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어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Jang et al., 201; Lindren et al., 2020).

  또한 원격 중재는 실제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교육하기에 유

용하다(Meadan, Meyer, Snodgras, & Hale, 2013). 원격 중재 방식은 가정

에서 웹 카메라를 통해 전문가가 부모의 중재 실행을 관찰하며 부모에게 

수행을 직접 지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 기술을 실

제로 적용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이라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일상의 경험 가운데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

문에 중재의 일반화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부모가 전문가와 함께 

있는 환경에서는 중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주로 전문가의 중재

를 관찰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Meadan & Daczewitz, 

2015). 그러나 원격 중재는 부모와 아이만 함께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직접 중재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부모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할수 있고, 

부모의 양육 기술 습득에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격 중재 중에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스로 학습

하는 방식의 경우 부모가 편리한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부모들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겠으며(Jang et al., 2012; Wainer & Ingersol, 2015), 지방에 거주하여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어 교육 기회의 지역 

균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원격 중재와 대면 중재를 비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격 중재에 참석한 부모들의 피로도가 기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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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여 이루어지는 중재에 참석한 부모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oberts, Smith, & Sherman, 2019), 참여자 탈락률 또한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agget et al., 2010). 따라서 원격 중재는 부모들의 참

여도를 높이기에도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 중재는 이미 

여러 형태의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원격 중재는 이미 성과가 입증된 기존 프로그램을 전

달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격 중재의 전달방

식은 크게 동시적 전달 방식, 비동시적 전달 방식, 혼합 방식으로 분류

된다. 

 1) 동시적 전달 방식

  동시적 전달 방식은 중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일한 시간대에 인터넷 원격에 접속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

이 이루어지는 전달 방식을 의미한다. 인터넷망에 기반을 둔 화상 도구, 

실시간 채팅 등을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며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 및 피드백을 주고받기 때문에 면대면의 오프라인 중재와 유사한 경

험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시간에 접속하여 함께 중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회적 실재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동기 부여에 효과적이다(류지헌 외, 2014; Hrastinski, 2008). 즉, 동

시적 전달 방식은 전문가가 원격 화상 회의를 통해 참여자에게 실시간으

로 교육 및 중재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동시적 전달 방식을 통한 원격 중재는 전문가가 웹 

카메라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수

행을 지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드백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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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 중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

시간 피드백이 부모의 중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중재를 모두 

마친 후에 피드백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Subramaniam et al, 2017). 이

때 전문가가 중재와 관련한 수행 방법에 대해 직접 시연을 통한 모델링

을 제시하기도 하고(Simacek et al., 2017), 교육을 마친 후 피드백 내용

을 요약하여 이메일로 제공하거나(Wainer & Ingersol, 2015), Meadan 등

(2016)의 연구처럼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동영상 중 부모가 

중재를 잘 수행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가 캡처하여 편집

한 후 보충 설명을 달아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부모 코칭 과정에

는 대부분 전문가가 부모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함

께 찾아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Ingersol et al., 2016; Pickard et 

al., 2016; Wainer & Ingersol, 2015).

  실시간 원격은 부모 코칭 외에도 부모에게 중재 방법을 직접 교육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였다(Bears et al., 2018; Kuravackel et al., 2018; 

Meadan et al., 2016). 1:1 교육뿐만 아니라 Kuravackel 등(2018)의 연구와 

같이 전문가가 부족한 지방에 사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가까운 

의료센터 치료실에서 프로그램을 집단 강의 형태로 교육하는 데 활용하

기도 하였다.

  2) 비동시적 전달 방식

  비동시적 방식은 중재에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이미 녹화된 영상자료를 시청하는 등

의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이

루어지는 방식을 뜻한다. 전문가와 참여자가 각기 다른 시간에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는 형태로 원격 중재를 지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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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안해 놓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자신의 속도와 일정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비동시적 원격 전달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들에게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

이트 접속 및 과제 업로드 방법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강의 시

작 전에 핵심 개념을 설명한 강의안을 부모에게 제공하였다(Hamad et 

al., 2010; Meadan et al., 2016). 강의는 주로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었으

며 강의 후에는 학습 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풀게 하거나 짧은 동영상을 

보며 올바른 중재 방법을 찾는 연습 문제를 풀게 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

를 도왔다(Heitzaman-Powel, Buzhardt, Rusinko, & Miler, 2014; Pickard 

et al., 2016; Vismara et al., 2018). 

  또한 학습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각 

모듈을 마칠 때마다 중재 실행을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게 하거나

(Ingersol et al., 2016; Meadan et al., 2016), 가정에서의 수행을 일지로 

기록하게 하였다(Heitzaman-Powel et al., 2014). 또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설문을 제공하여 스스로 체크하도록 한 연구도 있었다(Hong, Gong, 

Ganz, & Nely, 2018). 비동시적인 전달 방식은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참

여할 수 있어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모의 개별적

인 요구에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

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에 Q&A 코너를 만들

어서 부모들이 질문을 올리면 답을 제공하기도 하고(Ingersolet al., 2016; 

Pickard et al., 2016)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을 가능하게 한 연구

도 있었다(Jang et al.,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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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혼합 방식

  혼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원격 중재 사이

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시간에 학습하는 방식과 실시간 부모코칭을 함께 

제공하는 방법이다. Ingersol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기 주도로 강의를 듣게 한 그룹과 온라인 강의 외에도 부모

가 학습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부

모 코칭이 함께 제공된 그룹을 비교하였는데, 실험 결과 부모 코칭이 제

공된 그룹이 부모의 중재 충실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사회성 

기술 향상에도 더 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비동시적 형

태의 원격 중재만을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부모들에게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부모 또한 중재에 참

여하게 하여 부모 코칭을 함께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혼합 방식은 원격 중재와 기존 면대면 오프라인 중재 방식을 

함께 사용한 방법이다. 대면을 통한 중재 이후에 가정에서 원격으로 개

별적인 코칭을 받았으며(Baharav & Reiser, 2010; McDufie et al., 2013; 

Subramaniam et al., 2017), 온라인 사이트 접속을 통한 중재를 제공받은 

후에 전문가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코칭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Hong et 

al., 2018). Subramaniam 등(2017)의 연구에서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2회, 

점차 일주일에 1회, 격주로 원격을 통한 코칭을 한 결과 중재 기술의 일

반화와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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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원격 중재의 전달 방식

다. 원격 중재 관련 선행연구 고찰

  장애인의 재활 및 교육서비스에서 한정된 인프라를 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하여 원격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Yoon, 2011). 

원격 중재가 기존의 장애인 재활 및 교육에 대한 사각지대의 대체수단으

로서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Kairy et al., 2009; Russell, 

2009). 원격을 통한 중재는 특히 치료나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기가 원활

치 못한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기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의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Burns et 

al., 1998) 원격을 통한 중재를 통해서 평가와 진단, 재활, 교육 및 모니

터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ussell, 2009). 따라서 원격 중재의 구조적 

환경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격 중재의 효과, 만족도 등의 다양

한 측면에 관한 선행연구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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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격 중재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전 세계적으로 장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건강과 관련된 관심

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의료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원격

의료 및 원격재활 분야가 떠오르고 있다. Han 등(2012)의 선행연구에서

는 휴대전화 메시지 및 통화 중재를 제공하여 자가 운동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만성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및 균형감각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고 원격재활을 수행한 실험집단에서 상지운동기능 및 균형감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humbler 등(2012)의 연구에서는 원

격재활서비스가 신체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52명의 뇌졸

중 환자 중 실험군과 통제군을 무작위 추출하여 원격재활 중재를 하고, 

통제 집단에게는 기존의 대면 재활 중재를 제공하였다. 두 그룹 모두 신

체기능의 향상을 보였으며 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다양한 원격재활 기술은 지역사회에서의 제한된 자원을 고려한 장애인 

재활의 유용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Piron 등(2009)은 뇌졸중 환자에게 병원시설에서 적용하는 컴퓨터 소프

트웨어에 가상현실 기반의 중재 방법을 원격재활을 통해 퇴원 후 가정에

서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적용하였다. 이후 운동 수행능력에 효과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지기능에서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중재 참여와 관련한 삶의 질 변화에

서 참여자 모두 참여 이전과 이후로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중재 참여 이전과 비교하여 유지되거나 향상되었다. 

Boter(2004) 연구에서는 536명의 퇴원 후 뇌졸중 환자 중 263명에게는 

전화 통화를 통한 전문가 관리 및 집 방문과 같은 원격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원격관리를 받은 집단이 삶의 질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

다. 주관적 건강에 관련한 응답에서 신체 움직임이 유연해지고 가벼워짐

으로써 삶의 활력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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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으로 운동을 참여함으로써 과거보다 건강증진이 되었음을 인식하

고 신체적 활동량이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하위항목 중 정서적 안

정감에 관한 응답으로는 건강관리의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초조함에서 

벗어나 심리적 편안함을 찾았다고 응답하였다. 개인 맞춤화된 프로그램

과 화상을 통한 실시간 원격방식은 참여자들에게 본인이 하는 운동에 대

한 확신과 자신감을 주었다고 경험하고 있었다. 

  즉, 전문가와 장애인 상호 간의 연계를 통해 운동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스스로에게 맞는 운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감과 의지가 생겼다고 주장하

였다. Shulver 등(2017)은 재활운동에 대하여 치료사와의 원격상담은 장

애인에게 재활 동기를 유발하며 원격 중재를 통해 치료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증진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질적 분석결과에서

도 참여자는 전문가와의 라포(rapport)로 인해 정서적 안정감과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응답으로는 기존 대

면에서의 중재가 개인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수행되지 않아 받는 스트레

스에 대해 언급하였고 원격 중재를 통해 독립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원격 중재가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변화를 포함

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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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원격 중재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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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격 중재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원격 중재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참여자의 만족도에 대한 높은 척도는 건강과 관련한 행동

의 수행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가 얼마인지를 기대하는 정도인 지

각된 유익성에 대한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본인이 원

격운동 중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는 밑바탕이 되

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실제 원격재활의 유익성에 관련된 연구인 선행연

구인 Shulver 등(2017)의 연구에서는 원격 중재 서비스를 이용한 참여자

의 경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결과 원격 중재 서비스는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접근성의 편리함에 대해 보고하였다. 참여

자들은 강요나 간섭 없이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참여를 통해 개

인의 기본적인 욕구 만족을 느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참여자들의 자기

효능감 향상으로 건강증진행위에 대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재가 편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Kim(2006)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

감이 건강증진행위에 강력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본인

의 의지에 따라 중재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사회 장

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

자들은 건강증진행위 수행에 방해작용을 하는 측면에 대해 비용의 부담

과 시간 소모와 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원격 중재를 통해 도움

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Oh & Baek(2003)은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인식, 사회

적 지지, 이동 및 접근환경이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원격 중재를 통해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의 유지와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기능적 특성 및 선

호도에 맞추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격 중재 서비스에 대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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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식을 증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3. 원격 중재의 인식 및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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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동과 운동

가.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

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또

한, 장애아동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

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

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

함한다고 정의된다. 장애아동과 유사한 의미로 ‘특수아동’이라는 용어

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의 학계에서 주로 많

이 사용되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해당하는 특수교육의 대

상이 되는 학생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특수아동이란 정신적 발달, 감

각능력, 운동능력, 사회적 행동, 의사소통 능력이나 중복적 장애에서 보

통의 아동이나 일반 아동보다 많이 일탈하여 있는 아동을 말한다(대한특

수교육학회, 2000)

  장애아동과 특수아동은 동일한 개념을 뜻하는 용어이지만 다만 특수아

동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능력 및 한계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용어를 의미한다. 또한, 특수아동은 장애아동뿐만 아

니라 영재아동을 포함하고 있기에 장애아동이라는 용어보다 포괄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아동은 그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

기 어렵다. 아동에 대한 정의는 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장

애의 개념은 사회적,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입장과 관점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애에 대한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구분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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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라는 개념을 발표했는데, 장애를 손상(Impairment)과 불

능(Disability) 그리고 그에 따른 장애(Handicap)로 제시하였다. 이 세 가

지 차원의 개념은 첫째, 질병이나 병변으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고, 둘째,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제약이 따

를 때 불능이 발생하고, 셋째, 손상과 불능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불이

익을 경험한다면 이를 장애라고 뜻한다. 

  이후 1997년에 세계보건기구는 ICIDH에서 나타난 세 가지 차원의 개

념이 주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를 수정․보완하여 새

로운 국제장애분류(ICIDH-2)를 통해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ies), 참

여(Participation)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이어 2001년에는 국제

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기준을 제시하였다. ICIDH에서는 손상, 불능, 장애가 일

방적인 관계로써 손상(Impairment)의 전제 위에 불능(Disability)이 논의되

고 이에 따른 의료적 관점을 통해 장애의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이었으나 

ICF는 개인의 장애와 질병이라는 개별 요소와 환경 요소 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서 장애를 설명한다(정인용, 윤상용, 201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기존에는 의학적인 판정 기준에 의한 등급 결정에 따라 해

당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인으로 판정되고 나아가 급수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장애등급에 따라 자동적으로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이 결정되어 

당사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 요소가 전혀 고려하지 않기에 장애등

급제의 한계가 대두된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장애판정은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

다. 또한, 장애 정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능력, 

주거환경 등 혹은 소비자의 욕구와 선택권 또는 소득수준이나 근로 능력 

등을 장애복지서비스별로 장애판정에 고려요소로 삼고 있다.



27

  장애 항목의 분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을 따르고 있다.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8호)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분

류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15개의 소분류와 그 외의 기타 장애에 대해서 

세 분류로 나누어서 구분한다. 신체적 장애의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고, 

내부기관의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장애가 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

는 발달장애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를 포함하는 정신장애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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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분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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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분류한 정신적 장애 이외에도 정신병리

에서 다루고 있는 진단 및 분류에는 더 많은 항목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 의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및 여러 나라에서 정신적 장애에 대한 진

단은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한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 

따른 체계를 사용한다. 

   DSM-5 체계의 장애범주에는 신경발달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등 20개의 항목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 특히, DSM-5는 임

상적 유용성을 위하여 발달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조직하였는데 발달상

의 과정을 반영한다고 보이는 진단으로 시작하여 사춘기와 청소년기, 성

인기와 그 이후의 삶과 관련한 진단으로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DSM-5 체계의 분류는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

적 장애를 세부적인 항목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장애를 분류하는 기

준도 정책과 법률마다 서로 상이하다. 발달장애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분류 항목과 비교 시 DSM-5 체계에서

는 발달장애 항목을 신경발달장애 항목으로 구분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장애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는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측면 즉, 인지, 정서, 행동, 생리 등의 부문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부적응

과 이상 행동을 초래하는 특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상행동과 정신적 장

애를 정의하는 기준이 전문가마다, 나라마다, 정책마다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개념 역시 변

하고 있기에 장애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에 어떠한 정의가 옳은지 혹은 

어떤 분류가 더 적절한지 등의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애아동

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개념들은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범위 역

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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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아동의 현황

  장애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우리나라 등록 장애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아동은 90,768명

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2,618,918명)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

부, 2019).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현황자료를 기초로 살펴본 우리나라 

등록 장애아동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의 <표 2>과 같다.

표 5. 우리나라 등록 장애아동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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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등록 장애인 인구는 지체장애가 

46.7%로 절반에 가까운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장애아동의 경

우 지적장애아동이 49.2%(44,705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다. 그 다

음으로 자폐성장애아동 18.1%(16,488명), 뇌병변장애아동 13.3%(12,0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 장애인 인구와 비교했을 때 분표율에 있어 많

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적 장애아동의 뇌병변장애아

동과 정신적 장애아동의 지적장애아동, 자폐성장애아동과 같은 세 가지

의 장애 유형이 우리나라 등록 장애아동의 80.6%를 차지하고 있다.

다. 장애아동의 원격운동 관련 선행연구

  장애아동 대상의 원격을 통한 운동과 관련한 연구들은 iPad 기반 운동 

프로그램, 가정 기반의 양측 상지 운동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Diez-Juan 

et al., 2014; Ferre et al., 2017; Langbecker, Caffery, Taylor, Theodoros, 

& Smith, 2019). iPad 기반 중재 프로그램은 취약 X 증후군 아동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으며 언어 및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치료사의 개별지도를 통해 부모가 iPad를 통하여 중재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였다(Diez-Juan et al., 2014). 본 중재에 사용된 Care Circles 응용 

프로그램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적용되는 중재 시간, 동기 

수준, 관심 및 좌절 등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가정에서 실행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대화식 일지는 가족과 일상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었

다. 원격 중재를 제공한 결과 각 아동은 언어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학

습 능력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또한 자기조절흥분, 불안과 같은 문

제행동이 감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중재 참여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iez-Juan et al., 2014). 

  가정 기반의 양측 상지 훈련인 Home-based Hand�Arm Bimanual 

Intensive Therapy(H-HABIT) 원격 중재는 편측 강직성 뇌성마비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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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치료사가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가 가

정에서 아동에게 운동 중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Ferre et al., 2017). 아

동은 뻗기(reaching), 잡기(grasping), 놓기(releasing), 손안 조작(in-hand 

manipulation)과 같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손과제에 참여하였다. 

이때 웹캠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치료사의 감독이 이루어졌으며 온라

인으로 제출된 로그를 확인하여 가정 교육 활동이 추가로 제공되었다. 

중재 결과 아동의 환측 손의 기민성 및 기능적 활동의 수행도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으나 양손 과제의 수행도에서의 큰 변화는 없었다

(Ferre et al., 2017). 

  이와 같이 Fragil X 증후군, 뇌성마비 장애아동에게 원격운동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Fragil X 증후군과 뇌성마비 아동에게 적용한 원격 

운동은 부모에게 컴퓨터 및 태블릿 기반의 원격운동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내에서도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장애아동의 부모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도 치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 및 발달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

냈다(Rentinck, Ketelaar, Jongmans, & Gorter, 2007). 

  Gibbs와 Toth-Cohen(2011)의 연구에서는 원격운동 중재를 제공하여 자

폐스펙트럼 아동의 부모를 통해 가정 내에서의 운동 프로그램과 웹캠을 

통해 지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더니 자폐스펙트럼 아동의 미세운동

기술, 자조기술향상, 및 자기자극 행동에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

타났다. 장애아동에게 적용하는 원격 운동중재는 전문가의 교육 및 재활 

중재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부모를 통해 중재가 계속 제공되

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원격을 이용한 장애아동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지연, 이소현, 2020; 이후민, 박지연, 2020). 또한 최근 코로나 19 감염

병의 확산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대면을 통한 교육 서비스에 어려움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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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중재 서비스에도 변화가 요구되어 원격의 접근

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부모참여에 원격의 방식을 

이용하는 연구는 앞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향후 장애아

동과 부모를 위해 효과가 입증된 증거기반의 실제에 원격의 방법을 접목

하는 다양한 원격운동에 관련한 연구와 임상 적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 원격운동과 관련한 앞으로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중재가 중단되지 않고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원격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원격운동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질적 연구가 미비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원격을 기반한 운

동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의 참여경험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원격 기반의 접근 방법이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재에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활용되기 위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4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Creswell(2012)은 연구참여자들이 처해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질적 접근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질

적 연구는 철학적 가정을 시작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 패러다임

을 설명하고 있다. 철학적 가정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 수사론적, 방법론적으로 설명된다. 

또한, 패러다임의 경우는 후기실증주의, 사회구성주의, 옹호/참여주의, 실

용주의 등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나눈다.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회구성주

의 패러다임에서 연구자는 연구자 본인 및 연구 참여자가 활동하는 세계

에 대해 해석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주관적 이해

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추구한다(곽영순, 2009; Creswell, 2007). 본 연구

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인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와 직·간접적으

로 교육적 상호작용을 맺게 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는 점, 

연구 참여자의 삶을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이해한다는 점 그리고 장애

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들의 원격운동 중재의 참여 모습을 원격 기반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점 등에서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과 같은 흐름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는 5가지의 질적 연구 접근 중 하나

로 특정 현상을 현실적인 맥락 속에서 조사하는 경험적 탐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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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well, 2010). 사례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하는 것으로(Yin, 2009), 이러한 과정에

서 사례와 연관된 상황적 맥락들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총체적인 이해를 

돕는 방법이다(조기희, 2015). 특히 Bromley(1986)는 사례연구에서 특정한 

상황 및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생태학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

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를 연구참여자 그 자체가 아

닌 원격 기반의 운동 중재에 참여하는 모습에 초점을 둠으로써 특정한 

상황과 맥락 속의 사람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추구하였다(강진숙, 

2016).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원격운동 중재에 대한 필요성

이 점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한 원격 프

로그램 운영의 당위성을 찾고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실행 조건이나 방법

들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 소재 대학에서 원격으로 진행된 장애아

동 대상 원격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사례로 선정하여 장애아동과 장애아

동 보호자의 주요 참여경험과 의미에 대해 탐색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현상을 맥락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격운동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

자의 주관적 경험사례를 통해 의미를 찾는 연구 방법인 사례연구가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격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례의 희귀성과 독특성

을 고려하여 사례연구(case study)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특

정 사례에 대하여 깊이있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에(Creswell, 

2007) 이 연구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유용한 정보를 파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

족하다는 점에서 사례연구는 현상을 이해함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현택 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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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

자의 참여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5개월간 진행되

었으며, 사례연구 방법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으로 연구에 대한 자세

한 설명과 함께 연구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서울 소재 S대학에

서 운영하는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

로 총 26명을 섭외하였다. 2단계는 자료수집의 단계로 선별된 연구참여

자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관찰하고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현지에서 사용되는 문서 등을 수집하여 풍부한 분

석 자료를 확보하였다. 3단계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로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방법은 귀납적 범주분석의 방

법을 사용하였다. 4단계는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을 토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림 3. 연구 절차 및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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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환경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S대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

례는 S대학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가 함께하는 원격

운동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원격운동 프로그램은 한 학기 12주로 배정

되어 있으며 1주일에 1회 90분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의 

장소는 S대학의 체육관 건물 1층에 위치하며 노트북과 화상 카메라, 카

메라 거치대, 빔 스크린, 크로마키 배경을 설치하여 원격운동 프로그램 

운영 및 실시에 필요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림 4. 원격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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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진은 지도교수 1명의 감독 아래 실장 1명과 강사 7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실장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

별강사들은 프로그램에서 개인이 맡은 활동 프로그램을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과 운동수준에 맞추어 지도한다. 강사진은 매주 프로그램을 진행하

기 전에 10분 정도 당일 수업할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회의를 나누고 프로그램이 마친 이후에도 피드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매주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프로그램 일지를 작성하며 일

지에는 그날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과 수업에 

관한 내용과 전달사항을 공유하였다. 

그림 6. 프로그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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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각각의 구체적인 프로

그램 활동에 관한 내용은 다음 제시되는 <표 6>과 같다.

표 6.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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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선정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목적적 표본

추출법(purposeful sampling) 중 사례인 기준(criterion) 표본 추출을 실시

하였다. 사례인 기준 표본 추출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몇 가지의 선정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S대학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 대상 원격

운동 프로그램에 최소 8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인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들로 기준을 세우고, 연구에 동의한 26명(장애아동: 10명, 보호자: 

1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대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의사를 밝힌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IRB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정된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인 배경 정보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연구참여자의 배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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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수집의 도구이다(Meriam, 

1998). 따라서 연구자는 전체적인 연구 과정에 있어 자료수집 도구로의 

역할을 위해 노력하였다. 자료는 면담 및 전사자료, 관찰 노트, 영상자

료, 현장에서 모은 사진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여 심층적이고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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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 심층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인식과 

경험의 이해를 얻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 따라서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의 인식과 경험의 이해를 얻기 위해 먼

저 연구문제에 따른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본격적인 연구

가 시작되기 전 예비 면담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였다. 면담은 사전에 

작성된 면담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되 면담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하

게 질문을 이어나가는 반구조적 질문 방식으로 하였고, 면담시간은 평균

적으로 1~2시간 정도씩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가 직접 겪은 그대로의 

세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면담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개방형 질문을 위주로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모든 면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Katarina Lauruschkus et al.,(2015)의 연구에 따라 장애아동과의 

면담은 질문의 흐름을 간단히 구성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장애아동이 보

호자와 함께 인터뷰를 원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하고, 개별적인 인터

뷰 형식과 보호자 동반 인터뷰 형식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의

견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본 연구는 면담 내용을 그대로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연구자의 해석이 아닌 연구참여자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면담 내용은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

자의 원격운동 프로그램 참여 배경과 경험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

하였다. 정확한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주요면담들의 

내용 전체를 녹음하였다. 면담 내용은 음성 녹음을 활용하여 저장한 후, 

한글 프로그램으로 전사하여 연구참여자별로 분류 및 정리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심층 면담의 주요한 질문 내용은 각각 다음의 <표 8>,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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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장애아동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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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장애아동)

나. 참여관찰

  질적연구는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한 관찰을 강조한다(유

기웅 외, 2012). 관찰은 질적연구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연구방법으로 

참여관찰과 비참여관찰로 구분된다. 이러한 관찰 기법 중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을 사용하였다. 질적자료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참여관찰 

방법은 연구자가 어떤 집단에 속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삶 안으로 직

접 참여하여 관찰하면서 그들의 행위나 말, 그리고 연구자 본인이 연구

참여자로서 경험한 것과 느낀 것, 현장 구성원들과의 대화 내용 등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참여자들과의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참여자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여 소통해야 한다(이용숙,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역시 참여자라는 시각으로 현장에서 직

접 지도하여 연구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내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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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얻고자 하였다. Patton(1991)이 제시한 참여관찰의 다섯 가지 스

펙트럼은 참여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비참여에 의한 관찰, 완전한 

관찰자로서 참여관찰, 참여자로서의 참여관찰, 관찰자로서 참여관찰, 완

전한 참여자로서 참여관찰로 구분된다. 연구자는 12주간의 원격운동 프

로그램을 직접 지도하면서‘완전한 참여자로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

다.

  연구자는 참여관찰 과정에서 녹화 및 촬영 자료와 관찰 노트 자료를 

수집하여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경험 과정에

서의 맥락을 파악하고 참여관찰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활동 내용에 대해 관찰 노트를 작성하여 포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수업 촬영 및 녹화는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 참여관

찰 시 사전에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촬영 및 녹화하였으며 연

구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의 경우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림 6. 관찰기록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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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문서와 영상자료

  본 연구에서는 풍성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문서와 영상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현지문서와 영상자료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업자료와 관찰노트 등

을 자료로 수집하였으며, 사전에 이러한 자료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었

다. 이러한 자료들은 면담과 관찰에서 발견된 주제들을 이해함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원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심

층면담 과정에서 새로운 질의를 유도하는 부분에도 활용되었다.

라. 프로그램 일지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일지를 작성하였다. 프로그램 일지는 

현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겪는 모든 일련의 경험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원격운동 프로그램을 지도 및 관찰하면서 발견

한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프로그램 이야기, 메모, 에피소드, 

대화 내용부터 연구자가 느낀 생각, 느낌까지 현장에서의 다양한 기록이 

프로그램 일지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실적으로 보고 들은 내용을 종합하여 글로 기록하는 프로그램 일지를 

매주 누적하여 작성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프로그램 일지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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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로부터 의미를 만들고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다. 사례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분석하여 결과물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다(Creswell, 2012). 

또한, 질적 연구는 귀납적 분석과정을 거치기에 수집된 자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자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특

징이 있다(고미영, 2009). 이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부호화하고 

면담 자료를 전사하여 범주화하는 작업을 시행하여 주요 연구를 위한 자

료로 활용했다. 전사작업은 연구자가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

악하기 위해 연구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였다. 

가. 자료의 정리

  먼저 심층면담과 문서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한글 프로그램으로 전

사한 후, 자료별로 날짜, 회차, 대상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문

서자료는 이미지로 자료화하여 저장하였다. 또한, 면담 자료를 전사하면

서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을 표시해 두거나 제기되었던 의문점을 기록하

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혹은 주제어를 메모하였다. 이러한 다양

한 자료들의 명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부호화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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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자료의 부호화

Note. I= Interview, O= Observation note, D= Document, V= Video document

나. 자료의 분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현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이며(조용환, 

199), 수집된 자료들에 일련의 질서, 체계,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이

용숙, 김영천, 2002).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어떤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

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reswell(2003)이 제시한 질적 연구자료 분석방법 6단계를 이용하여 자료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이다.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는 주요자료로 사용되며,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보조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그리고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

는 바로 전사 작업을 통해 기록지에 옮겨 적은 후 녹취된 내용과 일치하

는지 재확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전사된 자료는 주제별로 몇 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는 귀납적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노

트와 관찰일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체계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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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본 연구에서는 Lincoln&Guba(1981)가 제시한 신뢰성 준거를 기반으로 

다각적 자료수집을 통한 검증, 연구참여자와의 검토, 동료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가. 다각도 자료수집을 통한 검증

   질적연구 방법에서 다양한 출처의 자료 수집은 확실한 연구의 증거가 

되며,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문제의 해답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아울러 주제

와 관점을 설명하는데 그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의 심층 면담, 참여관찰

과 문서, 원격 프로그램 일지 등의 다양한 자료들과 이론을 수집하였다.

나. 연구참여자의 검토

  연구참여자의 검토(member check)는 질적 연구의 타당도 작업에서 가

장 중요한 준거 중 하나이다(김영천, 2006). 인터뷰 내용과 문서자료 간

에 불일치나 자료들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연구의 진

행에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전문가들에게 견해를 요청하는 것이다. 같은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구자가 해석한 바와 연구참여자가 해석한 

바의 간격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임의로 내린 분석과 

결론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되묻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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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료연구자와의 협의

  동료 연구자와의 협의는 1인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김영천, 2006). 연구 배경에 대해 잘 알거나 

연구 주제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조예가 깊은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방법, 

해석, 절차가 옳은지 평가를 부탁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전 과정에

서 특수체육 전공자 및 과정생들과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협의를 지속하

였다.

라. 연구 윤리

  미국 인류학회의 윤리규정(1971)에 따르면 연구는 자발적 동의, 기밀유

지, 호혜성의 세 가지를 지키도록 권고한다. 본 연구 또한 위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고, 수집한 자

료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며, 연구 참여의 대가로 적절한 보상을 지급

한다. 최종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윤리위원회 연구윤리 심의를 받고자 한

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연구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기 위해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를 의뢰하였다. IRB의 심의를 받기 위한 서류들은 연

구계획 심의 의뢰서, 심사 의뢰 제출 서류, 연구 계획 요약문, 심층 면담 

질문지, 심의용 연구 계획서, 동의서, 연구 책임자 경력서, 연구 윤리교

육 프로그램 이수증, 연구결과 정리 양식, 연구 참여자 모집 자료, 지도

교수 서약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다. 또

한, 연구과정에서 윤리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기입하고, 이를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기입한 연구 윤리적 사항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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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 윤리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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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장애

아동 대상의 원격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

호자의 참여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원격운동 프로그램의 의미를 

탐색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

는 26명(장애아동: 10명, 보호자: 16명)의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여 심층면

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얻은 인터뷰 결

과 자료는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로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자

는 이렇게 도출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5개 주제와 11개 하위주제와 

26개 의미 있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각 내용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자료분석을 통해 구성된 주제

주제 하위주제 의미 있는 개념

사전적 

경험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

- 정부의 지침에 따른 실내생활의 장기화

- 급격한 일상 변화에 따른 장애아동의 부정

적인 변화

- 보호자의 가중된 양육 부담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부재

-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 평소에 엄마랑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어요

실천적 

경험

원격, 의외의 

가능성을 보이다

- 원격도 괜찮아요

- 다양한 원격의 긍정적인 측면들

원격에 대한 적응 - 화면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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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하위주제 의미 있는 개념

자녀와의 

경험

원격 프로그램도 

또 다른 

수업이구나

- 원격에 호기심을 보이는 아동

- 원격도 수업의 일환이구나

- 나와 우리 아이가 기다리는 시간

-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

아이와 

친밀해지는 시간

- 아이가 엄마와 함께하는 걸 무서워했어요

-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에서 잘 모르

는 부분이 많았어요

- 함께하는 시간의 변화

- 보호자와의 안정된 시간

그래도 만나는 게 

좋아요

- 사회적 실재감의 부족

- 공동체의 힘

- 선생님과의 교감

보호자의 

경험

내가 몰랐던 

아이의 모습

- 마냥 잘하는 줄만 알았는데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 많이 느꼈어요

원격에 대한 

생소함과 거부감

- 익숙한 공간에 대한 걱정스러움

- 온라인 환경에서의 노출을 꺼려함

앞으로의 

프로그램

에 대한 

방향

원격운동 중재 

프로그램의 한계

- 기술적인 문제

- 원격 환경으로 인한 신체활동의 제약

아이디어 제시
- 원격운동 중재 프로그램에 필요한 의견 제

안



54

 1. 환경적 경험

 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

  장애아동 보호자들이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19로 인해 변해버린 일상에 의해서였다. 가령,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최

근 일상에서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바뀌어버린 일상생활

에 대해 진술하고 있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 및 다양한 기관들은 

휴교와 휴관을 결정하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장

애아동과 가족 구성원들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패턴이 지속

화되었으며,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지침에 따른 실내생활의 장기화

“코로나�때문에�못�나가는�상황에서�아이가�집안에만�있다�보니�신청하게�되었어요.”(보호자�9)

“학교도�복지관도�갈�수가�없으니�계속�집에�있죠.�다른�것은�못�했죠.�아예�아무것도�못�했거든

요.”(보호자� 16)

“저희가�집에서�안�나가서요.�가장�큰�변화는�집�밖으로�안�나간다는�거고,�그�자체가�가장�안�

좋은� 점� 같아요.”(보호자� 10)

  대부분의 장애아동 보호자들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장애아동이 발달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장애아동은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받

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왔

다(Boyd, Odom, Humphreys, & Sam, 2010). 특히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

는 사회성 발달 장애로 발달 초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교육이 제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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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점차 복잡한 사회적 행동과 기술을 습득하기가 어려워져 지속

적인 실패의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소현, 1999). 본 연구

의 참여자들도 코로나19 사태 동안의 교육 부재로 인해 장애아동의 발달

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급격한 일상 변화에 따른 장애아동의 부정적인 변화

“아예�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 얘들은.� 좀� 밖으로� 돌아다녀야� 하거든요.� 경험하고� 그래야� 하는

데…�그러니까�거의�집안에만�있었어요.�그니까�애들도�좀�퇴화한다고�해야�하나.�그렇더라고

요.�아무래도�미안하니까�아이한테�말하기�전에�다�해주게�되니까�말하는�능력도�왜�좀�줄어든�

것� 같고…”(보호자� 2)

“그나마�학교에서�다른�아이들하고�부대끼면서�단체�생활�이런�거를�했었는데�그런�게�없다�보

니까�상당히�애들한테는�안�좋은�점이죠.�더�안�좋지.�일반적인�아이들이야�뭐�모이건�안�모이

건�관계가�없는데�저희�아이들은�많이�경험하느냐�안�하느냐에�따라서�많이�달라질�수가�있으니

까�그런�게�안�되니까�안타깝죠.�많이�위축되는�것�같아요.�학교에�안�가고�이제�그러니까.�부대

끼면서�경험하고�해야� 하는데…”(보호자� 15)

  보호자들은 장애아동의 신체적 발달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요즘 아이들이 몸을 움

직이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동의 신체적인 성장과 기능 

및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격 프로그램에 관심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

하고 있었다. 특히 보호자들은 장애아동의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체중 증가에 따른 자녀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원격운동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있었다.

“요즘�들어서�아이가�살이�너무�많이�쪄서�활동적인�걸�했으면�좋겠다고�생각했는데�때마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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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해서� 좋았어요.� 정말� 집에서는�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보호자�

4)

“일단�아이들�아무�곳도�못�나가고…�또�이제�아이들이�집에만�있으니까�살이�찌는�게…�살이�

너무�많이�찌니까�그게�제일�걱정이에요.�그리고�이제�집이� 1층이�아니다�보니까�집에서�뛰어

다니고�할�수가�없으니까�더�그런�것�같아요.�아이들�활동량이�더�적어지고…�저희�아이들�같은�

경우는�활동량이�더�필요한�아이들이잖아요.�그런�게�없으니까�조금씩�발달이�진전되다가도�다

시� 돌아가는�것� 같기도� 하고…”(보호자� 7)

“아이가�아무래도�반년은�자극을�못�받잖아요.�아이가�몸을�움직이면서�도움이�되었으면�좋겠다

고�생각했어요.”(보호자� 8)

  또한 보호자들은 아이들에게 신체활동을 통해 이루는 성장이 필요하다

고 바라보고 있었으며, 원격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의 기능 향상 

및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보호자들은 장애아동의 신체 건강과 균형적인 발달을 위해서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아동과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라 사료된다.

“지금은� 치료를�가고� 있는데요.� 시작할� 당시에는�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살도� 많이� 찌

고…�코로나�아니더라도�원래�대근육과�소근육이�약한�편이라서�사실�필요했거든요.�꼭�필요한�

상황이라서�하려고�했는데�기회가�되어서�좋았죠.”(보호자� 14)

  장애아동과 처음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보호자가 장애아동의 사회

적 상호작용의 상대자로 적절하게 기능하고, 조기에 아동의 중재에 효율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은 교육경험의 성패를 좌

우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아동 보호자 역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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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장애아동 보호자들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 최근에 실시 된 코로나19 기간 장애인 및 가족 건강과 

생활 설문 조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20)에서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10점을 기준으로 평균 7.93점으로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에서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호자는 가중된 양육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

었으며 가족들 간 갈등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전환점으로

서 무언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보호자의 가중된 양육 부담

“엄마와�있는�시간은�엄청�길어져서�아이는�행복했을�것�같아요.�오히려�그런데�나는�정말�아이

를� 돌보면서�내� 생활이� 1도� 없어요.”(보호자� 1)

“집에서�계속�있으니까�이제�갈등�요소도�있고�하죠.�아무래도�아무것도�안�하는�것보다�온라인

으로�프로그램도�하고�뭐도�하고�그러면서�계속�전환이�될�수�있는�그런�게�조금�필요하기는�해

요.”(보호자� 13)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지속화되면서 보호자

들은 가중된 양육의 부담과 자녀의 발달에 대한 부정적인 변화를 몸소 

경험하고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자들은 원격운동 프로그

램이 중요한 성장 과정에 놓여있는 장애아동에게 긍정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나.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부재

  보호자들은 장애아동이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험적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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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룰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장애아동 보호자들은 평소 장애아동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소외를 경험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이에 보호자들은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장

애아동을 참여시킴으로써 보호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받는

데 의의를 두고 있었다. 즉, 보호자들에게 원격을 통한 프로그램은 아동

이 경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뭘�원격이든�뭐든�어떻게든�할�수�있으니까…�아이가�아무것도�안�하고�노는�것보다�낫죠.�뭘�

하든� 어떤� 저기를�하든.”(보호자� 1)

“우리�장애�아이들은�체육활동을�엄마들이랑�같이�할�수�있는�경우가�별로�없어요.�우리가�흔히�

쭈구리라고�말하는데�다른�아이들이랑�같이�하면�규칙에�방해되니까�그냥�선생님�손�잡고�한쪽

에� 서서� 구경하는�게� 전부이죠.”(보호자� 2)

  특히, 보호자들은 장애아동의 교육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원격 프로그램 참여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보호자들에게 

있어 아이와 함께 참여하는 부모참여 측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다.

“생소하지만�어떻게든�되겠지라고�생각했어요.�왜냐하면�아이만�혼자하는�게�아니고�엄마와�함

께하니깐요.”(보호자� 3)

  보호자들은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원격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경험을 제공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이에 대해 보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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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소 장애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에 대해 

토로하였다. 

 

 평소에 엄마랑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어요

“평소에�엄마와�같이�할�수�있는�게�많이�없고…�원격으로�운동을�한다고�해서�저는�되게�좋아

했어요.”(보호자� 3)

“저랑�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없죠.� 초등학교�올라오고�나서부터는�대부분�학교에�혼자� 가니까�

학교도�혼자�교실�올라가서�수업을�듣는�거고.�담임�선생님이�적극적으로�피드백을�안�해주시

고.�치료실�같은�경우에도�어차피�같이�들어가지는�않으니까…�아이가�수업하는걸�직접적으로�

볼�일이�거의�없죠.�올해는�참관수업이나�이런�것도�안�했어요.�참관수업은�일회성이니까�그날�

하루� 밖에� 안� 하기도� 하고…”(보호자� 12)

  다시 말해서 보호자들은 아동과 원격운동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써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 뜻을 두고 있으며, 보호자의 참여

는 이러한 보호자들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2. 실천적 경험

 가. 원격, 의외의 가능성을 보이다

  보호자들은 장애아동과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의외의 가능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원격으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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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크게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으나 장애아동과 함께 참여하면서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호자들

은 장애아동의 참여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적극적으로 지도자의 지시를 따라 수행하면서 

참여하는 장애아동의 모습을 통해서 원격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바

라보고 있었다.

 원격도 괜찮아요

“나는�아이가�완전히�등한시할�줄�알았어요.�그런데�곧�잘�제�손을�잡고�할�뿐만�아니라�수업할�

때�전체적으로�보면�아이의�참여율이�좋았어요.�그래서�아�이게�만약에�코로나가�내년까지�가면�

원격으로�계속� 이어가는�것도� 괜찮겠다는�생각을�했었어요.”(보호자� 1)

“처음에는�아이고�웬� 원격이냐.� 우리� 아이들이� 원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웬� 말이야.� 막� 그런�

생각을�했죠.�전혀�안�될�거라고도�생각을�했고.�그래도�안�하는�것보다�낫겠지�그런�마음으로�

했는데�수업이�되는�걸�보고�많이…�다들�엄마들이�생각할�거예요.�우리�아이들이�이게�가능할�

거라고�생각을�하고�시작한�사람들�별로�없었을�거예요.�아이가�원격�프로그램을�더�잘하네?�그

러는�것�처럼..�선생님�말씀을�그것도�선생님이라는�걸�아이가�알고�막�그�모습을�보고서는�따

라하더라고요.�아이가�텔레비전도�안�봤거든요.�텔레비전�보는�것도�그�내용을�이해를�못�하니

까.�근데�원격�프로그램을�하면서�그�지시를�듣고�따라�하는�모습을�보고�많이�놀랐던�것�같아

요.”(보호자� 2)

  한편, 보호자들은 원격을 통한 운동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서도 언급하였다. 동시적 전달 방식을 통해서 프로그램 내 지도자와 참

여자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보호자 7의 경우는 비대면과 원격 프로

그램이 비교하여 이야기하며 온라인 환경에서의 원격 프로그램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도 제고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개별적 접근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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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보호자가 화상 형식의 방식을 통해서 지도자와 

1:1로 직접적인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개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Baggetet al., 2010).

 다양한 원격의 긍정적인 측면들

“운동은�오히려�화면을�통해서�실시간�원격으로�바로�피드백을�주고받을�수�있으니까�그건�오히

려�좋다고�생각했던�거죠.”(보호자� 3)

“원격도�괜찮은�것�같아요.�지금�상황이�심각하니까�아무데도�못�나가는데�이렇게�온라인으로라

도�신체활동을�할�수가�있으니까�딱히�비대면하고�비교해서�그렇게�다른�것�같지는�않아요.”(보

호자� 7)

“원격은�확실히�대면보다�더�집중이�되는�것�같기는�해요.�화면적으로�시각적으로�집중하는�부

분들이�있어서요.”(보호자� 9)

“아이가�화면보고�목소리�들린다.�그러고�누가�떠들면�엄마�쟤�왜�떠들어�그러고�눈과�귀가�화

면에�가� 있어요.”(보호자� 10)

  또한, 원격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집중을 하는 장

애아동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보호자들은 장애아동이 원격 환경 내에서 

시각 및 청각의 반응에 따라 활동 참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

하고 있었다. 이처럼 원격으로 활동을 제공하거나 참여자가 원격을 통해

서 활동 내용을 스스로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Meadan & 

Daczewitz, 2015), 국외에서는 이미 이 같은 방식을 장애아동 부모 교육 

및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여 그 장점과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Ingersol & 

Berger, 2015; Kuravacke et al., 2018; Meadan et al., 2016; Vismara, 

McCormick, & Wagn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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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격에 대한 적응

  평소 원격 화상 도구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았던 장애아

동들까지 수업을 위해 변해야만 했다. 장애아동들은 먼저 원격 플랫폼 

사용 방법을 익히고 직접 화면을 클릭해보면서 다른 장애아동 친구들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장애아동들은 화면을 통해서 다른 친구

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화면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출석할�때�가장�집중도가�높아요.�다른�사람을�관찰할�때도�있지만�출석할�때�다른�친구들�모

습을�보는�게�좋은가�봐요.�호명�활동�때�더�집중도가�높은�것�같아요.�선생님들께서�아이들�특

징을�이야기해주시잖아요.�그럴�때�아이가�누구다�하고�이야기를�하면서�먼저�다른�친구들�얼굴

과�이름을�보고� 이야기하려고�하더라고요.”(보호자� 6)

“아이들마다�특성이�다르겠지만�저희�아이는�다른�친구들�이름을�잘�기억을�못�하거든요.�그런

데�줌(zoom)�화면에서�이름이�나오잖아요.�이�사람은�누구구나�하고�이름을�보면서�기억을�하

려고�하더라고요.”(보호자� 6)�

“수업할�때� 누구누구�들어왔는지�자기� 혼자서�클릭해보고.�자기가� 모르는�사람이어도�얼굴� 몇�

번� 보니까� 확인해보고�그러더라고요.”(보호자� 10)

“온라인으로�하면� 여러� 가지�하잖아요.� 모든� 사람을�전부� 다� 볼�수� 있잖아요.� 그런� 게�마음에�

들어요.� 온라인으로�할� 때� 다른� 친구들�하는� 걸� 가끔� 한� 번씩� 봐요.”(아동� 1)

  장애아동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도 장애아동들이 원격 프로그램이 이

루어지는 화면을 직접 바라보면서 다른 참여자들을 관찰하는 과정을 흥

미롭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애아동이 원격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데 사회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다(강민석, 김명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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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실재감은 테크놀로지 기술적 기반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서 타인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존감을 느끼는 것으로(Short, 

Wiliams, & Christie, 1976) 원격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어색함과 심리적 

거리를 줄일 수 있다.

3. 자녀와의 경험

 

 가. 원격 프로그램도 또 다른 수업이구나

  장애아동 보호자들은 장애아동의 원격운동 참여를 위해 행동적, 정서

적인 지지를 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자들은 원격운동 프로그램의 구성

원 중 하나로서 장애아동과 다양한 경험을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의 중재자가 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원격에 호기심을 보이는 아동

  

“아이가�수업에�다른�친구들이랑�선생님들�모습이�보이고�그러니까�처음에는�화면을�막�만져보

는�거예요.”(보호자� 1)

“항상�처음에� 온라인�들어가면�화면으로�누가�들어왔나�이렇게�쳐다봐요.� 어저께�같은� 경우는�

유심하게�쳐다보더라고요.”(보호자� 4)

“온라인으로�하니까�다양한�사람들을�화면에서�만나고�하면서�아이가�호기심이�생기고�그러는�

것� 같더라고요.”(보호자� 12)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장애아동은 원격 환경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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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보호자들은 장애

아동이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나고 바라보면서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다고 진술하

고 있었다.

 원격도 수업의 일환이구나

“아이가� 이것도�수업이구나�하고� 인식을�한� 건지…”(보호자� 1)

“선생님이�화면�안으로�들어간�게�아니라� 이렇게라도�수업을�하는� 게�인지가� 되는�것�같아요.�

이것이� 수업의�일환이구나라는걸�알게� 된� 것� 같아요.”(보호자� 2)

“밖에서�일이�좀�있어서�어디에�나와�있을�때�수업한다고�집에�가야�한다고�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요일에� 프로그램해야�한다는�걸� 아이가� 알더라고요.”(보호자� 4)

“어디�갔을�때�오늘�수업한다고�집에�가야�한다고�이야기하더라고요.�무슨�요일에�프로그램해야�

한다는�걸� 아이가� 알더라고요.”(보호자� 4)

  특히, 보호자들은 점차 장애아동이 원격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의 개념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프로그램의 일정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나와 우리 아이가 기다리는 시간

“겉으로는�되게� 무덤덤해�보여도�좋아하는�걸� 아니까.� 엄마는� 알잖아요.”(보호자� 3)

“저는�괜찮다고�생각했어요.�왜냐면�거의�안�움직이니까�이렇게라도�움직이면�팔에�힘이�생기지�

않을까�다리에�힘이�생기지�않을까�보고�따라�하면서�할�수가�있으니깐요.�그리고�즐거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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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하면서�까르르�웃고� 난리가�났었어요.”(보호자� 4)

“생각보다�되게�수업을�좋아하더라고요.�직접�만나서�하는�게�아니니까�처음에는�재미없어할�줄�

알았는데�생각보다�재미있어하고�이번�주도�화요일인데�왜�체육�수업�안�하냐고�물어보길래�지

난�시간에�끝났다고�하니까�언제�다시�하냐고�물어보고�기대하고�있더라고요.�생각보다�재미있

어했어요.”(보호자� 12)

“화면으로�친구들도�있고� 그래서�재미있었어요.”(아동� G)

“재미있었어요.”(아동� J)

  무엇보다도 보호자들은 장애아동이 즐겁게 원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애아동 역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즐겁게 참여

하고 있었음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할�시간이�되면� 엄마� 왜� 안� 해요…하고�물어봐요.”(보호자� 5)

“대부분�치료�수업은�가면�아이가�이거�해야�해요.�말아야�해요�싫다는�의사�표현을�하는데�이�

프로그램의�경우는�아이가�목요일마다�기다리는�시간이�되었어요.�먼저� 아이가�가자고�젠가를�

챙기고,�컵�스태킹을�챙겨서�하고�테이블�챙겨서�우리�프로그램을�해야�한다고�말하면서�준비라

고�해야�하나요.�학교�등교�때에는�아이가�잘�준비를�안�하거든요.�그런데�아이�스스로가�우리�

오늘�젠가를�하는구나�컵�스태킹을�하는구나�매트를�옮겨놔야�하는구나�하고�아이�스스로가�알

고� 제가� 말하지�않더라도�스스로�챙겨서�하더라고요.”(보호자� 6)

“아이가� 자꾸� 박수를� 치고� 밖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앉아서� 수업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옷을�

갖춰� 입고� 앉아서�수업을�기다리는데…�그렇게�성장했네요.”(보호자� 2)

“다른�수업들은�원래�가기�전에�아이가�아침에�스케줄을�체크하는�버릇이�있거든요.�오늘�뭐하

냐고,�오늘�뭐하냐는�의미는�가기�싫어서거든요.�하기�싫어서.�그런데�이�프로그램은�하려고�자

기가�챙기더라고요.�아이가�확실히�치료라는�느낌으로�생각하지�않고�같이�놀고�있다는�느낌이�

훨씬�더�강했던�것�같아요.�가능한�안�빠지고�하려고�했던�이유도�아이가�수업을�챙기니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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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밖에�있어도�아이가�챙기면�저도�그�시간을�챙기게�되니까�아무래도�그런�부분들이�있었던�

것�같아요.�아무래도�아이가�좋아해야�효과도�클�테니깐요.�자기가�들어가고�나가고�화면을�켜

고�소리를�껐다가�켜고�그런�기능들도�활용해서�할�줄�알고�하는�부분들이�기특하더라고요.”(보

호자� 10)

  장애아동은 원격운동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애아동이 스스로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길 뿐만 아니라 

옷을 갖추어서 기다리는 모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일정을 확인하는 모

습을 통해서 원격운동 프로그램이 장애아동 보호자와 장애아동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

“겉으로는�되게� 무덤덤해�보여도�좋아하는�걸� 아니까.� 엄마는� 알잖아요.”(보호자� 3)

“저는�괜찮다고�생각했어요.�왜냐면�거의�안�움직이니까�이렇게라도�움직이면�팔에�힘이�생기지�

않을까�다리에�힘이�생기지�않을까�보고�따라�하면서�할�수가�있으니깐요.�그리고�즐거워해요.�

어제도� 하면서�까르르�웃고� 난리가�났었어요.”(보호자� 4)

“생각보다�되게�수업을�좋아하더라고요.�직접�만나서�하는�게�아니니까�처음에는�재미없어할�줄�

알았는데�생각보다�재미있어하고�이번�주도�화요일인데�왜�체육�수업�안�하냐고�물어보길래�지

난�시간에�끝났다고�하니까�언제�다시�하느냐고�물어보고�기대하고�있더라고요.�생각보다�재미

있어했어요.”(보호자� 12)

“화면으로�친구들도�있고� 그래서�재미있었어요.”(아동� G)

“재미있었어요.”(아동� J)

  특히, 무엇보다도 보호자들은 장애아동이 즐겁게 원격 프로그램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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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애아동 역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즐겁

게 참여하고 있었음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었다.

 나. 아이와 친밀해지는 시간

  아이가 엄마와 함께하는 걸 무서워했어요

“아이가�엄마랑�같이�활동하는�걸�낯설어했어요.�엄마랑�하는�걸�좀�무서워했어요.�왜냐하면,�엄

마가�자꾸�이런�것도�시키고�저런�것도�시키고�하는데�아이의�입장에서는�버겁잖아요.�엄마는�

버거운�줄�모르고�답답해하고�그런�부분�때문에�아이가�함께하는�걸�무서워하는�경향이�있었어

요.�자꾸�혼나고�그러니까.�이제�엄마가�실망하는�게�느껴지면�그게�자기도�싫고�그러니까�도망

가고�그러는�게� 있었어요,”(보호자� 3)

  장애아동은 보호자와 함께하는 활동을 무서워하고 거부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평소 보호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부재

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 보니 원격운동 프로그램은 장애아동

에게 있어 보호자와 함께하는 처음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교육자도�아니고�아이와�함께�무언가를�하고�시간을�보내는�면에서�잘�모르는�부분이�많

잖아요.”(보호자� 7)

“아무래도�집에서�함께�뭔가를�하더라도�할�수�있는�게�한정적이잖아요.�근데�프로그램은�아무

래도�포커스가�자기한테�맞추고�진행하는�부분들이�있어서�어렵지�않고�재미있고�몸도�크게�부

담� 가지� 않으니까�아이가�더� 좋아했던�것� 같아요.”(보호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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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장애아동의 보호자들은 장애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장애아동 보호자가 부

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부모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많은 연

구를 통해 부모가 함께 자녀와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중재 방

법을 습득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Kasariet et al., 

2015; 김선경, 송유하, 2017; Brokman-Fraze, 2014; Ingersol, Wainer, 

Berger, Pickard, & Bonter, 2016).

함께하는 시간의 변화

“집에서는�대부분�아이가�혼자�놀아요.�같이�놀아주는�시간이�별로�없는데�프로그램하면서�옆에

서�지켜보기도�하고�같이�함께하는�시간이�생긴�게�달라진�것�같아요.�그리고�아이가�집안에서�

대부분�핸드폰만�하는데�프로그램하는�동안은�핸드폰을�하지�않고�집중해서�잘하더라고요.�쉬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보겠지� 했는데� 쉬는� 시간에도� 보지� 않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보호자�

5)

“이후에도�아이와�같이�집에서�배웠던�활동을�하면서�시간을�같이�보낼�수�있겠다는�그런�장점

을�사실� 많이� 생각했어요.”(보호자� 14)

  원격을 통한 프로그램은 실제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교육하

기에 유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Meadan, Meyer, Snodgras, & Hale, 

2013). 원격 방식은 가정에서 웹 카메라를 통해 전문가가 부모의 중재 

실행을 관찰하며 부모에게 수행을 직접 지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중재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이

라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일상의 경험 가운데 중

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중재의 일반화가 쉽다는 장점도 있다. 보호

자가 전문가와 함께 있는 환경에서는 중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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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전문가의 중재를 관찰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Meadan & Daczewitz, 2015). 그러나 원격을 통한 프로그램은 보호자와 

아동만 함께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직접 중재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보

호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보호자와 장애아동이 함께 보

내는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보호자의 양육기술 습득에도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보호자와의 안정된 시간

“실은�아이가�뭐든�혼자�하려고�했거든요.�그러다�보니까�아이가�집중하고�싶은�그것만�집중하

려고�하는�모습을�보였어요.�그런데�이제는�엄마가�가까이�개입을�해도�허용을�해주고�또�자기

가�집중을�하지�못하는�부분들까지도�아이가�의도적으로�같이�해주는�그런�변화된�부분들도�참�

좋았어요.”(아동� 14)

“아이가� 오프라인에서는� 친구들이� 많으면� 신경이� 쓰이고� 예민한� 아이니까� 온라인� 수업하면서�

엄마랑�둘이�해서�좋은�점도�있었어요.�아무래도�아이들이�다�조금씩은�다른�식으로�행동하는�

특징을�가진�아이들이기�때문에�친구들한테�영향을�많이�받고�좀�그런�것�때문에�집중력이�흐트

러지고�그러는�게�있었는데�엄마랑�있으니까�좀�더�안정되게�활동하는�것�같아요.�다른�외부적

인�요인�없이�이제�엄마랑�평화로운�상태로�집중할�수�있는�게�좋았죠.�그런�게�좋았고�하면서�

생각했던�게…�아�이런�거�체육�같은�것에만�국한된�거�같겠다�하는�생각이..�아니�체육에만�적

합하겠다�하는� 생각도�했어요.”(보호자� 3)

“학교도�못�나가고�밖에도�못�나가는�상황에서�사실은�실외공간에서�했으면�좀�부담이�되었을�

텐데�집에서�아이하고�같이�활동하는�시간이라서�되게�의미도�있고�보람도�있었던�것�같아요.”

(보호자� 14)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원격 프로그램을 통한 시간은 보호자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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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장애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함으로써 익숙하지 않았던 원격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안정되게 프로그

램 활동을 참여할 수 있었다.

“다�같이�하는�시간이었어요.�화면에�동생이�나오기도�하고�아빠가�나오기도�하고�동생이�나오

기도�하고�다�같이�그냥�함께�다�같이�하는�시간이었던�것�같아요.�아이와�저만의�시간이라기보

다�지금�리듬�활동시간이야�하면�동생이�같이하고�스트레칭�시간이야�하면�아빠가�나가서�도와

주고�그랬던�것� 같아요.� 온� 가족이� 같이했어요.”(보호자� 10)�

“원격이기�때문에�우리� 집에서�가족과�같이할�수�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것�같아요.�

그래서�집에서�누나들도�아이의�수업하는�소리�듣고�내다보고�관심도�보여주고�가족들이�같이�

수업을�하는� 것� 같아요.”(보호자� 14)

  특히 원격 프로그램은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대면 프로그램이 아

니므로 더욱 수월한 방법으로 많은 가족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선

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었다(Jang et al., 2011).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프로그램은 보호자가 장애아동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양

상을 띠고 있었다.

 다. 그래도 만나는 게 좋아요

 사회적 실재감의 부족

“비대면도�좋았어요.�선생님들이�이제�그�하는�그�동작�이런�거�보고�따라서�이제�하고�활동�폭

이�조금�좁다는�그거�하나지�이제�거의�뭐�큰�차이는�없었던�거죠.�그런데�이제�대면하게�되면�

선생님들하고�말도�이제�하고�재미있는�이야기도�하고�선생님들이�와서�이제�애들한테�인제�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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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고�걸어주시고�이제�이렇게�해서�이렇게�서로�친근감�있게�그렇게�했는데�비대면�같은�

경우는�그렇게�그런�게�좀�거의�없잖아요.�그러니까�이제�애들이�이제�조금�가족�이외의�사람들

하고�할�수�없다는�그게�이제�비대면이�안�좋은�것�같아요.�아이들은�이제�그런�것에�따라서�이

제�친밀감도�느끼고�같은�또래�아이들하고�유대감도�생기고�서로�얘기도�할�수�있고�같이�활동

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보호자� 15)

“확실히�비대면이라서�아이가�조금�참여를�외면하는�부분들이�있었던�것�같아요.�선생님을�대면

으로�만나면�좀�더�재미있어하고�관심을�가질�텐데�화면상에서�보니까�꾀를�좀�부리고�쉬려고�

하고�선생님들은�열심히�하시는데�아이가�갑자기�소파에�눕기도�하고�달려가서�방에�들어가기

도�하고�조금�그런�부분들이�난감하더라고요.�그것들이�공감�능력이나�그런�부분들이�많이�떨어

지는거�그런�것들이�있었는데�대체로는�좀�가만히�인터넷을�하려고�하거든요.�그런데�활동하는�

시간들을�통해서�몸도�움직이고�두뇌나�언어능력도�자꾸�계발해주시고�하시니까�그런�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보호자� 14)

  보호자들은 원격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보

다 친밀감이 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사회적 실재감이 부족하다는 것으

로써 지속적으로 원격에서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격 환경

에서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서적 교류, 상호작용

적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권성연, 2012; 김정주, 임지연, 2010; Gillies, 

2008). 원격 환경에서 상호작용의 양과 질은 결과로서의 인과관계가 이

루어지기 때문에(이성주, 2009) 원격 운동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지도

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제고된다(Fillion, Limayem, & 

Bouchard,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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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의 힘

“저는�대면이�나은�것�같아요.�여러�명이�만나고�깔깔�되면서�웃는�데서�오는�그런�게�있잖아

요.”(보호자� 1)

“물론�체육이니까�대면이�더�좋죠.�아무래도�같이하는�공동체�활동�같은�것들도�많잖아요.�그런�

그룹에서�하는�특화된�것들은�대면에서�할�수�있으니까�아무래도�좋기는�한데�같이�하지는�못하

는�상황이니까�이렇게라도�하는�게�그나마라도�안�하는�것보다는�나은�게�아닐까�하는…”(보호

자� 12)

“온라인은�온라인이다�보니까�좋은�부분이�있는�것�같고,�대면은�대면이라�좋은�부분이�있는�것�

같아요.�온라인이다�보니�확실히�못하는�부분도�있고�친구들과의�사회성�같은�부분은�많이�부족

했던�것�같아요.�활동적인�부분은�도움이�되었지만�같이�함께하는�그룹수업이었지만�그룹�친구

들�간의�무언가는�없어서�아쉬웠어요.�체력증진�이런�부분들은�도움이�되었지만요.�대면보다는�

우리�아이들에게�덜�도움이�되는�것�같아요.�아이와�같이는�하지만�이름을�기억하는�친구들은�

없는� 그런..� 그래도�대면�수업을�했으면�같이�수업을�했던�친구라고는�기억을�했을�텐데� 그런�

부분들이�온라인에서는�부족하지�않을까�하는� 생각이�들어요.”(보호자� 9)

  보호자들은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힘

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얼굴을 맞대고 다 함께 웃으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장애아동

이 친구와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원격 프로그램에 대한 부

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선생님과의 교감

“디테일이�가장�달라지는�것�같아요.�왜냐하면�선생님들의�활동�모습을�정확히�보고�따라�하거

나�아이에게�알려주는�부분에�있어서�그�부분에�디테일의�차이가�생기는�것�같아요.�대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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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프로그램에서는�선생님들과의�교감이랄까요.� 이름을� 불러주시고�친구들도�같이� 보

고�하는데�원격에서는�그런�모습이�없고�자신의�모습만�보거나�선생님�동작만�보고�따라�하니까�

그런� 부분이�아쉬운�것� 같아요.”(보호자� 6)

  신체활동에 관한 특성상 지도자의 동작을 보고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원격 환경에서의 화면을 통해서 보며 진행하는데 제약이 따

랐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대면에서는 선생님들과의 교감이 큰 영

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원격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들이 모자랐음을 알 수 

있었다.

“저는�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나면� 친구들이랑�놀� 수� 있잖아요.”(아동� A)

“만날� 때요.� 친구들이랑�같이� 운동할�수� 있어서.”� (아동� C)

“직접�만나는�거요.�모두를�만나니깐요.�나중에도�온라인으로�수업하고�싶어요.�친구랑�만나는�

게� 재밌어서요.”(아동� D)

“진짜로�만나는�게�좋아요.�줌(ZOOM)�말고�체육�교실이랑�복지관에서�진짜로�만나는�게�좋아

요.� 만나서� 하는� 게� 좋아요.� 친구들이�너무� 많아서요.”(아동� G)

“만나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컴퓨터는�조금� 지루해요.� 다른� 짓도� 많이� 하게� 돼요.”(아동� J)

  특히 장애아동 역시도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 선

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들은 친구들과 직접 만날 수 있으므로 대면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원격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짓을 하게 

되어서 집중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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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자의 경험

 가. 내가 몰랐던 아이의 모습

 마냥 잘하는 줄만 알았는데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밖에서�아이가�어떻게�활동을�하는지�모르니까�그런�면에서�처음�보게�되니까….”(보호자�16)

“그전에는�모르잖아요.�태권도�학원을�가든�어디를�가든�직접�볼�수가�없으니까요.�프로그램�하

면서�아이가�하는�걸�직접�옆에서�보는데�솔직히�윗몸�일으키기�활동�한�개는�할�줄�알았거든

요.�근데�정말�못하더라고요.�그렇게�아이의�모습을�바라보고…�그전에는�몰랐죠.�마냥�잘하는�

줄만�알았죠.�그러니까�아이에�대해서�조금�더�많이�알게�되었어요.�아이가�얼마나�몸을�사용할�

줄� 아는지.� 뭘� 어려워하고�뭘� 좋아하는지요.”(보호자� 5)

“아이의�못�보던�모습을�조금�더�알게�된�느낌이었어요.�수업하는�모습은�실제로�보지는�못하는

데�원격으로�프로그램할�때는�옆에서�지켜볼�수�있으니깐요.�학교나�치료실�안에서�어떻게�행동

하는지�이런�걸�잘�모르고�있다가�좀�직접적으로�보게�된�거죠.�한� 두번도�아니고�장기적으로�

보니까�아이에�대해�조금�알게�된�계기가�된�것�같아요.�프로그램�하다�보면서�보이게�된�것�같

아요.”(보호자� 12)

“우리�아이가�이거를�할�수�있는�아이였구나.�이렇게�능력이�많은�아이였구나�되게�많이�느끼고�

처음�느꼈어요.�우리�아이가�못�할거라고�생각했는데�놀랄�때가�많았네요.�지금까지�아이를�키

우면서�모르고�있었던걸….”(보호자� 2)

“몰랐던�부분들을�부모들이�알게�되고�숨겨진�재능이라든가�그런�것을�또�알게�되었고요.”(보호

자� 15)

“다른�아이들도�마찬가지이겠지만�치료�수업�같은�경우는�대부분�1:1�수업이고�그�이후에�부모�

상담하는�경우가�많아요.�부모님이�참여하는�수업이�전혀�없는데,�이�프로그램은�참여하면서�아

이에�대한�내가�모르는�모습을�발견할�수�있었고�아이가�이럴�때는�이렇게도�하는구나�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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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볼�수�있었어요.�참관수업을�할�수�있어서�너무�좋았던�것�같아요.�거기다가�저도�함께�

운동하고…”(보호자� 6)

“아이가�공을�정말�좋아하는구나.�아예�가지고�놀지�못했는데�조금씩�가지고�놀기�시작하는구나�

아니면�스트레칭�할�때�진짜�안�되는구나..�오히려�아이가�잘�안�되는�부분도�캐치가�잘�되기도�

하더라고요.�치료실�같은�데�가면�볼�수�있는�건�없고�나중에�선생님이�상담하시는�것만�듣게�

되는데�옆에서�하는�걸�보니까�이게�진짜�안되는구나.�몸이�좌,�우,�위,�아래�개념이�아직도�약

하구나�이런�것들이�캐치가�되더라고요.�그래서�그런�점들이�좋았던�것�같아요.�가까이에서�하

는� 걸� 보니까.”(보호자� 10)

“일반적으로�치료하고�하는�활동들이�제가�그�활동들을�참여하지�못하잖아요.�그래서�무엇을�하

는지�정확히�눈으로�보지를�못하는데�아이하고�어떻게�하는지�또�어느�정도�아이가�할�수�있는

지� 여러� 가지를�관찰할�수� 있었어요.”(보호자� 14)

“아이가�어떻게�참여하는지�엄마의�눈으로�관찰할�수�없었는데�이렇게�비대면으로�조금�참여가�

불편한�걸�본�적도�있기는�하지만�그래도�아이가�좀�뭐랄까..�아이가�잘�접근하는�것과�아이가�

회피하거나�꾀를�부리는�것도�처음�관찰을�하게�된�것�같아요.�그래서�집에서도�그런�부분들을�

가지고�조금� 더� 지도를� 하고� 칭찬을�하기도�하고� 그런� 것� 같아요.”(보호자� 14)

  보호자들은 장애아동과 원격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면서 단순히 동반 

참여자 이상의 중재자 및 조력자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평소 자녀에게

서 보지 못하였던 모습과 자녀의 부족한 신체기능 및 능력에 대해서 바

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이는 마냥 잘하고 있

는 줄만 알았던 아동들의 모습에서 보호자가 미처 알지 못한 아동들의 

부분들과 새로운 면모에 대해 알게 해준 시간으로서의 의미였다.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는�뭔가를�하면�내가�다�도와줘야�한다고�생각했어요.�프로그램하면서�아이가�혼자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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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잘하더라고요.�지금은�내가�도와주지�않아도�잘하는구나라는�생각을�해요.�예전에는�먼저�해

주려고�했었지�스스로�하게끔�혼자�두지�않았던�것�같아요.�못�할�거라는�생각만�했었는데�이번

에�프로그램하면서�많이� 느꼈어요.”(보호자� 5)

“우리�아이의�많은�능력을�보고�그전에는�함께�놀아주는�걸�진짜�못�해줬다고�생각했어요.”(보

호자� 2)

“제가�많이�변했죠.�예전에는�아이를�무조건�가르쳐야�된다고�생각을�했는데�이제�제가�활동을�

같이하다�보니까�아이의�모습이�받아들여지더라고요.�그래서� ‘아,�내가�더�아이를�감싸줘야�하겠

구나’�하는�그런�생각을�많이�하게�되는�것�같아요.�제가�아니어도�지적해주는�사람은�많겠죠.�

조금� 이제� 자기� 마음을�알아주는�사람이�필요한�애들이잖아요.”(보호자� 16)

  평소 장애아동에게 지녔던 양육 태도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깨닫는 시

간이 되었다. 자녀에 대해서 늘 먼저 도와주거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

하였던 보호자의 태도는 조금 더 자녀를 따듯한 시선과 눈길로 바라봐주

어야겠다는 변화를 이루었다. 

 나. 원격에 대한 생소함과 거부감

  원격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들에게 있

어 무척이나 생소한 경험이었다. 장애아동에게 익숙한 환경인 집이라는 

공간에서 원격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프로그램 참여 이전부터 

보호자는 여러 걱정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익숙한 공간에 대한 걱정스러움

“자기� 공간이잖아요.� 장난감이� 천지에� 널려있지.� 텔레비전� 틀어놓아달라고� 윽박지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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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체가�아이의�홈그라운드잖아요.�장난감이�막�이쪽�한쪽�벽면에�꽉�차�있지.�본인이�좋아

하는�만화영화�언제든지�윽박지르면�틀�수�있지…�솔직히는�무진장�걱정을�했어요.�자기가�익숙

한�공간이고…�가만히�앉아서�앞에� 있겠냐고.� 그걸� 좀� 많이� 걱정했는데…”(보호자� 1)

  한편, 보호자들에게 있어서 원격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

다. 보호자 중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이를 활용하는 원격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처음에는�저는�어렵다고�생각을�했어요.�왜냐면�제가�이제�그걸�잘�다루지는�못하니까�고민을�

많이� 했는데…”(보호자� 15)

“체육이…�솔직히�영상강의가�웬� 말인가요…”(보호자� 2)

“사실�이걸�어떻게�온라인으로�하지라는�생각을�했었어요.�그런데�이제�그냥�집에서�할�수�있는�

그런� 것들로� 해주시니까� 선생님들하고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만나서�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보호자� 16)

 온라인 환경에서의 노출을 꺼려함

“부담스러웠죠.�다�모르는�사람이라서�그냥�봐도�어색한데�온라인으로�보니까�더�어색하더라고

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괜찮았어요.”(보호자� 5)

“화면으로�보여지니까�나도�모르게�잊어버리는�순간이�있더라도�그래도�신경은�쓰이거든요.�아

이가�좀�더�잘했으면�하는데�그렇지�못할�때�되게�속상해요.�솔직히�화면으로�다른�얘들은�잘�

따라�하는데�내�아이만�못하는�게�뭐라�그럴까.�그런�속상함이�있어요.�집에서는�옆에서�떠드는�

사람도�없고�오로지�조용한데서�아이와�둘이서만�수업을�하는�건데�이�시간을�투자하는�건데�너

무� 아이가�따라와�주지� 않았을�때는� 정말� 속상함이�더� 크거든요.”(보호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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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사람들이�같이�화면으로�보이는�거니까�아이가�좀�더�잘했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어

요.�줌으로�하면�서로가�보이잖아요.�누가�잘하고�못하고�이런�부분들이�보이다�보니까�부모의�

입장에서는�신경이�좀� 쓰이죠.”(보호자� 8)�

  대부분 보호자들은 원격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고 꺼려하고 있

었다.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가 높은 경우,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게 드러

났다. 화면을 통해 비추어지는 보호자와 장애아동의 모습은 타인의 시선

에도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보니 원격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체에 거부

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5. 앞으로의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

 가. 원격운동 프로그램의 한계

 기술적인 문제

“음악이� 안� 들릴� 때가� 되게� 많았어요.”(보호자� 1)

“화면이�너무�작았잖아요�이게�평면이다�보니까�선생님�얼굴이�잘�안보일�때도�있고�빛�반사�때

문에� 잘� 안보일때도�있고.”(보호자� 3)

“가끔� 저희� 인터넷�문제일�수도� 있는데,� 약간� 시간차� 딜레이가�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하고�

있는데�선생님들께서는�다음�동작하고�계시는?�그런�부분들이�있었어요.�약간�시간차가�있는게�

온라인�한쪽�면으로만�보고�하기에는�정확히�하기에�어려움이�많더라고요.�대면은�직접�보고�하

니까�괜찮았는데�온라인에서는�화면�단면만�보이니까�조금�어려웠어요.�선생님�화면이�좀�더�커

지면�좋겠어요.�선생님�화면이�하나만�나오잖아요.�말하는�친구�화면이�앞으로�나오고�선생님이�



79

안�보이시는�경우도�계셨거든요.�선생님들�방향별로�카메라가�두�대가�있으면�단면만�볼�수�있

는� 게� 아니라� 측면도�바라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보호자� 6)

“한가지�불편하던�점은�갑자기�아이들이�음소거�해제를�해서�아이들�얼굴이�나오는�거�선생님이�

나오지�않고요.� 그� 부분들이�조금� 불편했어요.”(보호자� 14)

“처음에는�이제�노트북으로�했었는데�노트북으로�하니까�아무래도�화면이�좁잖아요.�그래서�우

리�큰�애가�이제�저기�텔레비전�쪽�하고�연결하는�걸로�해가지고�해�주니까�훨씬�좋더라고요.�

아무래도�그때�조그맣게�노트북으로�했을�때는�조금�답답하고�했는데�티비로�연결하니까�좋았

어요.”(보호자� 15)

“처음에는�제가�잘�몰라서�이제.�처음에는�참�애먹고�이제�선생님도�안�나오고�어떻게�해야�되

나.� 뭐� 소리도� 안� 되는구먼�했었는데�몇� 번� 하다� 보니까�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핸드폰으로�하면� 안� 좋았어요.� 잘� 안보여요.“(아동� A)

  원격 환경에서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나타났다. 원격 통신망에 따

른 화면 영상이 지연되는 현상, 음소거가 풀리면서 다른 참여자의 소음

이 방출되는 문제, 화면이 좁아서 생기는 시야 제한 등 기술적인 문제들

이 나타났다.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원격 프로그램에서 지도

자와 참여자는 충분한 테크놀로지 소양과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PC, 스

마트기기, 화상 도구 프로그램, 학습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테크놀로지

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 테크놀로지

에 대한 풍부한 사용 경험, 높은 효능감, 충분한 활용 능력은 테크놀로

지 활용 원격 프로그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동국, 2015). 원격 프로

그램에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조작하여 활동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효

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도 보고되고 있다(이상수, 오영범, 2010; 

Motamedi, 2001). 따라서 원격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테크놀로지 소

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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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환경으로 인한 신체활동의 제약

“만나서�현장에서만�하는�활동들�다�같이�하는�운동이라던가.�운동장에서�뛰기도�하고�하는데..�

집에서는�못하잖아요.�집에서는�뛸�수�없고..�여럿이서�하는거�이건�좀�아쉽다�하는�부분은�있

었죠.�원래�체육�프로그램인데�운동�같은건�좀�빠지고�보고�따라해야하고�뛰지�못하는�뭐�이런

거..”(보호자� 3)

“제가�잔소리를�해요�밑에�사람이�사니까�매트를�깔아도�쿵쿵거려서..�살살�뛰라고�해요�아무래

도�층간소음�이런� 부분이�있어서요.”(보호자� 5)

“사실� 집에서� 뛰면� 너무� 쿵쾅� 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 빼고는…”(보호자� 6)

“집에서� 하면� 층간소음�아무래도�체육활동이다�보니까”(보호자� 11)

“아이는�되게�재미있게�했는데�저희가�아파트이다�보니까�뛰고�이러는�거에�제약이�있다�보니까�

프로그램�활동�안에서�빨리�달리고�이러는게�있었잖아요.�어김없이�층간소음�때문에�트러블이�

조금� 있어서요.”(보호자� 12)

“근데� 안� 좋은� 점이� 달리기를�못� 해요.”(아동� A)

“이제�체육은�아무래도�몸으로�뛰고�땀을�조금�흘려야�되는데�그런�게�부족해서.�네.�그런�면은�

아쉽더라고요.”(보호자� 13)

  원격 환경으로 인해서 참여자들이 집안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서 층간소음의 문제를 호소하였다. 제약된 환경 내에서 어떠한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지 보다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아이디어 제시

“수업�전체적인�부분은�알잖아요.�체력활동이나�마사지�활동을�동영상으로�찍어서�공유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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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것�같아요.�그래서�보고서.�사실�마사지�할�때도�티비�화면이�아니다보니까�작고�잘�안�보

이거든요.�얼추�대부분은�알지만�자세히�모르는�부분들도�있으니까�그날�한�활동�찍어서�올려주

시면�복습� 차원에서�아이와�이런� 걸� 배웠잖아�이야기도�나눌� 수도� 있을�것� 같아서요.”(보호자�

7)

“실내에서�할�수�있는�더�많은�활동들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아이가�공을�좋아

하니까�풍선을�가지고�왔다�갔다�그�정도는�할�수�있겠다고�생각이�들었거든요.�아무래도�실내

에서�활동은�제한적이다�보니까…”(보호자� 10)

“소품을�이용한다거나�아니면�이렇게�부위적으로�마사지를�하는�방법을�알려준다거나�좀�더�디

테일이�있고�이제�대근육�위주의�소근육�위주의�활동을�충분히�할�수�있으니까�그런�것들을�좀�

더�오밀조밀하게�짜볼�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좀�더�하기는�했어요.�그런�점들을�개선하면�

좀�더�좋지�않을까�하는..�일상에서�사용하는�물건을�활용한�간단한�게임?�뭐�이런�것들.�꼭�보

드게임�이런�게� 있지� 않아도� 쉽게� 접할�수� 있는�그런� 것들�응용해서�할�수� 있는� 그런�것들을�

제시해주시면�도움이�되고� 아이도�재미있어하지�않을까�생각해요.”(보호자� 12)

“특별�프로그램.�회기�당�한�번�이렇게�해서.�형제끼리�같이�해서�뭔가�협심해서�뭐�게임�같은�

것을�해도�되고�이렇게�하면�애들이�조금�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지�않을까요.”(보호자�14)

“형제랑�하는�수업,�아빠랑�하는�수업,�뭐�가서�해도�좋지만�그런�것은�또�다�같이�움직이기�힘

드니까�온라인으로�한다거나�이런� 프로그램도�있으면�좋지� 않을까.”(보호자13)

“조금�더�땀이�날�수�있는�뭔가가�있었으면�좋겠어요.�어쨌든�정적일�수밖에�없는�상황이기는�

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도�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보호자�

13)

“애들이�좀�땀을�흘려야�되는데�그렇지�못하니까�이제�코로나로�인해서�애들이�이제�더더욱이나�

밖에서�활동을�못�하잖아요.�그러니까�이제�좀�집에서라도�기초적인�활동을�많이�해서�땀을�좀�

조금이라도�흘리고�그러면�더� 좋을� 거� 같은� 생각이�들어요.”(보호자� 15)

  보호자들은 원격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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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작하여 매주 프로그램에 대한 복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보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

들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격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가 추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논의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하여 급작스레 비대면 교육을 시작하게 된 

2020년 1학기 이후, 원격 방식을 통한 접근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 제안

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은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격수업을 운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의 참여경험을 확인하

면서, 특히 원격운동 프로그램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

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지침이 변화됨에 따라 실내에서 머무는 

생활이 장기화 되었고, 장애아동은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장애아동 보호자의 가중된 양육에 대한 비중이 증대했다. 코로나 19기간 

보호자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가장 높은 빈도로 확인된 결과로 같은 

시기의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확인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유사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20). 단, 보호자는 원격운동 프

로그램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일상에서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

문이라 추측된다. 

  둘째, 원격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원격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시기에 원격수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한 연구들에서(Ingersol & Berger, 2015; Kuravack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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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dan et al., 2016; Vismara, McCormick, & Wagner, 2018) 장애아동과 

보호자들이 원격운동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와 동일한 양상

이었다. 특히 원격방식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제한점인 소통의 문제를 실

시간 원격방식을 통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원격방식

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선행연구도 있었다

(강민석, 김명랑, 2014). 

  셋째,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장애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한 결과, 

대면수업, 비대면 수업에 대해 모두 차이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대면수

업과 비대면수업 모두 높은 만족도를 이야기하였고, 장애아동의 경우 원

격에 대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학습자의 기대, 선호하는 학습양식과 

불일치하는 교수학습 환경은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의 선호도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이를 반영한 원

격운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원격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부모교육

의 효과를 얻었다. 세부적으로, 평상시에는 경험하지 못한 자녀의 모습

을 바라보고 깨닫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었다. 반면, 원격에 대한 생소함

과 거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참고하면, 원격환경에서의 화

면 노출은 보호자들이 불편하고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기기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기기 사용역량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원격운동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문제에 기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격 프로

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테크놀로지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

호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고려하여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대해 보완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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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원격운동 프로그램이 미래를 향한 발판으로서의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그 경험과 인식에 대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시작

되었다.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아동 보호자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5개 주제, 11개 하위주제와 26개의 의

미있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경험은 이와 같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실내생활이 장기

화 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급격한 일상의 변화가 조성되었다. 보호자

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부재가 있었다. 둘째, 실천적 경험으로는 원격

의 긍정적인 측면과 원격에 대한 적응이 하위 주제로 드러났다. 셋째, 

자녀와의 관련 경험은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원격운동 프로그램은 장애

아동이 수업의 일환으로 인지할 뿐만 아니라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있었다. 보호자와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일상으로의 연장선으로 

이어졌다.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대면보다 낮은 편이었다. 

넷째, 보호자 관련 경험을 보면, 보호자들은 자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격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

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익숙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

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원격 프로그램 방향과 관련해 보호자들은 기

술적인 문제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여전히 원격 프로그램을 하는 것

에 대해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원격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실재

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원격

운동 프로그램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격운동 프



85

로그램에 대한 제안과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본격적 시행으로 학교와 각 교육 

및 복지기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및 기관들

이 휴교와 휴관이 결정됨에 따라 원격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

조되었다. 장애아동 보호자들의 인식도 변했다. 이전까지는 원격 프로그

램은 먼 미래의 방안이며 장애아동과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불가

피한 상황에서 진행한 것이지만 이제 많은 보호자들이 원격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원격 프로그램으로 인해 디지털 리터러시

가 부각되었다. 원격 환경에 익숙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디지

털 기기를 잘 다루는 소양이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원격 프로그램의 한

계도 드러나 실내에서의 활동제약 요인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86

2. 제언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후 원격운동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절한 교육 플랫폼이나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쌍방향 수업 도구 및 상

호작용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 교육 플랫폼이나 프로그램 사용 및 이를 

활용한 콘텐츠의 개발을 개인 및 개별기관의 열정과 노력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원격 시스템, 제작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 원격운동 프로그램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격 환경에서 장애아동의 참여와 운동 효과를 신장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적 전달 방식에서는 활동에 대한 원활한 피드백이 

중요하다. 정보 전달자나 동반자보다는 조력자와 중재자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한다. 또한, 원격 환경에서는 아동의 자기 주도성이 

더욱 중요하다. 학습 동기를 높이고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와 관련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원격 환경에 대한 보호자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보호자들은 장애아동에게 맞지 않는 환경으로 여기고 있다. 원격 환경이 

교육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알고, 미래 원격교육의 비전을 공

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원격 환경에

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을 제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격 환경에

서 장애아동이 흥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곳일 수 있음을 확인할 때, 보

호자의 인식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준비 차원에서 원

격운동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이와 관련한 연구와 지원을 서

둘러야 할 것이다. 현재 원격 프로그램은 시공간만 달라졌을 뿐이며, 지

도자가 신체활동을 전달하고 참여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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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프로그램과 같다. 오히려 상호작용과 활동 등 사회적 실재감이 줄

어들어 흥미와 집중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바라볼 수 있었다. 미래에는 

원격 환경을 기반으로 장애아동의 흥미, 적성, 속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단하여 장애아동들을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 보호자들과 장애아동의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이

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나 원격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한다

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원격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앞으로

의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원격운

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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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성인용)

연구 과제명 :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참여경험 및 의미  

              탐색

연구 책임자명 : 허지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장애아동과 장애아

동 보호자의 참여경험 및 의미탐색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장애아동과 장애

아동 주 보호자 동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

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허지인 연구원(허지인, 

01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

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

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

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

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아동과 장

애아동 보호자가 경험한 참여경험을 탐색하고 의미를 고찰해보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 26명의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귀하는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은 ZOOM 녹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프로그램 참여 이후 허지인 연구자가 주관하는 심층면담에 참여하도록 요청

연구 참여자(보호자) 설명서 및 동의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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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것입니다. 면담과정은 녹음될 것이며,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

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90일 동안 7일에 한 번씩 12회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1회 방문 시마다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수집된 자료의 폐

기를 원하시면 즉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중도 탈락 

이전 자료는 연구 자료로 사용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신체활동 수행에 따라 근육통이나 부상 등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귀

하는 언제든지 신체활동 수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

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원격운동 프로그램 수업 교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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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허지인(010-0000-0000)입니다. 본 연구에

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과 연령(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이며 개인

식별정보는 이름과 연락처입니다. 개인식별정보는 수업교구발송을 위한 목적

으로 수집되며 교구 발송 후 즉시 파기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지도

교수 이용호, 연구책임자 허지인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연구책임자 연구실 

내 잠금장치가 달린 캐비닛을 통한 방법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

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

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

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

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

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허지인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000-0000    이메일: 

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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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참여경험 및 의미  

              탐색

연구 책임자명 : 허지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

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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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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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자보관용)

연구 과제명 :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참여경험 및 의미  

              탐색

연구 책임자명 : 허지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

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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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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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아동용)

연구 과제명 :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참여경험 및 의미  

              탐색

연구 책임자명 : 허지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장애아동과 장애아

동 보호자의 참여경험 및 의미탐색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장애아동과 장애

아동 주 보호자 동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

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허지인 연구원(허지인, 

01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

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

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

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

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원격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

가 경험한 참여경험을 탐색하고 의미를 고찰해보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 26명의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귀하는 온라인 장애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

램 진행과정은 ZOOM 녹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프로그램 참여 이후 허지인 연구자가 주관하는 심층면담에 참여하도록 요청

연구 참여자용(아동) 설명서 및 동의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114

받을 것입니다. 면담과정은 녹음될 것이며,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

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90일 동안 7일에 한 번씩 12회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1회 방문 시마다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

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수집된 자료의 폐기

를 원하시면 즉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중도 탈락 이

전 자료는 연구 자료로 사용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신체활동 수행에 따라 근육통이나 부상 등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귀

하는 언제든지 신체활동 수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

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온라인 프로그램 수업 교구(요가매트, 공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허지인(010-0000-0000)입니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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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과 연령(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이며 개인

식별정보는 이름과 연락처입니다. 개인식별정보는 수업교구발송을 위한 목적

으로 수집되며 교구 발송 후 즉시 파기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지도

교수 이용호, 연구책임자 허지인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연구책임자 연구실 

내 잠금장치가 달린 캐비닛을 통한 방법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는 서울

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

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

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

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

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허지인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000-0000    이메일: 

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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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참여경험 및 의미  

              탐색

연구 책임자명 : 허지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

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17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법정 대리인 성명  참여자와의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118

동  의  서 (연구자보관용)

연구 과제명 :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참여경험 및 의미  

              탐색

연구 책임자명 : 허지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

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19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법정 대리인 성명  참여자와의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120

Abstract

An Exploration of 

Participants’Experiences and 

Meanings in Remote Exercise 

Program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Jiin He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guardians 

through participation in remote exercise program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remote exercise programs based on this. Thu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s followed: First, what d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guardians experience through remote 

exercise programs? Second, what meaning does the 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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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program hav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guardians?

  The study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5 months from August 

2020 to December 2020 with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addition, the remote exercise program operated by S University 

in Seoul was used as the main background of the study.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26 participants, 10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16 guardian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participant observation, local documents, 

video data. In the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process, 

inductive research analysis was used using the six steps of the 

qualitative research data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Creswell 

(2003). In addition, multi-faceted analysis, review of research 

participants, and peer-to-peer consultation were carried out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research, and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were observed.

  The results derived through the above research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revealed that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guardians 

experienced negative changes in their daily life and the absence 

of programs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exercise program through remote 

has unexpected potential and plays a positive role in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is process,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owed 

adaptation to the remote environmen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ecame more intimate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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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ng with their children, and recognized the remote 

program as a part of another class.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guardians became aware of the 

aspec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at they did not normally 

know and learned a lot about their children. It also revealed the 

experiences of caregivers who were reluctant to expose 

on-screen in remote environments.

  Fifth, various remote limitations appeared, and restrictive 

factors of physical activity such as noise between floors 

emerged together. It was found that they want to diversify 

programs that can be a little more active and active in future 

remote exercise programs. In addition, in terms of parental 

participation, it was oriented toward a program in which mothers 

could participate as well as fathers and other sibling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practical application 

suggestions and follow-up studies were proposed for the 

improvement of remote exercise programs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various cases of remote exercise 

program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urrently in place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remote exercise program.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and 

exercise effect of disabled children in a remote environ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egative perception of 

guardians about the remote environment. Lastly, in order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mote exercise program not to end as a 

temporary phenomen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remote 



123

exercise program in the future, as well as support for system 

construction.

keywords :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mote exercise, remote 

program, participant experience

Student Number : 2019-24216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문제  
	4. 용어의 정의  
	5.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원격 중재  
	가. 원격 중재의 개념 및 특성  
	나. 부모참여를 통한 원격 중재의 접근 
	다. 원격 중재 관련 선행연구 고찰 

	2. 장애아동과 운동 
	가.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나. 장애아동의 현황 
	다. 장애아동의 원격운동 관련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나. 연구정차 및 단계 

	2. 연구 환경 
	3. 연구 참여자 
	4. 자료 수집 
	가. 심층면담 
	나. 참여관찰 
	다. 현지문서와 영상자료 
	라. 프로그램 일지 

	5. 자료 분석 
	가. 자료의 정리 
	나. 자료의 분석 

	6.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가. 다각도 자료수집을 통한 검증 
	나. 연구참여자의 검토 
	다. 동료연구자와의 협희 
	라. 연구 윤리 


	Ⅳ. 연구 결과  
	1. 환경적 경험  
	2. 실천적 경험  
	3. 자녀와의 경험  
	4. 보호자의 경험  
	5. 앞으로의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  

	Ⅴ. 논의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 부모참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표 2. 원격 중재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표 3. 원격 중재의 인식 및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표 4.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분류 범주 
	표 5. 우리나라 등록 장애아동의 현황 
	표 6.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중재 프로그램 내용 
	표 7. 연구참여자의 배경 정보 
	표 8.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장애아동 보호자) 
	표 9.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장애아동) 
	표 10. 자료의 부호화 
	표 11. 연구 윤리적 사항 
	표 12. 자료분석을 통해 구성된 주제 

	그 림  목 차
	그림 1. 원격 중재의 영역  
	그림 2. 원격 중재의 전달 방식  
	그림 3. 연구 절차 및 단계  
	그림 4. 원격운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환경  
	그림 5. 프로그램 일지 
	그림 6. 관찰기록지 양식 



<startpage>11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문제   6
 4. 용어의 정의   7
 5. 연구의 제한점   8
Ⅱ. 이론적 배경   9
 1. 원격 중재   9
  가. 원격 중재의 개념 및 특성   9
  나. 부모참여를 통한 원격 중재의 접근  11
  다. 원격 중재 관련 선행연구 고찰  19
 2. 장애아동과 운동  25
  가.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25
  나. 장애아동의 현황  30
  다. 장애아동의 원격운동 관련 선행연구  31
Ⅲ. 연구 방법  34
 1. 연구 설계  34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34
  나. 연구정차 및 단계  36
 2. 연구 환경  37
 3. 연구 참여자  40
 4. 자료 수집  41
  가. 심층면담  42
  나. 참여관찰  44
  다. 현지문서와 영상자료  46
  라. 프로그램 일지  46
 5. 자료 분석  47
  가. 자료의 정리  47
  나. 자료의 분석  48
 6.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49
  가. 다각도 자료수집을 통한 검증  49
  나. 연구참여자의 검토  49
  다. 동료연구자와의 협희  50
  라. 연구 윤리  50
Ⅳ. 연구 결과   52
 1. 환경적 경험   54
 2. 실천적 경험   59
 3. 자녀와의 경험   63
 4. 보호자의 경험   74
 5. 앞으로의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   78
Ⅴ. 논의   82
Ⅵ. 결론 및 제언   84
 1. 결론   84
 2. 제언   86
참고문헌  88
표   목   차  .
 표 1. 부모참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12
 표 2. 원격 중재의 효과 관련 선행연구  22
 표 3. 원격 중재의 인식 및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24
 표 4.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분류 범주  24
 표 5. 우리나라 등록 장애아동의 현황  28
 표 6. 장애아동 대상 원격운동 중재 프로그램 내용  39
 표 7. 연구참여자의 배경 정보  40
 표 8.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장애아동 보호자)  43
 표 9.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장애아동)  44
 표 10. 자료의 부호화  48
 표 11. 연구 윤리적 사항  51
 표 12. 자료분석을 통해 구성된 주제  52
그 림  목 차 .
 그림 1. 원격 중재의 영역   11
 그림 2. 원격 중재의 전달 방식   19
 그림 3. 연구 절차 및 단계   36
 그림 4. 원격운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환경   37
 그림 5. 프로그램 일지  38
 그림 6. 관찰기록지 양식  4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