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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발달장애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지도자의 경험과 인식

강 병 무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도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 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둘째, 발달장애 아

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지도자의 경험과 인식은 어

떠한가? 셋째, 지도자가 인식하는 발달장애 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

육 프로그램의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례 연구의 방법으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 동안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절차는 크게 계획 단계, 자료 수

집 및 분석 단계, 결과 단계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유

목적 표집법과 눈덩이 표집법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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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8명의 특수체육 지도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문서자료, 영상자료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자료 분석의 경우 Wolcott(1994)이 제시한 기술, 분석, 해석의

절차와 Yin(2003)이 제시한 사례통합 분석 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

였다. 더불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 분석, 연구 참여자

의 검토, 동료 간 협의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

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유의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체육 지도자들이 진행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방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는 크게 기존의 면대면 프로그램과 달라

지거나 기존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거나 목표가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장애

아동들의 소유하고 있는 기자재를 비롯한 수업 환경과 지도자에 영향을

받아 맨몸운동, 소도구를 활용한 활동부터 여러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방식

은 특수체육 지도자들이 속한 기관의 상황과 프로그램의 취지, 지도자

로서의 신념에 따라 1:1 수업, 소그룹 수업, 대그룹 수업과 더불어 부모

참여 방식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특수체육 지도자와 장애 아동의 여러 상황과 맥락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특수체육 지도자들의 인식

은 프로그램의 필요성, 의미, 교육적 활용 가능성, 지원방안으로 범주화

되었다. 특수체육 지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면대면 프로그램

이 불가능한 사회적 상황과 발달장애 아동들의 특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더불어 장애 아동들의 다양

한 특성과 요구로 인해 지도 방법과 수업 내용을 변형하여 개별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토대로 실시간으로 쌍방향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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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이 가능한 원격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수체육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의미는 장애

아동들에게 있어서 언택트(untact)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행동기술

을 습득하여 탈사회화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과 지도자에게 있어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한층 성숙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

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았다.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특수체육

지도자들의 인식은 프로그램 진행 전과 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

다. 대부분의 특수체육 지도자들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

하기 이전에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

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설지호 지도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

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에 특수

체육 지도자들은 향후에도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해서 입장이 나뉘었다.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향후 활용해

야한다는 지도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기존의 면대면 프로그램보다 효

과성이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

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향후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긍정적인 입장

을 표하였다. 이에 반해 대상자들과의 소통, 수업의 효율성, 종목의 다

양화에 초점을 둔 지도자들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기 위해서 특수체육 지도

자들은 전자장비, 운동용품에 대한 지원 등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 아동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데 주변 사

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을 근거로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요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프로그램을 확대

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한 연수와 체계

화된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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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실천과 후속 연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실천적인 측면에서 첫째, 양질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인식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실시

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기관과 가정의 적극적인 협

력이 필요하다. 셋째, 양질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기 위

해서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지도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보급 및 연수

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의 측면에서는 첫째, 실시간 원격 체

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운영방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행 연구가 필요하

다. 셋째, 주변인들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비대면 체육 프로그램, 발달장애,

특수체육 지도자, 프로그램 인식

학 번 : 2019-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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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19는 유례없는 속도로 전파되어 전

세계를 혼란으로 빠뜨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를 두고 팬

데믹을 선언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지침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

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휴관

연장을 권고하였다(보건복지부, 2020a). 또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체육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

및 강습 중단을 금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20b). 한편, 교육부는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수차례 연기하였으며(교육

부, 2020a)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을 실시(교육부, 2020b)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코로나19의 방역 대책 속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

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부 장애인과 노인 등의 취약계층은 사회

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발달장애는 여러 원인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혹은 두 영역에서 평

균적인 발달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발달 상태를 말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16). 발달장애인은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및 적응능력의 결함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

로 한다(오혜경, 백은령, 한민우, 2007). 이러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는 발달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 및 사

회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아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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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아동을 위한 여러 교육 및 사회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곽소

현, 김순옥, 2006; 김소연, 배현아, 2013).

발달장애를 대상으로 한 조기 중재는 여러 영역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발달과정에서의 이차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아동이 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Pierce,

Courchesne, & Bacon, 2016).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 중재

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들이 입증되었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들이 제공되고 있다(Zigler, 2000; 김소연, 배현아, 2013).

그 중 신체활동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활동 자체가 학습이기 때문

에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는 신체조절 능력과 운동기능 습득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이술우, 허정, 2011).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특수체육 프로그

램을 비롯한 다양한 신체활동의 참여가 인지능력(Sibley & Etnier,

2003), 언어능력(Iverson, 2010), 사회정서 능력의 발달(정종해, 2013)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밝혔다(Johnson, 2009; Hill, 2010).

발달의 촉진 측면이외에도,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는 발달장애 아동의

건강증진 및 신체 발달(Johnson, 2009), 도전적 행동 감소(정복자, 2014),

의사소통 능력(김영익, 권순우, 2016), 주의집중력 향상(임상훈, 김동민,

이용호, 2018)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서비스에서 특수체육 프로그램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오혜경, 2003; 김영익, 권순우, 2019) 여러 복

지시설 및 사설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참여율도

점차 증가해왔다(윤상용, 2018).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발달장애인 지원기관과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발달장애아동은 발달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도전적 행동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해지며 체중의 증가,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

해있다(국민일보, 2020.09.24.). 또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역시 돌봄과

교육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가족이 감당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을 넘어 생존

권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올해 3월 제주와 광주에서

발달장애 가정의 모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한겨례, 2020.06.05.)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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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19에 처한 상황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육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에 대한 이해와 그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통한 지도, 장애아동에 대

한 세심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노형규, 오광진, 2005; 박용천,

2006). 이런 특성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특수체육 프로그램은 면대면으로

실시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고 그에 따라 원격으로 실시된 사례와 연구

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발달장애 아동의 학습권 및 발달 기

회 보장, 건강증진 등 발달장애 아동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면대면으

로 진행되던 체육 프로그램이 점차 실시간 원격으로 시행되고 있다(인천

일보, 2020.09.10.). 유례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시작된 실시

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교육적 필요에 바탕을 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수업 방식이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면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

이할 경우, 추후에도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수체육 지도자는 장애인을 위해 적절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계획

하고 제공하는 주체이며(노형규, 오광진, 2005), 특수체육 지도자의 역할

과 교수활동은 장애아동들의 교육적 효과와 직결된다(최정환, 2002; 한동

기, 2016), 그러므로 지도자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특수체육 프로그램의 활용과 특성을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해 발달장애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도자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실시간 원

격 체육 프로그램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본 연구를 통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

을 모색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과 활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양질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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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

행하는 지도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탐색하고 실시간 원격 체육 프

로그램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둘째, 발달장애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지도자의

경험과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지도자가 인식하는 발달장애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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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실시간 원격수업

본 연구에서 실시간 원격수업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

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의 한 유형으로서(교육부, 2020b), 실시

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이루어

지는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으로 정의한다.

나. 특수체육 프로그램

특수체육 프로그램은 일반 체육프로그램의 격렬한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안전하거나 성취감을 얻지 못하는 개인의 독특한 요구와 흥미, 능

력에 따라 체계적으로 고안된 체육, 발달활동, 스포츠, 게임, 리듬활동 등

의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의미한다(Committee on Adapted

Physical Education, 1952; 홍양자, 1996).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

의 다양한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정, 변형

(adaptation)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다. 특수체육지도자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교, 복지관, 사설체육센터, 대학 특수체육

교실 등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특수체육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아동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 및 지도

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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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달장애 아동

본 연구에서 발달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제시하는 발달장애인

의 정의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정의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아동을 18세 미만 지적 및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지도자들의 경험과 인식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풍부한 경력을 가진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

어졌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대학원에서 특수체육을

전공한 지도자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특수체육 지도

자들의 경험과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지도자의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

인 요인, 대상자들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의 상황적 맥락에 영향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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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ies)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시기(대개

18세 이전)에 나타나는 상당한 수준의 발달지연이나 독특한 발달 양상이

드러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발달장애는 여러 원인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혹은 두 영역에서 평균적인 발달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발달 상태

를 의미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16). 발달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와 같

이 특정 하나 장애범주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유사한 특성이나 지

원을 요구하는 장애를 고려하는 용어이다(Ehlers, Prothero & Langone,

1982).

발달장애의 개념은 1963년 미국의 ‘정신지체 시설 및 지역사회 정신건

강센터 건축법’에서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발달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1992).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여러 나라에서도 미국정

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발달장

애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

람(DSM-5)에서는 발달장애를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의사소통장

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특정학습장애, 운동장애, 기타신경발달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장애인복지법」에서 발달장애를 정신적 장애로 분

류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

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발달단계가 나타나지 않거

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받

는 사람을 모두 발달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립특수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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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는 발달장애란 여러 원인에 의해 발달기 중에 중추신경계의 이상

이나 인지, 언어, 운동능력, 사회성 영역의 발달에 있어 지체를 보이는

상태를 말하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국립특수교

육원, 2016). 이처럼 발달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지만, 일반

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에 발달이 지체되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지적장애

(1) 지적장애의 개념 및 정의

지적장애는 과거 ‘정신박약’으로 불렸지만, 해당 용어는 인간의 존엄성

을 담고 있지 못하며,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

에 1991년 6월 정신지체로 개명되었고, 2007년「장애인복지법」이 개정

됨에 따라 지적장애로 개정되었다(최승권 외, 2015). 지적장애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8세 이전에 발생하고,

평균 이하의 지적능력을 가지며, 적응행동 및 사회적·의사소통 능력에서

제한을 나타내는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Dunn, 197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일반적으로 지적장애는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70~75

이하로 지적 기능의 결함이 있으며, 적응 기능에서 결함이 확인되는 경

우에 지적장애로 진단된다(고재욱, 2020).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적

장애 분류방법은 지적 기능과 적응기능의 수준에 따라 지적장애를 경도

지적장애, 중등도 지적장애, 중도 지적장애, 최중도 지적장애, 기타 및 불

특정 지적장애로 분류하고 있다(Heward, Wood, 200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0). DSM-Ⅳ에서는 지적장애에 대한 분류를

지적기능과 적응기능 수준에 따라 [표1]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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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SM-Ⅳ에 따른 지적장애 분류기준

(2) 지적장애의 특성

지적장애는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인지 능력의 측면에 있어 결함을 보

인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아동은 기억력 약화, 자기통제력 결여, 추상적

능력 제한, 언어능력의 결함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Heward, Wood,

2006; 최승권 외, 2015; 이지연, 한수진, 2016). 또한 주의를 기울일 대상

을 알지 못하고, 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Kittler,

Krinsky-McHale & Devenny, 2004). 더불어 지적장애아동은 단기기억

능력의 결함과 학습의 전이 및 지식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

고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이지연, 한수진, 2016).

신체기능 및 운동기능의 측면에 있어 지적장애아동은 일반적으로 감

각 기능과 운동발달의 측면에서 결함을 보인다(Share & French, 1993).

최승권 외(2018)은 생리학적 원인이나 신체 발달 및 성숙도, 건강, 낮은

신체활동 수준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운동 기능 및 발달이 지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적장애 아동은 일반적으로 운동 협응성의 문제를 갖고

분류 기준

(경도)

가벼운 정도

◾ 지능지수(IQ) 50-70
◾ 일상 대화를 나눌 숫 있으며, 학령기 이전에 구분이 어려움
◾ 성인기에 약간의 도움으로 독립적인 사회생활 가능

(중등도)

중간 정도

◾ 지능지수(IQ) 35-55
◾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상에 한계를 보임
◾ 완전한 자립은 어려우며, 도움이 필요함

(중도)

심한 정도

◾ 지능지수(IQ)가 20-40
◾ 언어습득 및 감각-운동 기능의 결함을 보이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함

(최중도)

아주 심한 정도

◾ 지능지수(IQ)가 25미만
◾ 신경학적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 언어 및 감각-운동기능, 신체 기능에 상당한 결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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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대근 및 소근운동기술의 영역에서 지체를 보이고 또래에 비해

약 12~18개월 정도의 지연된 모습을 보인다(Caselli, Cohen,

Thompsonm, Adler & Gonzalez, 1991, 정영숙, 이상복, 2002). 또한 근

력, 지구력, 민첩성, 뛰기, 걷기, 균형감각 등에서 낮은 능력을 보이며, 체

력과 운동수행력에서는 또래에 비해 4년 이상 지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rey, Chow, 2006; Gallahue & Ozmun, 2006).

사회정서 및 적응기능의 측면에서도, 지적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에

비해 또래 아동과 상호작용 빈도가 더 낮으며, 혼자 활동하는 경우가 더

잦는 등 사회정서능력에서 명백한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uralnick & Weinhouse, 1984; Jenney & Snell, 2006). 일반적으로 지

적능력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장애 아동에 비해 언어 및 의사

소통 발달이 지체되어 의사소통이 제한적이다(김미삼, 전진아, 이윤경,

2012).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

지 못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김유리, 2011). 즉 자신을

잘 표현하는 방법과 성공적으로 대화하는 기술, 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법 등의 부족으로 인해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인

다(Ogletree, Wetherby & Westling, 1992).

나. 자폐스펙트럼장애

(1)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개념 및 정의

1943년 미국 소아정신과 의사인 Kanner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

을 겪으며, 언어와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고, 반복적인 행동 및 동일성을

추구하는 아동들을 초기 유아 자폐증(Early Infantile Autism)이라는 용

어로 설명했다. 이후 지금까지 자폐증(Autism)에 대한 진단적 분류와 정

의에 상당한 진전이 이어왔다.

미국의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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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3판(DSM-Ⅲ)에서는 유아 자폐증이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의 유형에 포함되었

다. DSM-Ⅳ에서도 자폐성장애라는 용어로 이를 지칭하였으며, 소아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레트장애, 비전형적 전반적 발달장애와 함

께 전반적 발달장애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 DSM-Ⅴ에서는 레트장애는

제외되었으며, 전반적 발달장애의 장애들이 별개의 장애라기보다는 지능,

사회적 의사소통 손상 정도에 따라 연속 상에 있는 하나의 장애로 보아

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권석만, 2013; 이지연, 한수진, 2016).

DSM-Ⅴ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진단하는데 두 가지의 기준을 제

시하였다.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거나 상호 주고받는 대화가 불가능하며, 비언어적 의사소

통 행동에서 결함을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보인다. 상동행동을 보이거나 흥미와 활동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며, 변화에 저항하는 특성을 보인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일반

적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이고, 제

한되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권석만, 2013). DSM-Ⅴ에서는 자폐스펙

트럼장애에 대한 분류를 사회적 의사소통과 제한적·반복적 행동 수준에

따라 [표2]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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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DSM-Ⅴ에 따른 자폐스펙트럼장애 분류기준

(2)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특성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정서, 지각, 언어 및 의사소

통, 인지, 신체 영역에 있어서 결함을 보인다. 우선 이들은 유아기부터

옹알이를 보이지 않거나, 눈 맞춤, 소리내기, 감정표현 등 부모와의 사회

적·정서적 상호작용 행동이 제한적이다(이신화, 2014). 이로 인해 어린

시절 부모와 상호작용하여 발달하는 관계형성능력이 결핍되어 사회·정서

적 상호작용에 결함이 현저해진다(홍강의, 2014). 다시 말해, 타인의 감정

을 공유하거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며, 상황에

맞지 않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

을 겪는다(이지연, 한수진, 2016).

의사소통 능력의 결함과 비정상적인 감각처리 특성으로 인해 특정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타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반향어를 보이

며, 특정 행동을 반복하여 자극을 추구하는 자기자극행동을 보인다(홍강

의, 2014; 이지연, 한수진, 2016).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

분류 기준

(수준1)

매우 상당한

도움과 지지 필요

◾ 언어적·비언어적,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심각한 결손
◾ 사회적 상호작용을 좀처럼 시도하지 않음
◾ 변화를 극도로 어려워하며 제한적·반복적 행동이 모든 영역
에서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함

(수준2)

상당한

도움과 지지 필요

◾ 언어적·비언어적,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현저한 결손
◾ 제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간단한 문장 사용
◾ 변화를 어려워하며 제한적·반복적 행동이 나타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기능을 방해함

(수준3)

도움과 지지 필요

◾ 언어적·비언어적,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결손
◾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성공
적이지 않음

◾ 활동을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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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자극행동이 심화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자해

및 공격하는 등의 도전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러한 행동상의 특성과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의 결

함 등으로 인하여 인지, 언어능력에 있어서 지체를 보인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70%이상이 중등도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Fombonnem, 2003).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체력과 운동기술, 전

반적인 운동능력 수준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장시삼, 변재문, 이성일, 송

상협, 2019). 또한 운동에 대한 무관심, 동기부족 등의 이유로 비장애 아

동에 비해 신체활동 수준이 낮아 비장애 아동에 비해 운동발달과 신체

발육도 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김경숙, 1995). 이러한 심동적인 영역에

서의 지체는 자극들을 수용하고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의 결함과 신

체활동에 대한 낮은 흥미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신체 활용 능력과 운동능력 및 운동기술에 있어서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노형규, 2020).

2. 특수체육 프로그램

특수체육이란 용어는 1900년대 초까지 의료적 모델의 관점에서 의료

체조(Medical Gymnastics)부터 시작하여 스포츠로의 전환(Transition to

Sport), 교정체육(Corrective Physical Education)을 거쳐 1970년대 특수

체육(Adapted Physical Education)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Sherrill,

1993; 오광진, 2008). 오늘날 특수체육은 2001년 세계특수체육학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에서 공식적으

로 Adapted Physical Activ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학교에

한정되어 왔던 개념을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하였다(오광진, 2008).

하지만 현재까지 학자들마다 특수체육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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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특수체육위원회(Committee on Adapted Physical Education, 1952)는

특수체육을 “일반 체육프로그램의 격렬한 활동에 제한 없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거나 성취감을 얻지 못한 장애아동의 한계, 능력, 흥미에

알맞게 짜여진 발달활동, 게임, 스포츠, 리듬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이다(한동기, 2004)”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Jasma & French(1994)는 특

수체육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체육의 특별한 한 영역이다(최승권, 2018)”라고 정의하였다.

학자들마다 특수체육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의 독

특한 요구와 흥미, 능력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체계적으로 고안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여 지·

덕·체가 조화를 이룬 전인(全人)을 형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한동기,

2014). 하지만 다양한 특성과 특별한 요구를 가진 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체육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특수체육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

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정, 변형(adaptation)된 신체활동

이다(노형규, 2020).

따라서 특수체육 또한 일반 체육의 목표와 동일하게 적절한 환경 아

래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원만한 사회적 성격을 함양함으로써 지·덕·체가 조화를 이룬

전인(全人)을 형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한동기, 2014). 홍양자(1996) 역

시 특수체육은 주의 깊게 계획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신체·정신·정서 그리고 사회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수체육은 참여자들에게 신체 움직임을 매개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의 반응을

유도하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노형규,

2020). 또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학령기는 운동 발달의 중요한 시기로

향후의 운동발달에 토대가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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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최범권,

노형규, 2014).

이처럼 오늘날 특수체육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

화함에 따라, 기존에 학교에서 제공되던 특수체육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

에서 제공되고 있다(최범권, 노형규, 2014). 현재 많은 대학교에서는 지역

과 연계하여 장애아동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

들과 양질의 교육환경 및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김의수, 2005;

최범권, 노형규, 2014). 사설특수체육기관은 높은 이용료로 인해 제한적

이지만 강사의 전문성, 체육시설 및 교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

다는 장점을 가진다(장광순, 노형규, 2009). 더불어 장애인 복지관과 방과

후 활동은 접근이 용이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장애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윤상용, 2018).

가. 특수체육 프로그램의 원리

특수체육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신체활동을 매개 또는 수단으로 하

는 교육의 한 영역으로, 인간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형성하는데 목표가 있다(김종선,

정청희, 1979; 한동기, 2014). 다시 말해, 특수체육은 결국 인간의 행동 특

성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

는데 목표가 있다(한동기, 2014).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조

건들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체육은 기본적으로 신체 움직임을 매개로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노형규, 2020).

발달이란 일생 동안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등 여러 측면에

서의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을 모두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변화

를 의미한다. 발달은 유전에 의해 일어나는 생리학적, 신경학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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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성숙(maturation)과 신체의 양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성장(growth),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의 다양

한 경험과 학습으로 비롯된 변화까지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유전과 환경을 유전과 환경 두 요인은 상호작용하

며 발현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유전과 환경을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유전적인 요소에 의한 변화는 인간이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반면, 환경적인 요소는 어떠한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변화를 이끌

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학과 체육학 분야에서 경험과 학습이라는 환경

적인 요소에 주목하고 있다(송도선, 2007; 노형규, 2020).

경험에 의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시작

된다. 이는 원초적인 반사운동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존을 위해 발현되는 빨기 반사는 출생 직후 입가에 닿는 모든 물체에

반응하다가 점차 자극과 반응에 대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특정 물체에 대

한 선별적인 반응이 가능해진다. 이는 자극과 반응에 대한 지속적인 경

험을 통해서 불수의적인 운동은 점차 수의적인 운동으로의 변화를 유도

한다고 볼 수 있다(김선진, 2003). 또한 행동수정, 행동관리법 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특정 자극에 민

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만약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 이러한 반

응을 통해서 아동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는 경험이 반복될 경우 그 행동

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의

근원적인 동력은 해당 영역의 자극과 반응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발달이 진행

된다.

이러한 발달은 전 생애 동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연속적

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다수의 발달심리학 연구에서 인

간의 발달과정에는 여러 개인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들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인간의 발달은 순서성의 원리, 방향성의 원리, 누적성의 원리, 개인차의

원리, 적기성의 원리, 유기성의 원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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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간 발달의 원리

첫째, 인간의 발달은 일정한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요인

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각 발달의 단계에는

보편적인 순서와 방향성에 따라 진행된다. 둘째, 인간의 발달에는 방향이

있는데 머리에서 하체 방향으로, 신체 중심에서 말초 부위의 방향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셋째, 발달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상위의 발달 단

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의 발달 단계를 습득해야 한다. 만약

특정 단계에서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결손 상태가 유지되며 상

위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보편적으로 거치게

되는 발달 단계는 동일하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

개인 별로 발달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 다섯째, 급격하게 발달이 이루

어지는 특정 시기가 존재한다. 보편적으로 만 2-3세의 시기를 급격한 발



- 18 -

달이 이루어지는 민감기로 보고 있으며, 이 시기에 적절한 발달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향후 발달이 지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주요 발

달 영역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서로 영

향을 주고받는다.

발달의 측면에서 체육프로그램은 신체 움직임을 매개로 아동들에게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

인의 독특한 특성과 능력에 적합한 체계적인 체육프로그램은 신체, 정신,

사회성의 변화에 필요한 자극들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체육프로그램은 기본

적으로 운동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자극과 경험들을 제공하고 참여자와

지도자, 참여자들 간에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자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결국 체육프로그램은 다양한 발달 영

역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노형규, 2020).

나. 특수체육 프로그램의 내용

현재까지 학자들마다 특수체육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특수체육

에 포함하는 신체활동 또한 다양하다. 미국특수체육위원회(Committee

on Adapted Physical Education, 1952)는 특수체육을 정의하면서 특수체

육에는 발달활동, 게임, 스포츠, 리듬활동 등의 다양한 신체활동이 있다

고 하였다. 또한 Winnick(2000)은 수중운동, 무용, 개인 및 단체 게임, 체

력 운동, 기본운동기술 등의 신체활동이 포함된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전

장애아 교육법(P.L. 94-142)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에는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 수상활동, 댄스, 집단게임 및 스포츠를 포함한다고 명기되어

있다(Auxer & Pyfer, 1985; Winnick, 2000). 최근에는 세계특수체육학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dapted Physical Activity)에서 장애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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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신체활동으로 학교에서의 통합체육,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특수

체육,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 활동, 경쟁적인 엘리트 스포츠, 재활 및 건

강운동을 제시하였다(IFAPA, 2018; 노형규, 2020).

지금까지 제시된 특수체육의 신체활동의 범주를 살펴보면 기초 움직

임 단계부터 스포츠, 여가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

한다. 이는 특수체육이 일반 체육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거

나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체계적이

고 계획적으로 고안된 신체활동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Committee on

Adapted Physical Education, 1952; 홍양자, 1996). 즉 특수체육에 참여하

는 대상자들은 저마다의 특성이 다양하고 발달 수준의 폭이 넓기 때문에

광범위한 신체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발달 수준과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할 경우 체육이 지닌 가치와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노형규, 2020). 그러므로 지도자는 대상자의 운동, 인지, 사회성 등의 발

달 수준과 특성들에 대한 지식을 숙지한 뒤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달

의 원리와 특성에 기반을 두어 대상자에게 알맞은 신체활동을 선정해야

한다(홍양자, 1996; 오광진, 2012; 김욱, 김지태, 2017). 따라서 본 장에서

는 운동발달 단계에 대한 여러 이론들 중 대표적으로 Gallahue의 운동발

달 단계(Gallahue & Ozmun, 1998)에 근거하여 특수체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신체활동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Gallahue와 Ozmun(1998)은 인간의 운동발달을 ‘반사 움직

임’(Reflective movement) 단계 - ‘기초 움직임(Rudimentary movement)’

단계 - 기본 움직임(Fundamental movement)‘단계 - ’전문 움직임

(Specialized movement)‘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로 변화하는데 있

어 개인의 특성과 경험 즉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이

들이 제시한 운동발달의 단계는 인간 발달의 원리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극이 무엇인지 또 특수체육이 어떤 신체활동

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Gallahue가 제시한 운동발달 단계(Gallah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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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mun, 1998)에 입각하여 특수체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제

시하고자 한다.

[그림 2] 운동발달의 단계(Gallahue & Ozmun, 1998)

(1) 반사 움직임

반사 움직임(Reflective movement)은 자극에 대해 불수의적으로 발생

하는 인간의 최초 움직임으로써,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인식

되고 있다(Goldfield & Wolff, 2004). 또한 반사운동은 인간의 신경학적

문제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향후 운동기술의 변화에 기초

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기기반사

및 걷기반사 등 인간의 자세유지와 이동과 관련한 반사운동들은 신체활

동의 이동기술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운동기술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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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은 수의적인 움직임을 주요 다루기 때문에 불수의적인 움직임인

반사운동 자체를 주요 신체활동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반사운동이 향후 운동발달 단계로 나아가는데 있어

서 필수적인 발판이 된다는 것은 특수체육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운동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어 반사운동의 활용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경우,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

사운동을 교육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세계특수체육학회(IFAPA)에서 제

시한 재활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IFAPA, 2018).

(2) 기초 움직임

기초 움직임(Rudimentary movement) 단계는 반사운동과 달리 수의적

인 움직임으로서 과제와 환경에 따라 복잡하고 세련된 운동기술을 활용

하기 위해 자세를 유지하고 조절하는 움직임을 습득하는 단계이다

(Gallahue & Ozmun, 1998). 일반적으로 기초 움직임 단계는 개인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개입 없이 달성된다(박대근, 이철

수, 2005). 이 단계에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머리와 목의 조절 - 몸

통의 조절 - 기기 - 앉기 - 서기’의 순서대로 외형적인 자세의 유지와

조절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내면적으로는 반사운동 단계에서 활성화된

신경계가 연합 및 통합되면서 대뇌가 발달하고 감각 및 운동정보를 지각

하여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해진다(최승권 외, 2018).

만약 기초 움직임 단계에서 발달이 지체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특별히

계획된 신체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달의 순서와 방향이 존재한다

는 것은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근력, 내면적으로는 신경계의

통합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도

인지능력이 다양한 감각적 자극과 반응을 기반으로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간의 초기 발달에 있어 신경계의 통합과 연결은 매

우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Piaget, 1952; Ayres,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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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운동(sensory motor)과 지각운동(perceptual motor)은 다양한 감

각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운동발달과 인지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Ayres, 1974; Gallahue & Ozmun, 1998). 우선, 감각운동은 신체 내·외

부의 감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다(최승권

외, 2018). 감각운동의 단편적으로 예시로는 전정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그네나 미끄럼틀 놀이, 촉각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모래놀이 등이 있다.

다음으로 지각운동은 유입되는 감각정보들을 수용하고 이를 통합하여

특정 과제나 환경에 적합한 움직임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체활동이

다(Gallahue & Ozmun, 1998). 대뇌가 지각 정보를 통합하여 환경과 과

제에 따라 적합한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환경과 동작 및 과제에

대한 인지능력이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황과 과제에 맞게 움직

임을 계획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신체지각(Body Awareness), 공간

(Spatial) 지각, 방향(Direction) 지각, 속도/시간(Temporal) 지각을 향상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시될 수 있다.

결국, 감각운동과 지각운동은 감각적 자극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반

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자의적인

운동이 가능하고 대뇌의 발달로 특정 동작이나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감각운동과 지각운동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감각자극을

제공함으로서 신경계의 활성화 추구하기 때문에 작업치료와 물리치료의

분야에서 활발하며 체육 분야에서는 이 두 운동만을 주요 신체활동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김경미, 김정미, 노종수, 박수현, 유은영,

장문영, 최은희, 최정실, 2006). 다만, 자세 조절과 유지, 보행과 관련된

기초운동 기술은 향후 상위의 운동기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감각운동과 지각운동을 체육의 콘텐츠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최승권 외, 2018; 노형규, 2020).

(3) 기본 움직임

기본 움직임(Fundamental movement)은 이전의 감각·지각 운동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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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기초 움직임이 상향적으로 변화된 단계를 의미한다(Gallahue

& Ozmun, 1998; 노형규, 2020). 기본 움직임 기술은 달리기, 갤럽, 홉,

슬라이딩, 립, 멀리뛰기와 같은 ‘이동기술’과 치기, 튀기기, 받기, 차기, 던

지기, 굴리기의 ‘조작기술’로 분류된다(Ulrich, 2000). 이동기술과 조작기

술의 하위 항목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습득되고 난 후 점차 이동기술과

조작기술을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전한다(김선진, 2003; 김경원, 송

우엽, 2009). 기본 움직임 기술의 습득과 활용은 일상생활부터 게임 및

종목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움직임의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그림 3] 기본운동기술 하위 활동(Ulrich, 2000)

기본 움직임 기술은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각자 다

르지만, 보편적으로 만 3세부터 10세 이상에 걸쳐 습득된다. 학령기 이전

의 시기에는 각각의 이동기술과 조작기술의 단순한 기술 동작들을 습득

하고 이후 하위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

본 움직임 기술은 다양한 환경과 과제에 영향을 받고 이러한 경험의 차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단계 - 초보단계 - 성숙단계’를 거쳐 각 기

술들이 세련되며 두 가지 이상의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김선진,

2003; 김경원, 송우엽, 2009). 따라서 [그림3]에 제시되어 있는 이동기술

과 조작기술의 하위 움직임 기술들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발달 단계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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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맞춰 적절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대상자들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문 움직임

전문 움직임(Specialized movement) 단계는 기본 움직임 기술들이 정

교해지고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단계로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 수준

에서 특정 스포츠 종목과 관련된 움직임이 가능해지는 단계를 의미한다

(Gallahue & Ozmun, 2006). 보편적으로 7세 정도에 대부분의 아동들은

정교한 기본 움직임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갖추게 되어, 전문

움직임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전문 움직임 기술은 다양한 환경과 과제

에 영향을 받으며 ‘전환단계(transition stage) - 응용단계(application

stage) - 평생 이용 단계(lifelong utilization stage)’를 거치게 된다

(Gallahue & Ozmun, 2006; 최승권 외, 2018).

전환 단계에서는 움직임에 대한 제어 능력이 향상되어 기본 움직임들

이 정교해지고, 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세련된 기본

움직임 기술들이 게임,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동작, 기술에 접목되면서 더욱 복잡해진다. 응용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발달된 신체, 운동, 인지, 정서 능력을 토대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평생 이용 단계에서는 운동발달 과정에 있어서 정점을

의미하며, 레크리에이션, 생활스포츠 및 엘리트스포츠에 참여로 이어진다

(Gallahue & Ozmun, 2006; 최승권 외, 2018; 노형규, 2020). 이처럼 전문

움직임 단계에서는 기본 움직임들이 결합되고 정교화 되는 단계부터 높

은 전문 운동기술이 필요한 경기, 대회 출전에 이르기까지 운동 발달의

최고 상위 단계를 아우른다.

따라서 전문 움직임 단계에서는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경기와 관련된 동작과 기술 그리고 체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

습과 반복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체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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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수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대부분의 특수체육 프로

그램들은 대상자들의 운동 발달 단계에 맞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적용

하여 여러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강유석,

2018).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체육은 대상자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

여 체계적으로 수정 및 변형(adaptation)되어 재활운동, 체력 운동, 발달

체육(developmental physical education), 수중운동, 리듬활동, 게임, 스포

츠, 레크리에이션 및 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Auxer & Pyfer, 1985; Winnick, 2000; 최승권, 2018; 노형규, 2020).

그 중 재활운동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아동의 물체조작기술과 이동기술,

정적 균형능력, 운동협응능력 등의 운동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

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Jankowicz-Szymanska, Mikolajczyk &

Wojtanowski, 2012; 여광응, 한창욱, 2007; 최재원, 안나영, 2020). 더불어

운동기능 외에도 이민희와 백성수(2015)는 운동재활 프로그램이 자폐스

펙트럼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

였으며, 이인실과 강옥득(2014)은 승마운동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아동들

의 사회적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상해 위험이 적고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 건강관

련체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

다(김대현, 이재원, 김효주, 2009; 정해영, 한민규, 2010; 김재화, 윤석민,

2016). 대표적인 연구로 정해영과 한민규(2010)는 수영 프로그램이 발달

장애아동의 건강체력과 운동체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

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홍양자와 이은경(2007)과 박규남, 안상현, 배성언

(2015)은 수중활동이 자폐스펙트럼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변화에 긍정적

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체력운동의 경우에는 주로 단순과제 형식의 근력운동과 유산소성 운

동을 통해 건강체력, 사회적 능력, 자아존중감 등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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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선영, 정유진, 2008; 송근영, 정연택, 2011;

김은광, 박형란, 2019; 신홍일, 이도영, 김종식, 2020). 하지만 체력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건강체력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반면 리듬활동의 경우에는 체력운동과 달리 한 가지 동작

이상의 복합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활동으로 ‘창작무용’, ‘리듬표현활

동’,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등의 여러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리듬활동들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체력, 운동수행능력, 주의집중,

사회적 능력, 심리적 변인 등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임인선, 박현정, 2009; 장은숙, 2011; 이용호, 홍혜전, 정희

정, 2017).

특정 종목을 이용한 스포츠 프로그램은 기본 움직임 기술들이 복합적

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경쟁형 종목을 중심으로한 농구(신윤아, 김지

태, 석민화, 임강일, 유현승, 2010), 축구(송민기, 노형규, 2010), 뉴스포츠

(장지우, 2014), 배드민턴(정성민, 2014)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학생을 대

상으로 여러 영역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

었다. 또한 건강 및 여가와 관련된 태권도(김지태, 2009; 이현수, 박진우,

김대경, 김혜민, 2016), 골프(김동민, 이용호, 2017; 임상훈 등, 2018), 음

악줄넘기(권현진, 정진욱, 양한나, 김연수, 2009; 박수진, 2013; 정유진, 김

원경, 2014), 레크리에이션(Devine & Parr, 2008) 프로그램도 발달장애

학생의 신체 및 운동능력, 사회적 능력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한 연

구도 다수 보고되었다.

이처럼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특수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연

구들을 앞서 살펴본 Gallahue의 운동 발달 단계(Gallahue & Ozmun,

1998)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크게 기초 움직임, 기본 움직임, 전문 움직

임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감각 및 지각의 발달

과 통합과 관련된 기초 움직임에 대한 신체활동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 및 내용으로 조사된 바가 있

으며(강유석, 유진호, 2017), ‘감각운동’, ‘감각통합운동’, ‘지각운동’, ‘감각-

지각운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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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2008)은 지각운동기능중심의 특수체육활동이 발달장애아동의

대근운동기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서연태와 정기천

(2009)은 놀이지향적 감각운동이 자폐성장애학생의 운동능력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신체 및 운동기능의 발달

외에도 여러 선행 연구들에 의해 감각통합 운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

동의 인지기능과 적응행동 및 사회적 기능에 긍정적인 효과가 밝혀진 바

있다(강승애, 2005; 김도호, 2005; 유성종, 구교만, 2008).

한편, 감각·지각 운동능력을 바탕으로 달리기, 갤럽 등과 같은 이동기

술과 던지기, 차기 등의 조작기술로 분류되는 기본 움직임과 관련된 신

체활동 프로그램들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종해

(2013)는 Frostig(1970)이 제시한 운동교육이론에 기초를 둔 운동교육 프

로그램과 홍양자(1996)의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각운동기능과 기

본움직임의 요소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정서적 발달에 긍정적

인 효과를 밝혔다. 전문 움직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앞서 살펴본 특

정 종목을 바탕을 둔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현재 실제 지도현장과 생활스

포츠 현장 그리고 많은 연구들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다.

라. 특수체육 프로그램의 진행 절차

누군가를 지도하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특히 다양한 특성과 요구가 있는 대상자를 지도할 때는 더욱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특수체육 학자인 Sherrill(1993)은

‘특수체육 전달 체계(adapted physical activity delivery system)’ 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진행 절차와 단계를 체계적으

로 정리하였다. 국내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Sherrill의 특수체육 전달 체

계 모델을 토대로 장애 아동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절차를 제시하

였다. 국내·외에서 제시한 특수체육 프로그램의 진행 절차를 종합하면



- 28 -

‘포괄적 계획 - 사정 - 개별화 지도 계획 - 지도 및 상담 - 사후 평가’

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Sherrill, 1993; 김의수, 2003; 노형규, 2020).

또한 김의수(2003)는 해당 진행 절차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인 순환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그림 4] 특수체육 프로그램 진행 절차(김의수, 2003; 노형규, 2020)

(1) 포괄적 계획

지도자들은 체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계획

해야 한다. 수업이 진행되는 장소와 시기, 일정, 프로그램 내용(주제), 사

용 가능한 체육 물품 등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활용 가능한 보조 인력을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도자는 수업을 준비

및 지도하는데 있어 필요한 여건이나 지침을 준비하고 문서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포괄적 계획 단계는 수업이 이루

어지는 현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김의수, 2003; 최승권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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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

사정(Assesment)은 실제로 대상자들을 지도하기 전에 검사 도구를 이

용하거나 관찰, 면접 등의 여러 측정 방법을 통해 정보를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최승권 외, 2018). 지도자는 사정을 통해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특성과 여러 발달 단계를 파악함으로서, 개별 대상자에게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도 계획과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을 시작하기에 앞선 사정은 향후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기

준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최승권 외, 2018; 노형규, 2020).

(3) 개별화 지도 계획

개별화(Individualized) 지도는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착안된 지도 방법이다(이유훈, 권주석, 권요한, 2009). 개별화

지도는 한 명 한명의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개별화

지도 계획 단계에서는 사정을 통해 파악한 대상자의 특성과 발달 단계를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 진행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개별화 지

도 계획서에는 향후 실질적인 지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 별 목표를

작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세부 활동 내용과 지도 방법,

필요한 자원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노형규, 2020).

(4) 지도 및 상담

지도 및 상담 단계에서는 앞선 단계들을 통해서 수립한 계획들과 목

표를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

다’는 말이 있듯이, 학생을 지도하는 단계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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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

을 지도할 때에는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을 넘

어 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식, 창의성, 인성 등에 대한 능력이 요구된다

(Sherrill, 2004; 한동기, 2016; 최승권 외 2018). 본 장에서는 발달장애 아

동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하는데 실질적인 주요 개념들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① 과제분석

과제분석(task analysis)은 수행해야 되는 과제 활동 혹은 동작들을

세분화하여 더 단순한 하위 과제 활동 혹은 동작으로 분할, 구분하는 것

을 의미한다.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낮은 수준의 운동기술과 인지능력으

로 인해 과제 활동 혹은 동작을 세분화하여 단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분석은 ‘과정적 과제분석’과 ‘계층적 과제분

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기철, 2012).

과정적(procedural) 과제분석은 과제 혹은 활동의 움직임 과정을 하위

단위로 분석하여 순서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특정 과제 혹은 활동이

연속적인 동작으로 구분할 수 있을 때 과정적 과제분석법을 이용하여 지

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계층적(hierarchical) 과제분석은 특정 과제

혹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술들이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하위 기술의 단계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보다 상위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위 기술부터 지도하여

목표에 이르도록 지도하는 방식이다(신기철, 2012; 노형규, 2020).

② 탐색 기간의 활용

발달장애 아동을 지도하는 첫 시점에서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

자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일이다. 발달장애 아

동은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이

지체되어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제한적이다(Guralnick & Weinhouse,

1984; Jenney & Snell, 2006).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거부감,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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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낮은 흥미와 동기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체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김경숙, 1995).

따라서 지도자는 수업 초기에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참여자가 흥미를

보이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확인하고 아동에게 안정감,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활동에 참여시키는 행위

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안정적인 상

황 속에서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탐색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탐

색 기간을 통해 라포 형성과 흥미를 파악함으로써 대상자의 움직임과 동

기를 쉽게 이끌어내어 매끄러운 수업의 진행과 지도 효과를 높일 수 있

기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③ 행동 수정

발달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은 다양한 행

동 특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 중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에

상처를 가하는 행동, 학습과 대인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 사회적 수

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해 행동 등의 ‘도전적 행동’(Emerson,

1995)을 긍정적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

업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본 지식과 더불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실행적 지식이 요구된다. 도전적 행동을 적절히 대처하

지 못할 경우 이후 과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도전적 행

동을 관리하고 수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행동 수정은 조작적 조건 형성(operant conditioning)의 원리에 기초하

고 있으며 현재 특수교육학 분야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동 관

리법이다(Kelly & Melograno, 2004, Walker, Shea & Bauer, 2004). 행동

수정에서는 이를 ABC접근법(antecedent-behaviour-consequence, ABC)

라고도 부르며, 인간의 행동은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 사건

(antecedent)이 있고 그로 인해 특정 행동(behaviour)이 유발되고 행동의

후속 결과(consequence)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선행 사건과

후속 결과는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행 사건과 후속 결과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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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수정함으로써 행동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

는 접근법이다.

ABC 접근법은 행동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순차

적인 과정을 제시한다(최승권 외, 2018). 첫째, 지도자는 상황 관찰과 보

호자를 비롯한 주변인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중재가 필요한 특정 행동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둘째, 중재가 필요한 행동에 대한 원인, 빈도, 시간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사건 즉, 자극과 환경

을 조절하고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동의 결과를 조절함

으로써 행동을 수정한다. 넷째, 행동 중재의 효과를 평가한다.

특히, 실질적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특정 행동을 증가

시키는 강화(reinforcement)와 특정 행동을 감소키는 처벌(punishment)

의 방식을 사용하여 있다(Kelly & Melograno, 2004). 하지만 인권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처벌의

방식은 최근 모델링, 소거 기법으로 대체되고 있다(노형규, 2020).

강화는 어떠한 행동이 발생한 직후에 선호하는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을 증가시키는 ‘정적강화’와 대상자가 선호하지 않는 자극을 제거하

는 ‘부적강화’를 통해 행동을 증가시키는 기법이다. 대표적인 강화물은

칭찬, 물건, 활동들이 있으며 지도자는 초기에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강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최승권

외, 2018).

모델링은 Bandura(1977)의 관찰학습이론의 원리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관찰하고 반복적으로 따라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기

법이다. 모델링은 체육수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도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소거는 조건화

된 반응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킴으로써 특정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법이

다. 즉, 도전적 행동의 강화요인을 제거하여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

심이며, 부적절한 행동을 무시하는 전략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노

형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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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정과 변형

행동 수정은 수업의 원활한 진행과 과제 활동참여 촉진하기 위해 실

시되었다면, 수정·변형(adaptation)은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효과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구, 환경, 지도방법, 규

칙 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달장애 아동들은 일반적인 체육 프

로그램에 제한 없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거나 성취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활동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사하게 활

동을 변형하여 교육적 성취를 이를 수 있도록 활동, 환경, 장비, 규칙, 지

도방법 등을 창의적으로 변형하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김의수, 2003;

한동기, 2014; 최승권 외, 2018; 노형규, 2020).

⑤ 상담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보호자와의 상담은 대상자를 지도하는데 있어

참가자들의 다양한 흥미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상담과 사정을 통해

지도자는 각각의 대상자의 특성에 알맞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수업 진행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 이처럼 초기 상담은 프로그램의 효과

를 높일 수 있고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대상자와 부호자의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지도를 하면서 나타나는

대상자의 특성과 교육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보호자에게 신뢰감과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부모는 장애아동

의 체육활동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와의 상담을 통

한 신뢰감과 체육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부분이다(노형규, 2020).

(5) 사후 평가

사후평가는 초기 진단 즉 사정을 통해 파악한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기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Dunn & Leitschuh,

2010). 사후평가는 초기 진단에서 이용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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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며, 대상자 각각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설정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의 성취도를 파악함으로써

추가적인 지도가 필요한지 혹은 다른 활동을 도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을 진행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김의수, 2003; 한동기, 2014;

최승권 외, 2018; 노형규, 2020).

마. 특수체육 지도자

장애인 체육에 있어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로 주목받는 것은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

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교사는 교육활동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교사에게 달려있다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수체육은 신체활동을 매개로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가진 대상

자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더욱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

하다. 특수체육 지도자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에 적합한 교육

목적을 설정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지도방식을 설정하고 지도내용을 구

성해야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특수체육의 수업을 위해서 교육 활동의 주

체인 지도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노형규, 오광진, 2005; 최승권 외,

2018).

그렇다면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전문성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전문성은 개인이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

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문성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기술, 지식, 태도

등의 능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행동 혹은 잠재

력을 의미한다(이상훈, 오헌석, 2016). Dreyfus와 Dreyfus(1986)은 전문성을

5단계로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단계를 거치면서 연속하여 발달한다고 하였

다. 이들은 전문성이 발달한다는 것은 점차 문제 상황에 적합한 기술, 지식

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 35 -

(1) 특수체육 지도자의 자질

특수체육 지도자는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로 인해 일반 체육활동

에 참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

이 있는 대상자들을 만난다. 따라서 특수체육 지도자는 이러한 대상자들

의 원활한 참여와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 일반체육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제시된 특수체육 지도

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문성을 자

질로 표현하였으며 크게 체육학 및 장애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인내력,

정서적 성숙 등과 같은 인성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홍양

자, 이현주, 2004; 노형규, 오광진, 2005; 강승애, 2006; 오광진, 2012; 임

효경, 김승재, 2014; 김욱, 김지태, 2017; Sherrill, 2004).

홍양자, 이현주(2004)와 강승애(2006)는 발달장애 학부모가 요구하는

특수체육 지도자의 자질을 인성, 장애 유형별 교육, 능력별 교육, 성실한

지도, 동기유발, 사회성 교육, 체력 향상 및 건강 지도, 전문적인 지식 등

으로 제시하면서, 그 중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광진(2012)는 장

애인체육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구에서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자질을 전문지식, 실기능력, 자기개발, 실기능력, 사회성 능력으

로 개념화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김욱, 김지태

(2017)은 경력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장애 아동을 지도하는데 요구되는 전

문성을 지도방법, 전략 등의 교수방법 지식과 교과내용 지식 그리고 대

상자의 특성 등에 관한 학습자에 대한 지식, 시설 및 교구 활용 등에 대

한 교육환경 지식으로 범주화하였다.

노형규와 오광진(2005) 역시도 특수체육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자질

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특수체육의

철학과 가치, 긍정적 사고, 인내력 등 ‘내적 자질’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아동들과의 사회적 의사소통, 행동관리 등과 같은 장애특성에

대한 대처능력, 과제분석 및 신체활동 구성능력, 대상 아동들의 운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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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체력을 파악하는 능력 등의 ‘실행적 지도방법’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

다. 더불어 현장 경험과 함께 체육학이론과 장애이론 등에 관한 이론적

준비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다.

최승권 등(2018)은 운동 기능 및 교육 및 체육학 분야의 깊은 지식이

외에도 특수체육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품성을 갖추어야한다고 강조하였

다. 첫째, 정서적 성숙이다. 정서적 성숙이란 감정에 치우침 없이 환경에

적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지도자는 학생들에게 안정적

인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심리를 잘

다룰 수 있는 정서적 성숙이 요구된다. 둘째, 인내와 유머감각이다. 장애

아동의 대부분은 주의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수업에 흥미가 없으며, 장기

간에 걸쳐 학습하기 때문에 인내와 유머감각도 겸비해야 한다. 셋째, 창

의력이다. 장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하여 교구와 규칙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

다. 넷째, 조직능력이다. 조직능력은 장애아동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신중하게 수업을 계획하고 잘 조직화하는 능력이다. 조직적인

수업은 시간낭비와 행동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긍정적 태도이다. 장애아동이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믿음아래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한다

(조가람, 강유석, 2019).

이와 같이 특수체육지도자의 자질을 제시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

면 결국 특수체육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즉 자질은 교수방법, 실기

능력, 장애 이해, 교과지식 등과 같은 전문지식과 더불어 인내력, 정서적

성숙, 유머감각, 긍정적 태도 등과 같은 인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수

체육지도자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특수체육 지도자의 전문성은

수업의 성패를 결정하고 교육적 효과와 연결되므로 다양한 능력들이 요

구된다(한동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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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체육 지도자의 경험

그렇다면 전문성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갖추게 되는 것인가? Dreyfus

와 Dreyfus(1986)은 어느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

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0년의 법칙(10-years of rule of thumb)’라는

개념에서 잘 드러나듯이, 어느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이상훈, 오헌석, 2016). 경험이 전문성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여러 상황을 통해 맥락에 맞게 지식과 기술을 적

절히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문제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Benner, 1984). 즉, 전문성은 실제 현장의 여러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 기존의 능력과 지식이 재구성되어 보다 세

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구축된다.

Dreyfus와 Dreyfus(1986)은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을

통해 ‘지식의 맥락적 활용 능력’(이상훈, 오헌석, 2016)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지식의 맥락화는 이론적 지식을 맥락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의

미하며, 이러한 능력을 얻는 것은 보다 전문성을 함양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장경험이 부족하거나 초임 지도자의 경우에는 문제와 상황의

맥락적인 고려 없이 이론을 통해 배운 지식,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미

숙함을 겪는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이전 사례의 상황과 해결방법

그리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차 책이나 강의에서 배웠던 이

론적 지식을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축적하게 된다

(Benner, 1984). 즉,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어떻게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지식을 맥락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하게 되면서 전문성을 함양하게 된다.

또한 Clark(198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도자들은 여러 경

험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들을 각 상황에 맞도록 자신의

철학과 신념들을 바탕으로 종합하고 재구성하여 수업을 지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Clandinin(1985)과 Elbaz(1983)는 이러한 지도자 개개인의

고유한 지식을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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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천적 지식은 지도자만이 가진 특별한 지식으로서 전수되는 지식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출한 지

식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실천적 지식은 지도자가 자신만의 경험을 바

탕으로 재구성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개인적 실천 지식(personal practical knowledge)이라고도 할 수 있다

(Elbaz, 1983; Clndinin, 1985).

여러 경험을 통해 지도자는 지식을 맥락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방법

을 배우며 실천적인 지식을 형성하는 것 외에도,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

만의 신념, 교육적 철학을 형성하게 된다(Elbaz, 1983; Schickendanz,

York & Stewart, 1983; Benner, 1984; Nonaka & Konno, 1998). 신념,

가치, 철학 등은 여러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으며 언어나 문

자를 통해 표현하기 어렵지만 명백하든 명백하지 않던 지도자는 자신만

의 신념을 가지게 된다(NAECY & NAECS, 1991). 이와 비슷한 맥락에

서 조성희(2003)도 지도자들의 전문지식 이외에도 교육적 철학과 신념들

도 이전에 받았던 교육들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립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지도자는 여러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신만의 신념과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식을 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을 계획

하고 수업을 지도한다(김은주, 2010; 임우정, 박병도, 김권일, 2016;

Clark, 1988). 그러므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교육적 철학, 실천

적 지식들은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지도방법 등을 계획하는 프로그램

준비 단계부터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수업의 질을 좌우한다

(조성희, 2003). 따라서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선 프로그램

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주체인 지도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해

당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끼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

다. 지금까지 특수체육 지도자의 경험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박병도와 손천택(2005)은 지체부자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8명을 대

상으로 체육수업을 진행하는데 겪은 어려움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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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또 이를 통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의 환경과 교구, 학생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을 선정하고 지도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고, 교구, 지도방법을 변형하여 지도하고 있었으며, 동료

교사 혹은 출신학교의 동문들의 도움을 받는 등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많

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점차 기존의 지식을 학생과 각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조금씩 체육수업에 잘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윤주연과 장수정(2013)은 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특수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지도자들의 지도경험을 탐색하였다. 예비 지도자들은

실무경험 이후 장애인과 특수체육 학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장애

인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능력들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

었다. 또한 이들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과 자신의 태도 및 자세를 반성하고 특수체육 전문가로서 자신만

의 신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성적·정의적 영역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비지도자들은 신체활동을 지도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

며 점차 개별적 특성에 맞는 상호작용 방법과 교수방법을 깨닫고 이를

통해 한층 성숙한 지도자로 나아가고 있었다.

임우정 등(2012)은 특수체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장애아동 체

육교실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면서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전문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

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

고 있었으며, 다른 지도자의 나태한 지도 태도로 인해 학부모의 불만과

더불어 동료지도자들 간에도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장애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맞춰 지도하면서 점차 장애아동의 변

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다른 지도자들이 함께 지도하는 팀티칭 지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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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갈등들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장애아동을 지도하고 있었다. 이

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

나 장애아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되면서 장애아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임효경과 김승재(2014)는 발달장애학생들을 지도하는 특수체육교사들

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이들의 지도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특수체육교사들은 학교 상황에 따라 수업의 구조를 바꾸고, 인지능

력 및 주의집중력의 부족과 장애 중증화로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이를 위해 특수체육교사들은 모둠별 지도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

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또한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 다양한 지도방법들

의 학습, 학생의 특성 및 태도에 집중, 학생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수

업기술의 적용, 융통성 있는 수업구조 등을 적용하며 체육수업을 진행하

고 있었다.

3. 원격수업

가. 원격수업의 유형

Rumble(1989)은 원격수업이란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수업을 말하며, 교육 활동이 원격으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면대

면(face-to-face)을 포함하는 다른 수업 방법과 결합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격수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는다

(Keegan, 1996; Simonson, Smaldino, Albright & Zvacek, 2006). 첫째,

원격수업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대면하지 않고 다른 장소(공간적)에서, 다른 시간(시간적)에서

학습할 수 있다. 둘째, 원격교육은 전통적 교육 기관과 역할이 다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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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여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원격 교육에서는 부문별 전문가와의 공동 작업에

의해 제공된다. 셋째, 원격교육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쇄매체, 비

디오, 컴퓨터 등 여러 종류의 매체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이 이루어진다. 넷째, 전통적 교육과 유사하게 원격교육에서도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양방향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원격수업의 교육 자

료는 교수자의 교수 설계 절차에 따라 제작되기 때문에 자율학습과 구별

된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2020b)에서 제시한 원

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

는 수업”을 말한다. 원격수업은 수업의 공간적·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과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보도

자료에서는 실시간 화상 교육 등 동시적 원격수업 또한 원격수업으로 정

의하였다. 원격수업의 유형은 [표3]과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으로 구분된다.

[표 3] 교육부에서 제시한 원격수업의 유형

첫째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사·

학생 간에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인 양

방향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의미한다. 둘째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강의형과 강의 및 활동형으로 구분된다. 강의형은 학생이

지정된 녹화강의 또는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가 학습 내용을 확인

동시적 원격수업 비동시적 원격수업 기타

유형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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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업을 말한다. 강의 및 활동형은 학생이 학습

콘텐츠를 시청 후 원격교육 플랫폼에서 댓글 등으로 원격 토론이 이루어

지는 수업을 말한다. 셋째로,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이 가능한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수업의 형태를 말한다.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은 장애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방문교육 등의 수업을 말한다.

나. 원격수업과 장애아동

김동일 등(2014)은 장애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도

원격수업은 면대면수업과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

는 교육 전달 매체라고 하였다. 원격수업은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이 높

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원격수업을 개발하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장애아동을 위한 원격교육은 1996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아동들

에게 고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수업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

면서 시작되었다(김두연, 1997). 이후 2016년부터 장기 치료로 인해 유급

위기에 처해있는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동영

상 강의와 실시간 화상 강의를 활용한 원격수업이 실시되었다. 2020년에

들어서 초등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원격수업시스템 ‘스쿨포유 초등과정’

을 개설하여 화상 강의, 동영상 강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특수교

육 분야에서 원격교육은 일부 건강장애 학생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인지, 2020).

김남진(2011)은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상강의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건강장애 학생들은 학업결손 해소,

성적향상, 자신감 증진, 효과적인 학습수단의 측면에서 화상강의에 만족

하고 있었으며,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을수록 효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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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감정기(2007)은 화상교육이 건강장애 학생의

학업결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며, 비용부담이 적고, 학업성취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화상교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건강장애 학생의 원격수업 이외에도 장애학생과 원격수업에 관한

사례들과 선행연구들도 일부 보고되고 있다. 이재은(2012)은 원격수업이

시각장애 학생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며, 공간적·시간적으로 편리

하게 접근가능하고, 학습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습의 질

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주영(2011)은 실시간 수화통역과 문자통역이 제공되

는 실시간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청각장애대학생들은 강의 내용에 대한 흥

미도, 성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적합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원격수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전까지 원격수업은 특정 주지교과에서 지적 능

력에 결함이 없는 일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

히,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과 시각, 청각장애 등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주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었다. 둘째, 대부분 원격수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수교사 혹은 지도자의 시

각에서 원격수업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특수체

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도자들의 운영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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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

을 진행한 지도자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

그램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가설이나 이론으로 현상을 설명하거나 해석하기보다는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상 그 자체를 심층

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Merriam, 1988; 김영천, 2007).

Creswell(2007)은 양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특정 문제나 현상

을 탐색할 필요가 있거나 현상에 대한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

할 때 질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본인이 주목하고자 하는 주제 및 문제를 설

정하고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며, 분석·해석하는 모든 과정에 깊숙이 관

계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의 연구 패러다임은 연구의 전 과

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연구 패러다임은 연구자가 주목하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정한 틀로 정의할 수 있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다시 말해,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바라보는

총체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어떠한 연구 패러다

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연구를 설계하고, 자료를 분석 및 탐구하는

방법 등이 결정된다(Crotty, 1998).

본 연구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어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

로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도자의 경험과 인식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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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지식을 고정불변의 의미를 가진 객관적이고 절대적

인 실체라기보다 개인의 경험 및 인식에 의해 구성되는 주관적이고 상대

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사전 지식과 경험은 어떤 현

상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해하는데 관여하기 때문에 같은

현상에 대해 개인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임성규, 2001).

그러므로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개인이 속한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고 이

속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의미를 주목하고자 한다(Creswell & Poth,

2017).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도자들의 인식과 경험들은 각 개인의 속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특

성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지도자가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서

경험과 인식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의 상

황과 맥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성주의 패러다

임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사례연구

이러한 구성주의 패러디임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사례 연구(case

study)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하나의 경계를 가

진 체계(a bounded system)를 탐색하고 관찰, 면접, 시청각자료, 문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한 사례를 총체

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이다(Merriam,

1988; Creswell, 2007). 사례연구는 연구 주제가 새롭거나 특이하여 학문

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일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정

사례를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하다(Guba &

Lincoln, 1981; Yi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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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경계를 가진 체계(특정상

황, 프로그램, 사건 등)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한다는 점에서 특정적

(particularistic)이며 특정 현상에 대해 풍부하고 상세하게 기술한다는 점

에서 서술적(descriptive)이다. 또한 연구되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발견과 알고 있는 것을 재발견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계발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발견적(heuristic)이다. 더불어, 사례연구는 가설을 검증하

여 이론을 세우는 것이 아닌, 연구되는 현상을 통해 일반화된 사실을 도

출한다는 점에서 귀납적(inductive)인 특징을 갖는다.

Yin(2003)은 사례연구를 사례 수에 따라 단일사례연구, 다중사례연구

로 구분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로 구분하였다. 단일사례연구는 다중사례연구는 두 개 이상의 사례

를 대상으로 반복연구의 논리에 따라 각각의 사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다는 점에서 단일사례연구와 구별된다. 다중사례연구는 각 사례의 유사

점과 차이점들을 확인하여 해당 사례들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자 할 경

우 적합하다고 하였다.

탐색적 사례연구는 연구 주제가 새롭거나 특이하여 많이 알려지지 않

은 상황일 경우 적합하며, 기술적 사례연구는 현상을 기술하는 연구로서

현실에서 발생한 변수나 현상을 기술하고자 할 경우에 적합하다. 설명적

사례연구는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Yin,

2003).

본 연구는 유례없는 상황으로 인해 최근 발생하여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 해당 사례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고

려해야한다는 점을 근거로 심층면담, 관련 문서, 영상자료 등 다양한 자

료들을 수집하여 사례 연구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 지도자의 환경 및 상황 등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했지 탐색하고 프로

그램을 진행하면서 지도자가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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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21년 5월까지 총 8개월 간 수

행되었다. 연구절차 및 단계는 크게 계획,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 세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그림5]와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계획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과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

으로부터 시작된 연구주제를 지도교수 및 동료 연구자들과 상의, 선행연

구들을 고찰하여 적합한 연구방법을 설정하고 연구 문제로 구체화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연구 문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면담 질문

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된 면담 질문은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를 대상으

로 예비면담을 진행하였다. 예비 면담을 통해 면담진행 및 질문 방식과

녹음 방법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였고 면담 질문지를 일부 수정하였다.

둘째,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발달장애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

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6명의 특수체육 지도자를 설정하고 유목적표집

과 눈덩이표집을 통해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은 6명의 특수체육 지도자를

대상으로 1회씩 실시하였으며, 관련 문서자료와 영상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결과 단계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결과를 도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검

토, 다각도 검증법, 동료 연구자와의 협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잘

못된 해석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그림 5]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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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충실히 대변하고, 연구자

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례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2013).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며 해

당 사례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유목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여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

으로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도자들을 선정하였다.

특수체육 프로그램의 질은 특수체육 지도자에게 달려있다는 평가를 받

는 만큼 특수체육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강유석, 2007). 따라서

풍부한 경력을 갖춘 특수체육 지도자가 해당 사례에 대해 의미 있는 자

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표4]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소

지하고 있으며,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지도자는 어느 정도 풍부한 경험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적절한 교수방법을 체득한 전문 지도자이기 때문

에(김병찬, 2007)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표 4]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은 연구자가 관련 기관에 직

접 문의하거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고 보도된 기관에 연구 참여자 모집을 의뢰하여 자발적으로

기준

1. 최근 3개월 이내,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특수체육 지도자

2.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특수체육 지도자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및 체육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3.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 특수체육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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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보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중 모집을 의뢰한 기관 이외에서도 해당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지도교수 및 동료연구자와 상의 후, 다양한 사례

들을 탐색함으로써 해당 사례를 더욱 넓고 풍부하게 이해하며 종합적으

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지도자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식인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여 총 8명의 지도자들을 모집을

하였다. 그 중 7명의 지도자는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

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혀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반면 1명의 지도자는 해당 분야의 경력이 2년으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관련 기관에서 홈트레이닝 영상과 실시

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

다. 이에 지도교수 및 동료연구자와 상의 후, 해당 지도자가 연구에 더욱

다채로운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 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다음 [표5]와

같다.

[표 5] 연구 참여자 정보

구

분
성명

전공 및

학력
경력 자격증

실시간원격

체육프로그램

수업시수

비고

1 김진용
특수체육전공

석사 수료
8년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30회

프리랜서

지도자

2 김승현
특수체육전공

석사 수료
6년

중등특수정교사 2급

특수체육지도사2급
96회

S시장애인

체육회소속

지도자

3 설지호
경영학전공

학사
2년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20회

I시장애인체육회

소속지도자

4 이윤정
특수체육교육전공

석사
7년 특수체육지도사2급 40회

A시장애인

체육회소속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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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질적 연구와 사례 연구는 현상을 기술하거나, 사례를 설명할 때. 다양

한 자료원(문서정보, 기록정보, 인터뷰, 직접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Yin, 2003; Creswell, 2007). Yin(2003)은 좋은 사례연구를 위해

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원칙을 말하였다. 첫째, 두 개 이상의 자료원

을 사용한다. 둘째, 사례연구 데이터베이스 만든다. 셋째, 증거의 연결고

리를 만든다. 이에 본 연구는 심층면담, 관련 문서자료, 영상자료를 수집

하고 해당 자료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가. 심층 면담

면담은 사례연구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핵심적인 자료원이다(Yin,

2003). 그 중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Maccoby

5 조기재
특수체육전공

학사
8년

중등특수정교사 2급

특수체육지도사2급
40회

A시장애인

체육회소속

지도자

6 조상훈
특수체육교육전공

석사 수료
6년

중등특수정교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60회

N시장애인

체육회소속

지도자

7 최동현
특수체육전공

석사 재학
6년 특수체육지도사2급 16회

A시장애인

체육회소속

지도자

8 한재희
특수체육전공

박사 수료
10년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60회

S대학소속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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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coby, 1954)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Lincoln & Guba, 1985)이다.

심층면담은 연구 주제에 대한 경험을 가진 타인의 관점과 신념, 감정, 경

험 등을 고찰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고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

을 바라보고 배운다.

심층면담은 관찰만으로 알 수 없는 연구 참여자의 생각, 감정, 의도,

견해 등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유용한 연구방법이다(김영천, 2007). 또한

심층면담은 맥락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생생히 담아낼 수 있으며, 연구

자의 주관적인 견해와 경험을 파악하고자 할 때 적합하며, 사례연구에서

핵심적인 자료원이다(Yin, 2003; Creswell, 2007).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은 지도자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진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6명의 지도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특수체육 지도자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심

층 면담은 2020년 12월 10일 부터 3월 6일 까지 8명의 연구 참여자와 1

회씩 개별적으로 만나 대략 90분가량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에 앞서, 면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여 연구 참여자

가 질문 내용에 대해 미리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보다

풍부하고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에게 익명성과 비밀보장, 연구 철회의 권한과 자유를 설명한 뒤 연구 참

여자에 대한 면담에 관한 노트, 녹음, 촬영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면담은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반 구조화(semi-structured)된 면담

가이드를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했으며, 면담 중 새롭게 나타나는 주제와

내용은 수용하면서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이 연구 목적과 벗어나지 않도

록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어

지는 질문은 유연하게 변경하였으며, 면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언어

적·비언어적 정보와 연구자의 느낌 및 생각을 메모하였다.

면담 가이드는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인식, 지원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의 [표 6]와 같이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서의 다양한 경험들과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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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면담 가이드

구분 내용

진행

경험

1.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2.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준비과정에 대해 이야기해주시겠어요?

3.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도하실 때, 중요하게 고

려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4.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한 차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5.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셨나요?

6.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자

신만의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7.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인식

1.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기 전에, 어떠한 기대를 가

지고 있으셨나요?

1.1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수업 이전의 기대는 어떻게 달

라졌나요?

2.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을 비교했을 때, 어떠

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1 기존의 면대면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태도와 수업분위기는 어떻

게 달라졌나요?

2.2 기존의 면대면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의 구성(목표, 내용, 지도방법)

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3 기존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학습 효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

시나요?

3.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점(장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시나요?

4.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활용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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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서자료

질적 연구에서 문서 자료는 심층면담만으로 수집되기 힘든 형태의 자

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 연구자는 심층 면담만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

과 인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문서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연구의 신뢰

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문서는 각 연구 참여자의 수업준비자료, 교육계획

자료, 운영자료, 회의자료 등이다. 이를 통해 심층면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수업의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 내용, 과제제시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수업환경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하

게 쓰였다. 이러한 문서자료는 심층면담 자료 및 시청각자료와 상호 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다. 영상자료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진행한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의 영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영상 자료는 연구

5.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개선

방안

1.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서 어려움(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

고 생각하시나요?

2. 양질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양질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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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게 당시 상황과 경험을 회상하도록 하여, 면담을 진행함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영상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수업준비자료, 교육계획 등의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

어지며 실시간 원격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아동

들의 상태에 따라 문서자료에서 계획했던 모습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해석

본 연구는 Wolcott(1994)이 제안한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의 절차와 Yin(2003)이 제시한 사례연구 분석 기법

중 사례통합 분석 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중사례연구는 사례

내 연구(within-case)로 각 사례 내에 연구 문제와 연관 지어 개별 사례

가 가진 특징을 분석하고 사례 간 연구(cross-case)를 통해 사례 간 공

통적인 주제를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지도자 개인은 하나의 사례

로, 총 6개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수집한 자료들을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6명의

자료를 전사하였다.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전사한 후, 전사된 내용을 녹

음된 자료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내용을 정확히 전사하였는지 확인하

였다. 이후 전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정독하면서 자료를 전반적으로 파악

하여 연구자의 그릇된 해석이나 왜곡을 방지하고, 전사본을 정독하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 등에 대해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개방코딩(open coding)을 통해 전사 자료를 문장단위로 분

석하여 의미 있는 문장을 찾아 요약 및 의미를 부여하고 부호화하였다.

이후 축 코딩(axial coding)을 통해 여러 하위 범주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범주를 축으로 새롭게 관계를 지어 연결하였다.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에서는 개방 코딩, 축 코딩에서 발견된 범주와 개념들을 모두 통



- 55 -

합할 수 있는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다시 해석하였다.

코딩 작업을 완료한 후, 6개의 사례 간 공통된 패턴을 찾아 주제를 선정

하기 위해 다른 연구 참여자의 자료와 계속하여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김기화, 2019). 질적 연구 분석이 끝난 결과를 연구 참여자에

게 확인을 요청하였다.

사례연구는 가설을 통해서 존재하는 이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

도자의 면담을 바탕으로 사례들이 공유하고 있는 유사성이 무엇인지 파

악하고 일반적인 ‘유형’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딩을 통해 범주를 도출하고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자 하였으며, 범주를 도출하고 유형화한 후에는 사례들 간 비교·분석 하

여 주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은 [그림6]과 같다.

[그림 6] 자료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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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가. 연구의 진실성

양적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을 통해 연구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했고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을 정확하게 측정했는지를 보여준

다. Lincoln & Guba(1985)는 질적 연구에서 진실성(trustworthiness)이라

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한다. 따라서 자료의 진실성은 질적 연구에서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Lincoln & Guba(1985)가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다각도 분석, 연구 참여자의 검토, 동료 간 협의를 활용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1) 동료 간 협의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통해 연구자의 부족한 연구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보완하였다. 특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및 해석하는 순

환적인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지도교

수와 박사학위 소지자 3명, 그리고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 연

구자와 함께 협의하였다.

(2) 연구 참여자의 검토

주관성(subjectivity)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 및 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Cheater, 1987).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으로 인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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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뷰 내용의 전사부터 분석 및 해석에 있어 연구

참여자의 검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심층면담에서 내용을 토대로 연구

자가 전사한 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누락된 내

용은 없는지,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달리 전사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

였다. 또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과장된 해석이

있는지,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다르게 분석된 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

차를 거쳤다.

(3) 다각도 분석법

다각도 분석법(triangulation)은 같은 연구문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하여 일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여 야기될 수 있는 판단의 오류와 해석의 결점을

보완하고, 연구자가 내린 연구 결론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Mathison, 1988).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와의 심층면담을 주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 하여 교사의 교육계획서, 회의자료, 영상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과 상호 비교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의 윤리

연구자는 소속 대학의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윤리 교육 프로그램CITI(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을 이수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속한 대학

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 계획 심의를 거쳐 승인(IRB

No.2104/002-026)을 받았다. 연구에 참여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전에 연구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얻었

다. 또한 익명성과 비밀보장, 연구 철회의 권한과 자유를 설명한 뒤 연구

참여자에 대한 면담에 관한 노트, 녹음,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승인

받았다. 더불어 모든 연구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하며, 연구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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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후에는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의

가이드에 의거하여 연구 시작부터 종료단계까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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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특수체육 지도자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진행 경

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특수체육 지도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

그램과 지도자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첫째,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운영되는 방식을 각 연

구 참여자 별로 분석하였다. 둘째,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도자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당 프로그램을 인식

하고 있는지 기술하였다.

1.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진행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다양한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장애 아동의 학

부모와 함께 소통하며 수업을 구상했으며, 그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이

진행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장

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별로 이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했으며 진행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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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김진용 지도자

1) 수업목적 및 목표 : 독립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김진용 지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복지시설과 운동시설의 운영

이 중단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이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한 이유로 김진용 지도자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독립적으로 신체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

였다. 이에 장애아동들이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

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준비

하게 되었다.

어디 기관에서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면 장

애인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막막해 하시고. 솔직

히 비장애인들은 집에서 유튜브 틀고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뭔가 그 분

(장애인)들이 뭔가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김진용 지도자의 이야기는 발달장애아동은 일반적으로 신체활동에 대

한 낮은 흥미와 동기 부족의 이유로 신체활동의 수준이 낮다는 김경숙

(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더불어 김진용 지도자의 이야기처럼 발

달장애 아동은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로 인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하는데 여러 제한점들이 있다.

첫 번째는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비대

면 체육활동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경험을 한다.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게 하자. 세 번째는 집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 부모

님이면 부모님이 그거를 알게끔 하는 거고 (참여자가) 혼자 하면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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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했던 운동을 하는 거고.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이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

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김진용 지도자는 독립적으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위의 이야기

처럼 정하였다. 이러한 목적 아래, 김진용 지도자는 장애 아동이 원격수

업에 대해 적응하여 익숙해지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집에서

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또한 부모님이 함께 참

여하는 수업을 통해 대상자는 물론 부모님에게도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면

서 독립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2) 수업 내용 :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김진용 지도자는 장애아동들이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

경을 구축하기 위해 집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들로 프로그

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

련 자료들이 부족하여 주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하였다.

우선 비대면 특성 상 집에서 진행하니까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장애 수업이든, 

비장애 수업이든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비대면을 

고민해야 했던 분들이랑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주변 선생님들께도 조언

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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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층간소음도 고려해서 점프 같은 동작이나 

공을 던지거나 하는 활동은 안하고 그냥 집에서 기구가 없어도 할 수 있

는 활동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김진용 지도자는 대상자들이 수업을 듣는 환경이 가정임을 고려하여

모든 대상자들이 큰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맨몸을 이용한 운동으

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동적인 활동보다 정적인 활동들로 구성하

였다. 이처럼 김진용 지도자는 대상자들이 집에서 독립적으로 신체활동

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한 도구 없이도 가능한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하여 [그림7]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동작들을 굉장히 세분화했고 또 순서대로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시범

을 보여주려고 했어요..(중략).. 설명을 최대한 짧게 동작위주로 천천히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그림 7] 지도계획서

더불어 김진용 지도자는 부모님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대상자들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과제분석을 통해 수업 내용을 세

분화하였다.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상자와 부모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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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짧고 동작 위주로 천천히 반복하여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3) 수업 방식 : 부모참여

김진용 지도자는 독립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

아래에서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계획

하였다. 김진용 지도자는 자신의 이전 경험과 동료 지도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고 하였다.

제가 처음부터 특수체육을 접한 게 부모참여 수업이여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과도 소통을 많이 하면서 즐겁게 수업했던 것 같고.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수업 운영 방식은 기존에 했던 분들이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노

력했고요. 아이들과 부모님들도 제가 다시 새로운 것들을 했을 때, 설명

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져서 기존 포맷을 최대한 유지하되 원활하게 하자

는 그런 생각으로 기존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들을) 변형했습니다.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김진용 지도자는 기존에 참여하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익숙한 형태와 플롯으

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 수업에 대한 경

험을 바탕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김

진용 지도자는 이처럼 부모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이 대상자가 주의를 집중하도록 지도했으며 그에 따라

큰 어려움 없이 보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였

다. 결국, 김진용 지도자는 부모님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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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에서 독립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을 아동과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나. 김승현 지도자

1) 수업목적 및 목표 :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

김승현 지도자는 S시 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지도자로 S시에 있는 장애

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로 출장을 나가 종목 중심의 특수체육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면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없

었기 때문에 S시 장애인체육회는 대안적으로나마 장애인들이 신체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녹화영상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녹화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녹화영상은 모든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확인하였다.

우연히 어느 분이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왜 이 장애 유형만 가능

한 홈트레이닝 동영상만 올려주냐’라고 쓰신 댓글을 봤어요. 이 댓글

을 보고 회의를 하다가 동영상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장

애유형 별로 조금 더 세분화, 개별화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실시

간 원격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장애 유형이랑 정도, 연령에 따라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모든 

장애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모든 장애인들이 각자 특성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지

도가 필요하다고 느낀 김승현 지도자는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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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김승현 지도자 진행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특성에 맞

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었다.

저희도 계속 실시간 영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평소에 대면 수업

을 할 때에도 많이 힘든 부분인데, 장애인분들이 많이 참여하시지 

않아요. 장애 인구수는 세종시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는 분

들이 많이 없으셨어요..(중략).. 저희는 매번 홍보하고 하는데도 잘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불가능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대면 

수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더불어 김승현 지도자는 S시에 있는 복지시설 및 학교 등의 기관과

가정에 홍보를 하였지만,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많지

않았다고 하였다.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기존

에 면대면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김승현 지도자는 현재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면대면 수업이 불가

능해졌지만, 다시 면대면 수업이 가능해졌을 때를 고려하여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안적으로나마 기존에 참여하던 대상자들의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2) 수업 내용 : 맨몸 운동

김승현 지도자는 모든 대상자들이 장애 유형과 특성, 환경 등에 제한받

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며 향후 면대면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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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김승현 지도자는 기존의 면대면 수업에서

진행했던 종목들은 여러 운동용품이 필요하며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면대면 수업과 다른 신체활동을 제공해야 했다고 말하였다.

 비대면은 맨몸운동으로만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서..(중략).. 

비대면은 종목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따라서 김승현 지도자는 모든 대상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이들의

신체활동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물품이 필요 없는 맨몸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홈 트레이닝을 선정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김승현 지도자는 맨몸운동에서도 쉽게 따

라할 수 있는 동작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하였다.

저희가 수업할 때 마다, 두 명의 지도자가 수업을 진행해서 한 명

이 진행을 하면 다른 한 명이 보조를 해줘요. 보조 선생님의 역할을. 

지도자 한 명이 자세를 취하면 다른 지도자가 옆에서 보조 선생님이 

해야 하는 것들을 보여줘서 그 분들이 다 알 수 있게 수업을 하거든

요.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단체 수업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동작을 하게 되면 대면수업도 

아닌데 비대면으로 피드백을 한 명 한 명 해주기가 시간도 오래 걸

리고 수업이 매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쉬운 동작으로 하

되 반복해서 많이 했고요. 대신 세분화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김승현 지도자는 대상자들과 신체접촉이 불가능했지만, 기관의 실무자

나 학부모가 보조강사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보조강사들이 지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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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두 명의 지도자가 참여하는 수업을 구상하였다. 더불어 학부

모와 기관의 실무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동

작이 있는 경우 보조강사가 지도하기 어렵고 대상자들이 원활히 참여하

는데 제한적임을 예상하였다. 그에 따라 원활한 대상자들의 참여와 매끄

러운 수업의 진행을 위해 쉬운 동작들로 구성하였으며 운동의 효과를 내

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김승현 지도자는 대상

자들이 쉽게 운동에 참여하고 보조강사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쉬운 동작

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림 8] 프로그램 진행 모습

3) 수업 방식 : 대그룹 수업

김승현 지도자는 기존에 S시 소재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에

방문하여 종목 중심의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

로나19로 인해 면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S시 소재의 기관과 협력하

여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김진용 지도자는 대상자들

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목표 아래 맨몸운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상

하였지만, 신체접촉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대상자들의 지적인 특성을 고

려하여 기관의 실무자나 학부모에게 보조강사의 역할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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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면 수업을 할 때에는 저희가 출장을 가서 지도하는 게 일반적

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해져서 여러 복지관, 학교 같은 시설

에 공문을 보내서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 S시장애인체육회 페이스북과 같은데다가 홍보도 하고 팜플

렛을 만들어서 홍보도 했거든요.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김승현 지도자가 진행한 프로그램은 S시 소재의 여러 복지시설 및 학

교의 다양한 연령과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이 참여하여 대그룹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기존의 면대면 프로

그램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관의 실무자나 학

부모의 협력을 받아 이들이 보조강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원활하

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김승현 지도자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에도 S시에 있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대그룹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

다. 대그룹 방식의 수업은 모든 참여자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데 어려움

이 있지만(최승권 외, 2018),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면

서 기관의 실무자나 학부모가 보조강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그룹

수업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다 원활하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다. 설지호 지도자

1) 수업 목적 및 목표 : 완벽하진 않아도 움직임을 유발

설지호 지도자는 오랜 기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헬스 트레이너로 활

동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I시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장애인복지시

설 및 운동시설에 방문하여 헬스 및 홈트레이닝 종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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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자, I시 소재의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대안적

으로나마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

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예 수업 진행을 못하는 것보다 이렇게나마 

그들이(장애인들이) 움직이게 하는데 목적이 컸죠. 대안적으로.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이처럼 설지호 지도자는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이 대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실시간 원격 프

로그램을 통해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대상자들의 신체활동, 움

직임을 유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설지호 지도자는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철학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프로그

램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아무래도 잘 따라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답답하지만 그

렇다고 하더라도 ‘00씨만 해보세요.’ 이렇게 몰아붙이는 태도는 내

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정해진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자가 어떤 

동작을 준비했는데 장애인분들이 꼭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요. 비장애인 측면에서 그거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거는 지도자와 똑같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엇비슷하게 움직

여도 체력을 소비하고 운동했다는 게 포인트지 그 동작을 완벽히 

이행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설지호 지도자는 이러한 자신만의 신념은 이번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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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목표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신념들과 사회적 상황으

로 인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적이 일치하면서 설지호 지도자는 실시

간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보다 구체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대

상자들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지도자들은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신념, 교육적 철학을 형성하

며, 이러한 자신의 철학과 신념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식을 각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수업을 지도하는 경향이 있다(Elbaz, 1983; Benner,

1984, Clark, 1988; 김은주, 2010; 임우정 외, 2016). 설지호 지도자는 장

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은 훈련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설지호 지도자는 이러한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

그램의 목표를 완벽하진 않아도 대안적으로나마 신체활동을 이끌어내는

것에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 수업 내용 : 맨몸운동

설지호 지도자는 신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장애인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설지호

지도자는 홈 트레이닝을 선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홈 트레이닝으로 선정한 이유는..(중략).. 아무래도 신문에서도 장

애인들의 비만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케어해야 하고..

(중략).. 또 장소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나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할 있어야 했고 또 맨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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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보다 헬스장이나 스포츠 시설에서 온라인 

피티라는 개념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나와서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홈 트레이닝을 진행한 거죠.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설지호 지도자는 오랜 기간의 헬스 트레이너 생활을 통해 보다 풍부

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대상자들의 수업 환경과 도구, 건

강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홈 트레이닝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다. 홈 트레이닝은 집이나 기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

거나 맨몸으로 진행을 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대규모 단체수업으로 진행

되어 다양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이 참여했다. 이러한 지식

들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설지호 지도자는 I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실시간 원격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

시하였다.

저희가 신체접촉을 해줘야하는 상황이 없도록 동작을 되게 쉽게 

했고 입으로도 말하고 저희가 시범도 보이고. 시청각 자료들을 이용

하기 때문에 쉬운 동작으로 해도 반복해서 한다든가 시간을 길게 한

다든가 중량을 가미시켰고.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하면서 쉬운 동

작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잘 참여하지 않았나.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난이도를 되게 낮게 잡았어요. 난이도를 상중하이면 하에 맞춰서 

하겠죠. 난이도를 하에 맞춰서 한다면 상에 있는 그룹 분들은 시간

을 길게 한다든지 중량을 가미시켜서 하고. 예를 들어서 쉬운 분들

은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러면 그런 분들께는 응용동작을 알려드 

리죠.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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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지호 지도자는 I시 소재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고

려하여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간편한 동작으로 프

로그램을 구상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설지호 지도자는 높은 기능 수준

을 가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난이도와 동작을 다양하게 변형을 하여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림 9] 프로그램 진행 모습

3) 수업 방식 : 대그룹 수업

설지호 지도자는 I시 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I시 소

재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을 지

도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설지호 지도자가 속해있는 I시 장애인체육회

는 많은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전공에 따라 다양한

신체활동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녹화 영상은 접근이 용이한

반면, 대상자와의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설

지호 지도자를 비롯하여 I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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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계획하였다.

저희는 I시에 모든 장애인 관련 기관, 개인이 집에서 운동할 수 

있게 홈 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 체육회 홈페이지랑 유튜

브 채널에 올렸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아무래도 

(녹화 영상의) 가장 큰 단점은 소통이 불가능하니까..(중략)..그래

서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고민했죠.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

인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프로그

램을 계획하였다. 이에 I시에 있는 모든 장애인복지시설 및 학교에 공

문을 발송하거나 SNS에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많은 기관과 협력

하여 대규모 방식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I시에 있는 모든 장애인 기관을 맡아야 해서 (단체수업으로 진행

을 했죠) 아니면 다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 힘들고 또 소외되시는 분

들이 있으니까.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저희가 미리 같이 참여해달라고 공지를 했죠.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거는 아니니까. 또 당연한 부분이여서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팀장님이라든가 화면을 보고 있는 다른 지도자가 옆에서 바로 피

드백을 해줘요. 참여자들이 어려워하니까 (내용을) 빨리 바꾸자. 그

러면 바로 변형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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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방식의 수업은 모든 참여자들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다

는 단점이 있지만(최승권 외, 2018),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기관과의 원

활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실무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는 지도자 이외에도, 동료 지도자 및 관계

자들이 대상자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의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많은 참가자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이윤정 지도자

1) 수업 목적 및 목표 : 신체활동량의 증진

이윤정 지도자는 A시 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지도자로 장애인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보치아 종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윤정 지도자 역시 면대면 프로그램이 불가능해

지면서 대안으로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이윤정 지

도자는 비대면 체육프로그램의 특성 상 현재 장애인체육회의 목적을 실

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서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희 지도자 본연 업무가 다양한 종목 별로 지도를 하고 나중에

는 대회출전까지,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까지 접목시켜 지도하는 

게 저희 본연 업무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비

대면 수업인데 여기에 어떻게 종복 별로 적용시키는지가 제일 어려

웠던 것 같아요.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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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신체접촉이 안되니까. 간접적으로 지도하는 거기 때

문에 최대한 많은 반복된 지시와 최대한으로 과제분석을 해서 지도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할 수 밖에 없

어서 구체적으로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특정 스포츠 종목은 정교한 기본 움직임들이 필요하다(Gallahue &

Ozmun, 2006). 하지만 교수자와 대상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이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여러 촉진법(West & Billingsley, 2005)들이 제한되며

이윤정 지도자의 이야기처럼 언어적 지시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이윤정 지도자는 기존 면대면에서 지도하고 있었던 종목들을 실시간 원

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이윤정 지도자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의 운동기술을 습

득했던 기존의 면대면 프로그램과 달리, 이들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

고자 하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비대면에서는 움직임 쪽으로 많이 목표를 두었어요. 그 좁은 공간 안

에서도 최대한 움직이고 뛰는 게 제 목적이었거든요.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이처럼 이윤정 지도자는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

존의 보치아 종목을 지도하기 어려우며 대상자들의 운동기술을 향상하기

에 제한점들이 많다는 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을 신체활동량의

증진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의 목표도 역

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대상자들이 할 수 있는 활

동들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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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내용 : 맨몸운동

이윤정 지도자는 기술향상의 목적이 아닌, 대상자들이 할 수 있는 활

동들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했다. 따라서 이윤정 지도자는 대상

자들이 수업을 듣는 공간과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바탕으로 대상자들

의 많은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초체력활동들을 구상하였다.

일단은 어찌되었든 다른 공간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준비할 수 있

는 체육용품들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맨몸운동도 한계가 

있으니까 보조 운동용품들이 집에 있는지, 그것들을 이용하여 활동

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최대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서 타바타라고 간단

한 동작인데 30초하고 10초 쉬고 이런 식으로 20분만 하더라도 엄

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그림 10] 프로그램 진행모습

이처럼 이윤정 지도자는 좁은 공간 안에서도 최대한 움직일 수 있도

록 활동들을 구성했으며, 대상자들의 환경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윤정 지도자는 가능한 활동들에 맞추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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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구상했으나 점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계점들을 느끼고 다양

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체육활동만 시도하다 보니까 정체된 느낌도 

있고 다양한 종목을 접목시켜보자.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

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수업이 계속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

거든요. 그러면 오프라인이랑 접목을 해야 되니까 헬스에 국한되지 

않고 더 다채롭게 진행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희가 종목 별로 권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이윤정 지도자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코로나19가 완화된 이

후에도 여전히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집에서 가

능한 활동들만으로 진행하는 것에 한계점들을 느껴 보다 다양한 종목들

을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서 지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모색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림 11] 주간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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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방식 : 1:1 수업

이윤정 지도자는 동료 지도자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실시

간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강의를 수강한 경험과 카카오 영

상통화를 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였

다.

제가 줌을 통해서 대학원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편

견일 수 있는데 줌을 장애인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왜냐

면 저도 처음에는 어플을 깔고 거기에 참가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껴서 조금 쉽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카카오. 보통 카카오톡 

없으신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카카오톡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

요.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이윤정 지도자는 줌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이 어려워 접근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화상 회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카카오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이후

카카오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

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범운영의 긍정적인 사례를 통해 이윤

정 지도자는 기존의 면대면 수업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카카

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한 1:1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뇌병변 장애인분들이나 정신장애인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스스로 수업에 잘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발달장애인분들은 그

게 조금 어려워서 부모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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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공간에서 선생님과 있는 수업이랑 부모님과 같이 하는 비

대면 수업의 집중도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중략).. 제가 신체적

으로 가서 주의를 준다거나 하는 게 없으니까.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이윤정 지도자는 대상자들의 지적 수준과 행동적인 특성들을 고려하

여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부모님들의 도움을 구하였다. 이윤

정 지도자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만 지시하는 상

황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참여하는 1:1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을 준비하였

다. 이러한 부모님의 보조를 받아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고 돌발행동을

관리하면서 신체활동량을 증진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을 진행하였다.

마. 조기재 지도자

1) 수업 목적 및 목표 : 육상선수를 위한 체력향상

조기재 지도자는 A시 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지도자로 육상을 기반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문체육 수준의 체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었다. 조기재 지도자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도 기

존 전문체육 수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였다. 전문체육 수준의

운동 기술들은 다양한 동작과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Gallahue & Ozmun, 2006), 영상을 통해 언어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에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육상을 했던 친구를 가르치려다보니까 층간소음.. 제가 할 수 있

는 운동은 피치나 점프 같은 활동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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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더라고요. 기술로 들어가면 동작이 어렵고 복합적인데 영상으

로만 설명해야 해서 어렵고.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따라서 조기재 지도자도 역시 이러한 제한점들을 근거로 대상자들의

운동기술 습득보다는 전문체육에서 필요한 또 다른 요소에 집중하였다.

전문체육 수준에서는 경기와 관련된 동작과 기술, 체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Gallahue & Ozmun, 2006) 조기재 지도자는 경

기와 관련된 동작과 기술 외에 체력의 향상에 목적을 두게 되었다. 이처

럼 조기재 지도자는 체력의 향상에 목적을 두었지만 구체적으로 효과를

검증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대면은 기초체력 테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뛰기나 근력 등을 측

정해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비대면은 어머님께만 듣는 정보가 

제일 컸어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어요. 화면상

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정

도. 유연성이랑 가동범위는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정도여서 대면

이랑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조기재 지도자는 화면상으로 밖에 파악할 수 없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

력운동 같은 경우 세트 수가 늘어나는 점들을 바탕으로 향상된 정도를

막연하게 파악하면서 육상선수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2) 수업 내용 : 맨몸 및 소도구 운동

조기재 지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동작과 기술들을 언어적으로만 설

명해야 한다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체력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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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조기재 지도자는 대상자들이 수업을 듣

는 공간과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고려하여 상황에 적합한 활동들로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보통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층간소

음을 말씀해주셔서 그런 거를 고려하다보니까 점프 동작 같은 거는 최대

한 안하려고 노력을 했고 주로 정적인 운동이나 근력운동을 해서 밴드, 

벽을 이용한 운동으로 밖에 하지 못했어요.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이처럼 조기재 지도자는 제한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조기재 지도자는

활동을 변형하거나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용품들을 이용하여 난이도를 조

절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기재 지도자는 전문체육

수준에 맞도록 활동을 구상하는데 제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프

로그램의 내용이 한정적이고,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근력 운동 같은 경우도 맨몸으로 하는 거랑 무게를 이용하는 메디신

볼을 이용하는 거랑 많이 다르잖아요. 집에서 메디신볼을 사용할 수 없

으니까 그런 가동범위 면에서 조금 좁아지는 것 같아요..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투척종목 같은 경우에는 던져 보는 거랑 자세 잡는 거랑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비대면은 아무래도 보조차

원으로 밖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기재지도자, 심층면담)

조기재 지도자는 이러한 제한점들로 인해서 활동과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면대면 프

로그램의 보조차원으로 밖에 수행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조기재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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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한점들이 많았지만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해당 프로그

램을 통해 대상자의 체력이 향상된 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

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근력운동 같은 경우에는 세트수가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 그거를 

보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운동효과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고민하면 이런 단순한 활동 말고도 다

른 종목 훈련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노력하고 있어요..(중략).. 근력운동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별로 키트(지침서)같은 거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 질을 높이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그림 12] 프로그램 진행모습

3) 수업 방식 : 1:1 수업(또래 교수)

조기재 지도자는 A시 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지도자로 이윤정 지도자와

유사하게 동료 지도자들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 성공적인 시범운영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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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통해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조기재 지도자 역시 기

존에 육상 선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참여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카

카오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한 1:1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었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줌을 이용해서 많은 인원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수 애들이 많지도 않고 또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가르쳐야해서 저는 1:1로 했

던 것 같아요.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조기재 지도자는 1:1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유

로 편리성뿐만 아니라 조기재 지도자의 수업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가 적

었고 전문체육 수준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보다 심화적인 내용을 가르

치기 위해 1:1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은 대체로

기능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많은 도움 없이도 프로그램에 참여

했다고 하였다.

한편, 조기재 지도자는 기존의 면대면 프로그램에서 지도한 경험을 바

탕으로 동작을 시범 및 설명하고 대상자가 이를 따라하면서 피드백을 받

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조기재 지도자는 대상자의 집중도

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여러 고민 끝에 수업의 형태를 변형

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대면 수업을 할 때에는 단체수업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시

범을 보이고 그 친구가 따라 하잖아요. 근데 비대면에서는 이 역할

을 바꿔서 해봐요. 그 친구가 시범을 똑같이 하고 제 자세를 보면

서 잘못된 부분을 말해봐라..(중략).. 이렇게 교차로 하면서 쉬는 시

간도 주고 제가 하는 거를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학습한 것을 바

로 적용해나가는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중략).. 이 수업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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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중반부 이후에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를 보고 ‘내 역할을 하게 하면 좋아할까’라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반응도 좋고 집중도 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이처럼 조기재 지도자는 대상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또래 교수의 형태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연스럽

게 지도자의 동작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기재 지도자는 이렇게

수업의 형태를 변형함으로써 대상자의 참여를 높이고 수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바. 조상훈 지도자

1) 수업 목적 및 목표 : 다채로운 신체활동의 경험

조상훈 지도자는 N시 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지도자로 면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여러 시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대면 체육

프로그램들의 내용이 제한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이에 따라 조상훈 지도자는 이전의 지식들과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

로 맨몸운동, 체력활동 이외에도 대상자들이 집에서 다양한 신체활동을 이

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제가 대학교에서 다양한 신체활동을 배웠고 또 실제로 대면에서는 그

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이게 비대면으로 하려다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대면수업보다는 한정적

이지만 맨몸운동, 체력활동 외에도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죠.

                                  (조상훈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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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체육회에 있는 용품들을 참여하시는 분들께 미리 배부해서 

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물품을 드리고.  

                                  (조상훈 지도자, 심층면담)

기존에 면대면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에 제약이 있지만, 조상훈 지도자는 집에서도 여러 일상생활

물품이나 도구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신체활동들을 경험하는데 목표를 두었

다. 이처럼 다양한 물품들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로 조상훈 지도자는 다른

지도자들과 달리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용품들을 미리 배부할 수 있었기 때

문에 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일단은 대면 수업보다 수업의 목표를 당연히 낮췄다고 해야 하나 

목표도 줄였어요.

                                  (조상훈 지도자, 심층면담)

하지만 조상훈 지도자는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에서는 신체접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언어만으로 지도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의 운동기

술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기보다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하고 집에서 운

동할 수 있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2) 수업 내용 : 다양한 신체활동(소도구 운동 및 뉴스포츠)

조상훈 지도자는 집에서도 여러 일상생활 물품이나 장애인체육회에서 배

부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소도구를 통한 근력 및 체

력활동과 보치아, 스태킹, 한궁 등 다양한 뉴스포츠 종목을 활용하여 신체

활동을 제공하였다.

저희가 수업을 나갔던 시설, 기관들은 보치아라던지 뉴스포츠 용

품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알려줬던 경우가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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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구들에게 맞춰서 쉽게 변형할 수 있다는 점인 거 같아요.

                                  (조상훈 지도자, 심층면담)

조상훈 지도자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주

로 기존에 면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관 및 대상자들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면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관들은 물품이 있으며 대상

자들이 규칙들을 숙지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도구와 뉴스포

츠 종목들과 기존의 활동들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뉴스포츠 및 소

도구를 이용한 활동들은 각 기관의 상황과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게 유기적

으로 변형이 용이하여 활동들을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변형하여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림 13] 프로그램 진행모습

3) 수업 방식 : 소그룹 수업

조상훈 지도자는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을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

의 경험과 동료 지도자, 기관의 실무자의 도움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상하였

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한 기관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기관의 실무자와

동료 지도자 등 여러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또한 조상

훈 지도자는 완성한 프로그램을 N시의 각 기관과 SNS에 홍보하여 대상자

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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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도자 선생님들과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수업을 나

가는 시설의 실무자분들께 피드백을 받았어요. 실무자분들이 장애인 한 

분 한 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수업할 때에도 그 분

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어요.

                                  (조상훈 지도자, 심층면담)

조상훈 지도자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대부분 기관의 실무자나 학부모가 옆에

서 같이 자연스럽게 참여를 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

에 따라 신체활동을 보조해줄 수 있는 사람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후

조상훈 지도자는 각 기관의 실무자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보조

강사의 역할을 요청하였다.

비대면 수업은 화면만 틀어놓고 자기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

애인들이 보고만 있는 거야. 가만히. 근데 중증인 분들은 옆에서 도와주

고 해야 하는데. 비대면은 무조건 보조 선생님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

요. 대면보다 비대면에서 더 보조 인원이 필요한 거 같아요.

                                  (조상훈 지도자, 심층면담)

더불어 조상훈 지도자는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다수의 대상자들을 상대

로 지도하면서도 한 차시 마다 인원수를 한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실

시간 원격 프로그램의 특성 상,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화면이 정해져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의 수를 한정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저희가 10명 이상은 잘 안하려고 한 게 10명 이상 넘어가면 한 화면 

앵글에 다 잡히는 게 힘들뿐더러 한 명 한 명 지도하기가 힘들어서 

2-30명이면 나눠서 수업을 하거나 여러 번 수업을 했어요.

                                  (조상훈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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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동현 지도자

1) 수업 목적 및 목표 : 줄넘기 기술의 향상

최동현 지도자는 A시 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지도자로, 기존에 체육관에

서 이용자들에게 줄넘기를 지도해왔다. 최동현 지도자는 기존에 줄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대상자들의 요구와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실

시간 원격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최동현 지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이전의 지식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실시간 원

격의 방식으로 대상자들에게 줄넘기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냥 원활히 진행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어요.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이게 신체적으로 접촉을 할 수 없고 언어적으로만 설

명을 해야 하니까.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줄넘기는 신체적 접촉이 되어야 지도가 되는데.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최동현 지도자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줄넘기 종목을 장애인들에게 가르

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줄넘기를 지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체접촉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시간 원격의 방식에서는 신체접촉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서 줄넘기의 효과를 기대하지 않

았다. 이에 최동현 지도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이전에, 면대면 프로그

램보다 목표를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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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은 목표를 10으로 두었다고 한다면 비대면은 5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목표를 낮췄죠.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사실 사회성 함양이라든가, 인지적인 것들보다는 조금 더 신체적

인 측면을 목표로 두고 했죠.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최동현 지도자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신체적인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신체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최동현 지도자는 복합적인 움직임들이

포함된 줄넘기를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치는 것에 기대를 하

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최동현 지도자는 또 다른 측면

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대상자들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서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일상대화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성 함양도 있었

을 거 같아요. 서로 상호작용도 하면서. 대면으로 만났을 때에도 크

게 어색하거나 어려운거는 없었으니까.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또 제가 지적장애 친구들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집에서 나오기 

힘드신 재가 장애인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2) 수업 내용 : 익숙한 종목을 중심으로(줄넘기)

최동현 지도자는 대상자의 요구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자신이 오랫동

안 가르쳐온 종목으로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최동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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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신이 줄넘기 수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제가 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비대면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

요. 대면으로도 안했던 거를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니까.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제가 많이 익숙하고 지도 경험이 많았던 것들은 배경지식들을 이

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많은 부담이. 네.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Benner(1984)는 여러 경험을 통해 새로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였다. 최동현 지도자는 기존에는 경험하지 못했

던 원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때문에 보다 자신

에게 익숙하고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선택했고 이를 바탕

으로 활동, 지도방법 등을 변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편, 최동현

지도자는 이렇게 지도자 개인의 경험과 지식들에 한해서 종목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료 지도자들과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통합적으로 어

떤 지도자가 수업을 해도 동일한 동작들을 할 수 있게 헬스키트(지

침서)를 만들어서 지도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매뉴얼처럼 만들

어서.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3) 수업 방식 : 1:1 수업

최동현 지도자는 A시 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연구 참여자들과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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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회의, 시범운영을 통해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후 최동현 지도자는 기존에 줄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대상자

들과 협의하여 실시간 원격의 방식으로 줄넘기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

었다.

비대면 수업의 참여자분들은 기존 체육관에서 대면수업에 참여하

신 분들이시거든요. 줄넘기를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신체적인 접촉

이 필요하기도 하고 집에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어머님

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서 줄넘기 수업을 하자고 했거든요.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최동현 지도자는 기존에 줄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대상자들이

많지 않았고 또한 이번 원격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1:2 형태의 실시간 원격 줄

넘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최동현 지도자는 대상자들의 특성과

줄넘기 종목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지도 방법에 제한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업의 형태를 일부 변형하여 지도하였다.

처음부터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들이 주의집중이 짧

으니까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수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극대화하려면 번갈아가면서 해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

서.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줄넘기는 한 번 넘는 거를 깨달아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

님과 약속을 잡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면으로 만나서 줄넘기를 

지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니까 영상 수업에서

도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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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동현 지도자는 대상자들의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번갈아가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계획했으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줄넘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대면수업과

병행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비록 두 명과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줄넘기를 지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1:1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최동현 지

도자는 참여자의 요구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고, 면대면 수

업과 병행하면서 대상자의 참여를 높이고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 한재희 지도자

1) 수업 목적 및 목표: 전인적인 발달 도모

한재희 지도자는 S대학에서 특수체육을 전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

장 경험을 바탕으로 S대학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상자들의 참여가

불가능해지면서 동료 지도자들과 대상자 가족들의 협의 하에 프로그램을

실시간 원격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기존

에 면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특수체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유사한 형태

로 계획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의 목표도 동일하였다.

기존에 면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S대학의 장애아동 체육 교실의 목

적은 [그림10]과 같다. 한재희 지도자는 초등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의 특

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

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영역의 발달을 도모하고 장애 아동이 신체활동

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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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령기 발달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자의 전반적 운동발달 및 사회적 상호작용, 심리적 변화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발달장애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발달

장애아동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역 내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

그램의 저변 확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한재희 지도자, 문서자료)

한재희 지도자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활동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

를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재희 지도자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사회적 영역들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집에서

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뿐만 아니라 실시

간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달장애 아동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사실 우리 친구(발달장애아동)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적응행동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영역인데 이거(실시간 원격 특수

체육 프로그램)를 적응행동과 연관을 지으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몸을 움직이면서 하니

까 앉아서 수업하는 것보다 더 흥미를 느끼고 이런 경험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

하고 여기에 적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재희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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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표 7] 프로그램의 활동 별 목표

2) 수업 내용: 다채로운 신체활동

한재희 지도자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교육이 필요한

영역들에 기초하여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활동들을 [표 7]과 같

구분 주제 내용 및 목표

1 출석 및 호명활동
-자아 존중감 증진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2 준비운동
-이동운동기술 향상(걷기, 달리기 등)

-건강체력의 향상(근력, 근지구력)

3 체력운동

-운동체력의 향상(평형성, 협응력)

-인지 기능의 향상(감각 및 지각기능)

-근력 향상(윗몸일으키기, 체후굴)

4 리듬 및 표현활동
-동작 모방

-인지 기능의 향상(다양한 나라의 세계 민속춤)

5 주제활동
-소근육운동(젠가, 컵스태킹)

-인지기능의 향상(감각 및 지각기능)

6 정리운동 -마사지 및 스트레칭



- 95 -

이 구성했다. 프로그램의 활동들은 일부 비대면의 특성에 맞게 수정을

하였지만,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

동들로 구성하였다. 한편, 한재희 지도자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구성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동료 지도자의 다채로운 경험과 전문성을 꼽았다.

[그림 15] 프로그램 진행모습

저희 강사 분들이 같은 특수체육 전공이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베이

스가 달라서 거기에 맞춰 각 활동들 담당해서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재희 지도자, 심층면담)

김의수(2003)는 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아동 체육교실의 경우

지도자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

들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아동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재희 지도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 지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실시간 원

격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3) 수업 방식 : 부모참여

한재희 지도자가 참여하고 있는 S대학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은 기존에 면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체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유사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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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계획하였다. 한재희 지도자는 기존의 면대면으로 진행하던 활동들

을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도 적용한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

였다.

대면에서 참여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지 않는 게 좋

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언제든지 대면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을 고려

하다보니까..(중략).. 또 수업형태가 달라지면 대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온라인 특성 상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기

존 대면의 형태와 유사하게 진행을 했죠. 

                                  (한재희 지도자, 심층면담)

한재희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발달장애 아동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는 점과 면대면 수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대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프로그램

을 구성했다. 또한 신체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달장애 아동이 원활

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님

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사전에 부모님들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요. 교육까지는 아니지만 부모님들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

분이 있었습니다.

                                  (한재희 지도자, 심층면담)

한편, 한재희 지도자는 부모님들이 원활한 참여를 위해 도움을 주실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안내를 드렸다. 이처럼 한재희 지도자는 가정에서 자녀에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장애아

동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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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본 연구에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은 지

도자가 속한 다양한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도자들은 교육기

관에서의 경험과 실무에서의 다양한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에 대해 지도자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도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에 따라서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구 참

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필요성, 프로그램의 의미, 교육적 활

용 가능성, 지원방안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가. 프로그램의 필요성

1) 대안적인 수업 : 임시방편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여러 사회복지시설의 휴관과

실내 체육시설 및 운동프로그램의 운영이 금지(보건복지부, 2020b)되면

서 특수체육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장애아동들은 더 이상 프

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면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준비

하였다.

코로나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선택에 대한 여지없이 진행이 되

었죠...(중략)... 프로그램을 진행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면 수

업이 불가했기 때문에 비대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죠.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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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체육회 안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도자 본연 업무인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라고 기관이나 체육관 안에서 방문을 직

접 해서 수업을 하는 일 자체가 본연 업무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로 인해서 대면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거(대면수

업)를 대안하고자 비대면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원격으로 진행한 계기가 대면수업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예 수업 진행을 못하는 것보다 이렇

게나마 그들이(장애인들이) 움직이게 하는데 목적이 컸죠. 대안적으로.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처럼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코

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장애아동들이

운동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이처럼 대안적으로나마 비대면 체육수업을 준비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기관이 다 막혔을 때도 수

업이 들어오는 것들은 일대일 개인 수업이었거든요.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아무래도 신문에서도 장애인들의 비만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케어해야 하고.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불가능했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다

시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 이거를 안했다면 대면

수업을 다시 진행했을 때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서..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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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함에 따라, 급격한 발달

이 이루어지는 아동기와 학령기의 장애아동들은 발달이 지체되고 체중의

증가, 우울감 호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민일보, 2020.09.24.). 이러

한 사회의 목소리와 이들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들을 고려했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 아동들이 대안적으로나마 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비대면 체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

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도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었다.

2) 개별화교육의 가능성

연구 참여자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달장애 아동들

이 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원격수업을 시작했다. 연구 참여자

들은 각자 저마다의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방법을 모색하면서 다양하

게 원격 수업을 구상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

면서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홈트레이닝도 되게 발달되어 있고 녹화

된 영상을 바탕으로 체육활동을 자조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녹화방송만으로는 자조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중략).. 그래서 실시간으로 진행해보자 했죠.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저희는 I시에 모든 장애인 관련 기관, 개인이 집에서 운동할 수 

있게 홈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 체육회 홈페이지랑 유튜

브 채널에 올렸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아무래도 

(녹화 영상의) 가장 큰 단점은 소통이 불가능하니까 지적 수준이 

또래보다 낮은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영상만으로는 (교육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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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고민했죠.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넷에 녹화영상을 게재하는 비동시적 원격수업(교육

부, 2020b)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한계점이 있다

고 이야기 한다. 즉, 일반적으로 발달장애 아동들은 지적수준이 낮으며 자조

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다는 점(김경숙, 199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을 고려했을 때, 대체로 비동시적 원격수업(교육부, 2020b)

은 발달장애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친구들과 상호

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원격 수업도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그래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수업이 그나

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재희 지도자, 심층면담)

특수체육은 단순히 신체적인 발달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원만한 사회적 성격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홍

양자, 1996). 따라서 발달장애 아동이 타인과 적절하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재희 지도자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비동시적 원격수업(교육부, 2020b)은 대상

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쌍방향적인 의사소

통이 가능한 실시간 원격 수업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체육회에서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참고하려고 다른 시도 

체육회 채널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어느 분이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왜 이 장애 유형만 가능한 홈트레이닝 동영상만 올려주냐’라고 쓰신 

댓글을 봤어요. 이 댓글을 보고 회의를 하다가 동영상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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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야기가 나왔고 장애유형 별로 조금 더 세분화, 개별화해서 수업

을 할 수 있게끔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장애인분들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녹화

한 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게 개개인의 특성이 있어서 쉽지 않거든

요. 그래서 저희가 상호작용하면서 접근해야하는데 유튜브는 저희가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영상통화는 저희가 일대일로 

특성을 보고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했죠.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 아동에게 있어 교육이 필요한 영역과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의 특성이 부합한다는 점에서 실시간 원격의 방식이 더 적

합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외에도 김승현 지도자와 최동현 지도자는 발달

장애 아동 한 명 한 명 마다 특성과 발달 수준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비동

시적 원격수업(교육부, 2020b)은 이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 명 한명의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도하는 개별화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원격

수업이 발달장애 아동의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 반영한 개별화 지도

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시간 원격 수업이 발달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원

격 수업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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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의 의미

1) 사회와 나란히 걷기: 적응행동 교육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장애인들이 정말 취약하더라고요. 많이 좋

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비장애인들한테는 불

편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에게는 어려운 현실로 닥쳐와 있구나.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는 흔한 일상생활을 가장 적게 연구

하고 있다는 Brassai(1976)의 말처럼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의 경험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여러 의미들을 찾을 수 있다. 이제

는 비장애인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원격수업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비록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계기가 사회의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작되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점차 수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

램을 진행하기 전에 원격 수업이 단순히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역할에 그

칠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의도하

지는 않았지만, 점차 대상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프로그램

의 또 다른 숨은 가치를 발견하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게 수업이라고 생각을 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TV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티비를 보는구나’하고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

서 초반에는 계속 쳐다만 보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하니까 잘 따라 

하기도 하고 기관 실무자분들께도 “00선생님 안와요?”, “오늘 운동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수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조상훈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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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친구들이 점차 비대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

게 개인적으로 처음에 소극적인 친구들은 이게 낯설고 옆에 지도자

가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서 하니까 티비를 보는 것 같고 

티비 속에 있는 사람이 나랑 소통이 되고 반응을 받아주니까 대상

자분들이 신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점차 학습되면서 적응하다보니

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초기에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한다. 설지호 지도자의 이

야기처럼 지도자가 이름을 부르면서 소통을 시도하려고 해도 자신의 옆

에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

다. 하지만 점차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대상자들의 행동에 반응을

하고 대상자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원격수업을 인지하기 시작

하였다. 이렇게 대상자들이 원격수업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하

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장애아동들에게 있어 프로그램

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 친구(발달장애아동)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적응행동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영역인데 이거(실시간 원격 특수

체육 프로그램)를 적응행동과 연관을 지으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몸을 움직이면서 하니

까 앉아서 수업하는 것보다 더 흥미를 느끼고 이런 경험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

하고 여기에 적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재희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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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어디를 가지 못하잖아요. 이제는 

수업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생활에도 적응해야 하는 (원격수업이) 

일상생활의 한 훈련이 되었다.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특수체육을 포함한 모든 교과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주적인 생활능

력을 갖춤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군다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자주적인 생

활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인 적응행동에 대한 교육이 필

요하다(Dunn & Leitschuh, 2010). 이러한 점에서 현재 코로나19가 바꾼

우리 사회의 풍경을 바꿔놓은 상황에서 발달장애 아동들에게는 새롭게

언택트(untact)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언택트 문화의 일부인 원격수업에 참여한 경험은 장애 아동들이 새롭

게 바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를 하고 점차 수업에 익숙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원격수업이 적응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이었음을 깨닫게 되

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

애 아동들에게 단순히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을 넘어서 이들

이 사회에 소외되지 않도록 탈사회화를 방지하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생활체육회의 목적을 다 했다고 생각

해요. 생활체육의 영역을 이어나가면서 또 탈사회화를 막고.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많이 변화되었는데, 우

리만 혼자 동떨어져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게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선제적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활용하는게 대상자분들에게도 좋은 게 아닌가.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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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

들의 탈사회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숨겨진 또

다른 의미를 발견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성을 인식한 연구 참여자들

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많은 제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2) 성장의 계기

연구 참여자들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에게 있

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이자 탈사회화를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 있어서도 의미가 있었던 수업이라고 하였다. 연구 참

여자들은 동료 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면서 전문성을 함

양할 수 있었고 또한 대상자들을 지도하면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성숙한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수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또 다양하게 해보고 싶

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이 

방법은 좀 괜찮았다’하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좀 수업이 조금 더 체

계적으로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지도자라고 하지만 각 전공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 

보디빌딩을 전공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도자 선생님들보다 더 

데이터도 많고 잘 알고 그런 부분들을 지도자 선생님들에게 알려주고 

또 서로 모르는 부분도 배워가고. 웬만해서 자기 종목만 지도하기 때

문에 자기 전공도 많이 나눠주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에요.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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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동료 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면서 함께 원

격수업을 준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동료 지도자들과 서로 도와가며 수업을 체계화해 나갔다. 그러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연스레 자신의 수업을 동료 지도자들에게 개방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다음의

최동현 지도자의 이야기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겪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한층 전문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줄넘기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쌓아온 제 배경지식이 있어서 ‘그 

배경지식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원격 수

업을 하다보니까..(중략).. 기존 틀에 박힌 배경지식들이 조금 깨졌

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배경지식)이 깨지면서 이 동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하지 못할 때 이렇게도 해보고 다르게도 접근해보

고. 예를 들어 점프를 못할 때, 이렇게 가르쳐야한다고만 생각했는

데 다른 방법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이런 고정관념의 

틀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최동현 지도자에 의하면,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장애

아동들을 지도하면서 쌓아온 지식, 지도방법들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고 한다. 초기에 기존의 방식으로 지도를 했지만, 원격수업에서 대상자들

이 따라하지 못하자 지도방식들을 수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지식과 지도

방법들을 그대로 원격 수업에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기

존의 방식으로 지도만으로 원활한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방법 지도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다채로운 방식으로

대상자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다음의 조기재 지도자의 이야기는 이에 대

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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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수업을 할 때에는 단체수업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시

범을 보이고 그 친구가 따라 하잖아요. 근데 비대면에서는 이 역할

을 바꿔서 해봐요. 그 친구가 시범을 똑같이 하고 제 자세를 보면

서 잘못된 부분을 말해봐라..(중략).. 이렇게 교차로 하면서 쉬는 시

간도 주고 제가 하는 거를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학습한 것을 바

로 적용해나가는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중략).. 이 수업 방식은 

비대면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중반부 이후에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를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반응도 좋고 집중도 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조기재 지도자는 면대면 수업에서 대상자를 지도하던 방법이 원격수

업에서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단체 수업으로 진행되던 면대면 수

업과 달리 원격 수업에서는 학생 한 명 혹은 두 명과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교수자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근력 활동을 지도할 경우 쉬는 시간

도 부족하고 학생이 흥미를 잃어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조기재 지도자는 자신의 지도방법을 원격 수업

의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수업을 지도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지도방법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도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대상자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추어 활동과 지도방법들을 변형하면서 지도방식들이 더 풍성해지고 전

문성을 함양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을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 외에도, 신

체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음을 말하였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특

수체육 분야에서 제시된 장애학생을 위한 신체활동의 범주로는 기초 움

직임 단계부터 스포츠, 여가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다음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처럼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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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신체활동으로 종목을 중심으로 가르쳐왔다.

저희 체육회가 종목별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련되어 있

었어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 탁구, 배구 이렇게 (대면으로 할 때에

는) 선생님마다 종목 별로 지도를 했는데, 온라인으로는 이제 첫 도

입이다 보니까 접근하기 쉬운 기초체력, 홈 트레이닝, 스트레칭 쪽

으로.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원래 대면수업에서는 종목 위주로 신청을 해주시고 가르치는데. 

비대면은 맨몸운동으로만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서..(중략).. 비대

면은 종목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장애인생활체육회 소속 지도자들이였으며, 장

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생활 체육부터 전문체육인

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장애인생활체육회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생활체육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종목 위주로 실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원격으로 체육 수업을 실시했기 때

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단체종목과 여러 운동용품들이 필요하거나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종목은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으

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용품이나 맨몸을 활용한 움직

임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했다.

대면일 때에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체육을 통해 신체활동의 즐거움

을 전해주자는 기능적인 부분을 신경 썼는데, 이번에는(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에는) 조금 더 움직이게 하자.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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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대면수업에서는) 선생님마다 종목별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특수체육, 뉴스포츠 종목 별로 했다고 하면, 비대면에서는 

움직임 쪽으로 많이 목표를 두었어요. 조금 더 많이 움직이게 하자.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이러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움직임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

조절과 유지, 보행, 근력 운동 등의 기초운동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

그램을 진행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

체기능이 향상한 것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김진용 지도자

는 기존에 신체활동의 영역이 넓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투척종목 같은 경우에는 던져 보는 거랑 자세 잡는 거랑 정말 많

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맨몸운동, 근력운동으로 진행을 했어요..(중략)..근데 이게 현 상황

이랑 겹쳐서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운동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잘 따라 하기도 하면서 ‘이 수업만으로 운동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배운 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신체활동의 영역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연히 몸을 

부딪치거나 어떤 기구들을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비대면에서

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체육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자연

스럽게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치니까..(중략).. 

집에서 할 수 있는 걷기 같은 것들도 신체활동이라는 생각이 들면

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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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해 맨몸을 이용한 운동들을 실

시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향상을 목격하면서 기본적인 움

직임만으로도 운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변화를 경험했다. 즉, 대상자마

다 그 운동발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움직임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인식의 변화는 향후 신

체활동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쳐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신체활동을 전

달할 수 있을 것이다(조성희, 2003).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에 대한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이해도 심층 깊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원활한 수

업 진행을 위해서 대상자들의 장애유형에 대해 추가적인 공부를 하기도

하고, 원격 수업에서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들을 통해서 보다 장애를 다

채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비대면을 준비할 때에는 대면수업보다는 배 이상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중략).. 한 명 한 명 대상자분들의 장애유형과 급수를 파악

하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즉각적으로 케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나’ 고민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전문

성이나 역량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한 참가자분이 계셨는데 다른 지도자 선생님이 담당하시던 분이

셨어요. 이 분이 원래 잘 따라하시고 기능수준도 높으신 분이신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지 제가 피드백을 해드린 것에 대해 화

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원래 담당하시는 지도자 선생

님조차도 당황했죠. 끝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되게 답답

하다고 하시더라고요..(중략)..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가시니까 처음에

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조금 재밌었죠. 이런 모습도 알

게 되면서.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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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배운 점은 ‘온라인 수업에 더 잘 맞는 친구들이 있구나’

라는 점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한재희 지도자, 심층면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서 진정한 수혜자는 지도자였다. 지도자

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 만큼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기존

지식들을 재점검하고 이를 맥락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배우며(Benner,

1984), 여러 시행착오들을 자신만의 노하우로 승화시키면서 더욱 전문성

을 함양하고 있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방면으로 한층 성숙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의미를 찾았

다.

다. 교육적 활용 가능성

1) 반신반의하면서 시작 : 가능할까? vs 가능하다!

(1) 가능할까?

연구 참여자들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해당 프로그

램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

자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장애 아동을 지도하면서 경

험한 장애 아동들의 특성들과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지도 방법들

에 대한 인식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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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장애아동이) 새로운 형태의 수업에 적응하

는 부분은 저도 처음에 가능할까? 효과가 있을까? 조금 의문이었어요.

                                  (한재희 지도자, 심층면담)

체육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되게 뭐라고 해야 하지. 괴리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한재희 지도자의 이야기처럼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 아동들

이 새로운 형태의 수업에 적응하는 것부터 걱정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

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 장애 아동들에게 어떻게 체육을 가르쳐야하는지

걱정과 막막함을 토로하였다. 다음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은 이러

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들을 보여준다.

솔직히 저는 장애인에게 맞지 않는 수업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교에서 지도자가 땀 흘리는 수업이 얘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

이라고 지도를 받아서. 근데 제가 뛴다고 이 친구들이 따라하지는 

않아요. 더 자세하게 과제분석도 해야 하고 행동수정도 필요한데..

(중략).. 교수방법을 배웠을 때도 신체접촉을 엄청 강조했었는데 신

체접촉 없이 언어적 지시만으로 어떻게 체육활동을 가르치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체육프로그램을 할 때 말로만 지도하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경증인 분들은 가능하실 수 있지만 중증인분들은 유튜브

나 실시간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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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체육 지도자들은 이전에 받은 교육들과 다년간 장애 아동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교육적 철학과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Schickendanz, York & Stewart, 1983; 임우정, 박병도, 김권일, 2016). 이러

한 지도자들의 교육 철학과 신념들은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지도 방법 등

에 영향을 미친다(조성희, 2003).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연구 참여자들

은 기존의 경험들과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 아동에게 체육활동을 가르치는 일에 의문을 표하였다.

이윤정 지도자의 이야기와 같이, 발달 장애 아동은 일반적으로 지적수

준과 운동발달 수준이 낮으며 운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지도자들의

체계적이고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노형규, 2020). 특수체육 지도자들은

이러한 대상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상자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 환경, 지도 방법 등을 각 특성에 적합하게 수정할 수 있는

능력과 과제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도자들은 언어적 지시부터 모

델링, 신체적 접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촉진법(West & Billingsley,

2005)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올바른 행동을 이끌고 운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최승권 외, 2018).

이처럼 발달장애 아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특수체육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최승권 외, 2018). 하지만 원격수업은 물리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역할

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지도자들은

대상자들의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도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

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신체접촉이 제한된다

는 점을 이유로 연구 참여자들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연구 참여자들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어떻게 체육활동을 가르치지? 되게 답답하고. 어떻게 가르쳐야할

지 막막했죠.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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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까. 계획을 짤 때 ‘이게 맞나?’, ‘이렇

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점도 많고 걱정도 많

았던 것 같아요.

                                  (조상훈 지도자, 심층면담)

처음에는 효과에 대해서 대면의 반도 따라가지 못 할 거라고 생

각했어요. 그냥 원활히 진행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어요.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참고할 만한 유사한 사례가 없어 어떻게 프로그

램을 구상하고 가르쳐야할지 걱정과 막막함을 토로하였다. 많은 고민 끝

에 프로그램을 구상하기는 했지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어 확신을 가지

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수업이

대상자들에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2) 가능하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설지호 지도자는 해당 프

로그램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설지호 지도자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경영학을 전공하였지만, 오랜 기간 비장애인을 대상으

로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온라인 퍼스널 트레이닝(Online

Personal Training)’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

애유형 별 홈트레이닝 영상을 촬영하는 등 다채로운 지도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들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설지호 지도자는 I시에 거

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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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보다 헬스장이나 스포츠 시설에서 온라인 

피티라는 개념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나와서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홈 트레이닝을 진행한 거죠.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비대면을 하기 전에 장애유형 별 홈트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기

사화되고 공영방송에도 나오고 하면서 이거를(실시간 원격 홈 트레

이닝 프로그램) 하기 전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 퀄리티도 좋았고.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설지호 지도자의 이야기처럼 이전에 장애유형 별 홈 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했던 경험과 홈 트레이닝 영상에 대한 주변의 긍정적인 평가들을 바

탕으로 설지호 지도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홈 트레이

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홈 트레이닝 녹화 영상을 제작하여 각 시

도체육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고 있었지만, 실시간 원격 체

육 프로그램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과 면대면으로 실시되던 기존의 특수체

육 프로그램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는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설지호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비대면 수업이라고 해서 대면 수업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다른 면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중략).. 그나마 차이점이라면 

생동감이겠죠? 내 눈 앞에 있고 모니터 안에 있고의 차이.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설지호 지도자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과 면대면으로 실시되던

기존 특수체육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생동감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지

도자들이 실현 가능성을 의심한 이유로 신체 접촉 없이 언어적 지시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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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상자들을 지도해야한다는 점을 꼽았다는 점에서 다른 견해를 가지

고 있었다. 설지호 지도자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신체적 접촉 없

이도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저희가 신체접촉을 해줘야하는 상황이 없도록 동작을 되게 쉽게 

구성을 했고 구두로도 말하면서 귀로 듣고,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

기 때문에..(중략).. 구두 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반복

해서 한다든가 동작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천천히 알려 드리고 또 

옆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숨소리도 들릴 수 있게 리액션도 정말 많

이 했어요.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정해진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자가 어떤 

동작을 준비했는데 장애인분들이 꼭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요. 비장애인 측면에서 그거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거는 지도자와 똑같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엇비슷하게 움직

여도 체력을 소비하고 운동했다는 게 포인트지 그 동작을 완벽히 

이행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점핑잭을 시켰

을 때, 어떤 참가자분은 그 동작이 똑같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점핑잭을 못해도 상관없으니 점프라도 

하라고 시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지호 지도자, 심층면담)

설지호 지도자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들의 지적 수

준을 고려하여 쉬운 동작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고 반복적으로 지도를

한다면 신체접촉 없이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설지호 지도자는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따라 신체적

접촉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불어 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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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지도자는 지도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들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신체활

동에 참여했다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 설지호 지도자는 이러한 자

신의 교육적 철학과 신념들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2) 엇갈린 시선 : 그래도 대면 vs 대면과 함께

연구 참여자들은 각 개인이 속한 다양한 맥락 속을 고려하여 저마다

다양하게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을 했다. 그에 따

라 연구 참여자들은 저마다의 경험을 통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향후에도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차이가 존재했다. 대부분

의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이 기존에 면대면으로 실시되던 특수체육 프로그램에 비해 제한되는 점

들이 많다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

구 참여자들의 의견은 ‘면대면으로 진행하는 것’과 ‘면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나뉘었다.

(1) 그래도 대면

기존에 면대면으로 실시되던 특수체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를 희망

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가지는 제한점들을

이유로 기존에 면대면으로 실시되던 특수체육 프로그램보다 효율성이 떨

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제한점

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크게 수업을 구상하는데 발생하는 제한점들과 대

상자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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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을 할 때에는 그 기관에서 선호하는 종목을 조사해서 하

는데 비대면은 저희가 교육 커리큘럼을 짜서 단순히 따라하는 거니

까 그래서 흥미도 동기부여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력

도 떨어지고 지루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저는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감각적인 자극 자체나 학습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촉각이랑 전정감각, 고유수용감

각이 우리 몸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온라인

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한적이어서.

                                  (한재희 지도자,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들이 대부분 장애인생활체육회 소속의 지도자이며, 장애인

생활체육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종목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많은 제한점들을 토로

하고 있었다. 대상자들 간에 물리적인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체 종목은

실시될 수 없었고, 여러 운동용품들이 필요하거나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종목들은 진행할 수 없기에 이러한 제한점들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한재희 지도자는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있어 다양한 감각이 중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김경미 등(2006)과 노형규(2020)은 여러 감각 자극

을 접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자의적인 운동이 가능해지며, 나아가 상위의 운동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재희 지도자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속에 다양한 감각 자극을 제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감각적인

자극을 제공하는데 제한점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연구 참여자들은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

우, 수업을 구상하고 내용을 선정하는데 여러 제한점들이 있어 기존의 면

대면으로 실시되던 프로그램보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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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수업을 구상하는데 발생하는 제한점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이야기했다.

신체 접촉 없이 영상으로만 설명해야하니까. 언어만으로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저희도 공부해야 했고 세세한 동작들을 조금 지도하

기 어려웠죠. 언어적으로 지도해야하는데 그 언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되물어보는 그런 것들.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대면일 경우에 어떤 행동중재나 어떤 식으로라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별적인 

접근이 불가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상훈 지도자, 심층면담)

제가 항상 제일 먼저 고려하는 일 순위가 교감이거든요. 그런 부

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중략)..언어적 의사소통 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비율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많이 부

족했고 제한적이었다.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West와 Billingsley(2005)는 대상자들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촉진법을 도움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언어적, 비디오, 몸짓,

신체접촉으로 나누었다. 이처럼 West와 Billingsley(2005)가 제시한 촉진

법들을 이용하여 지도자들은 대상자들의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언어

적인 지시부터 신체접촉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신체 접촉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

고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김진용 지도자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서는 언어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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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언어적 표현으로는 눈맞춤, 자세, 얼굴표정, 제스처(가리키기),

신체접촉, 공간(거리) 등이 있으며 비언어적 표현은 무의식적이며 본능적

인 감정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Leach, 1976). 자폐스

펙트럼 장애 아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에서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하

지만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실재감을 느끼기 어렵고 신체접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

은 대상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제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전염병이 시작된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유아 같은 경우에는 

발달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뭐든 퍼부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물론 중장기적인 계

획으로 비대면을 준비해야겠지만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을 대

비해서 대면을 많이 하자.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대면으로 1시간 (체육활동을) 한 것과 비대면으로 1시간 (체육활

동을) 한 거를 비교한다면 대면 수업이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을 한 

거보다 운동효과가 더 좋다고 느껴져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은) 코로나가 끝나면 안 할 것 같아요.

                                  (조상훈 지도자, 심층면담)

그래도 이왕 하는 거면, 그래도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네. 비대면으로 체육프로그램을 한

다는 게 제한점들이 많고 또 서로 답답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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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이 가지는 특성과 수업이 이루

어지는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수업을 구상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느

끼고 있었으며, 대상자들을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답답함과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에 면대면으로 진행되던 프로

그램보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한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

라 연구 참여자의 일부는 면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보다 대면으로 만나 수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2) 대면과 함께

연구 참여자의 일부는 면대면 수업이 가능해져도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도 역시 대면으로 만

나 수업하기를 희망하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같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효율성과 효과성이 기존의 면대면 프로그램에 비해 제한적이

라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제한적인 부분들 외에도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하여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지도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근력운동 같은 경우에는 세트수가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 그거를 보면

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운동효과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고민하면 이런 단순한 활동 말고도 다른 종목 훈련

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노력하고 있어요..(중략).. 근력운동 뿐만 아니라 여러 가

지 종목별로 키트(지침서)같은 거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 질을 높이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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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수업 소감문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장애아동이) 새로운 형태의 수업에 적응하

는 부분은 저도 처음에 가능할까? 효과가 있을까? 조금 의문이었어요. 막

상 진행을 해보고 나니 그 친구들의 장애 관련된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떻게 진행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효율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시작하기 전과 후에 많

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효율적이라는 거는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중략).. 지금은 온라인 수업을 잘 조직하고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수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재희 지도자,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 자신이 진행한 프로그램을 대안적인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즐

거워하는 모습과 향상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운동의 효과가 있음을 깨

달았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조금씩 수업을 또 다른 방식의 교육으로서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특히 조기재 지도자는 점차 수업에 대해 진

지하게 고민하면서, 점차 장애인체육회의 기존 업무인 종목 별 지도를 실

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고자 동료 지도자들과 다양한 시

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바

탕으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효

과적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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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잘 맞

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이거를(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실 것 같고.

                                  (한재희 지도자, 심층면담)

한편, 한재희 지도자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상자

들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수업방식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

의 한재희 지도자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를 즐거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보호자랑 함께하

는 거를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한 아이는 선생님이랑 하면 잘 참여하는데 집에서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친구도 있었고. 오히려 사람 많은 곳을 부담스러워하고 주위 

사람들이랑 눈 마주치는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온라인 수업

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더 웃으면서 잘 참여하는 친구도  있었고

요..(중략)..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 더 잘 맞는 친구들도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친구들이 

그럴 수 있죠. 만나서 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한재희 지도자, 심층면담)

한재희 지도자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폐스펙트럼 장

애를 가진 아동이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

램이 적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며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여 타인의 신체접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또한 노형규(2020)는 자

폐스펙트럼 장애아동을 넓은 공간에서 지도할 경우, 다양한 자극들로 인해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어려울 수 있으며 높은 천장은 불안감을 초래하여

과제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폐스펙트럼 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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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한재희 지도자는 이들에게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분이라면 당연히 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

을 하고요.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면 만나서 하는 게 좋은 친구들이면 만

나서 하고, 온라인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하고.  

                                  (한재희 지도자, 심층면담)

나아가 한재희 지도자는 향후에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의지가 있다고 말하였다. 한재희 지도자는 개인

의 독특한 요구와 흥미, 능력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신

체활동을 제공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 참여자들도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특정 대상자들에게 필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장애인 분들은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찾아가

는 서비스를 하는데 그것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 비대면 체육수업을 활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집에서 나오기 힘드신 재가 장애인분들은 접

촉을 안 해도 비대면으로 받겠다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분들은 이

동권문제도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

을까 싶어요.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재가 장애인 분들의 경우는 오시기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수

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충분히 고민하면 좋은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없어지기보다는 같이 상호보완적으

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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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지도자와 조기재 지도자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경험하면서 이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들을 고려해서라도 지속되어

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존 A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재가 장

애인을 위해 제공하던 생활체육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이들에

게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두 연구 참여자들은 해

당 프로그램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을 고려하면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

었다.

라. 지원방안

1) 환경 구축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준비하

면서 대상자들의 물리적인 환경과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에 맞춰 프로그

램을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기자재의 부족으로

인해 활동이 한정적이게 되었다라고 인식하면서, 대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용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면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자재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

은데 비대면은 그런 도구가 없다보니까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용품들 있잖아요. 폼롤러, 매트, 

밴드 이런 물품들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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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 수업

이 중단되거나, 전자기기의 품질이 낮아 세세한 동작을 지도하기 어려운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

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동용품의 지원뿐만 아니라, 대상자들과 지도자들

이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인터넷 및 전자기기의 지원이 필요하

며, 지도자들을 위한 전자기기 및 수업장소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장비 같은 경우도 노트북 카메라는 멀리가면 흐리게 보이고 목소

리도 깨져서 추가적인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중략).. 근데 몇몇 

다른 지도자분들은 노트북이 없어서 자기 사비로 사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에 따라서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지도자분들이 자기

가 부담을 해서 사야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상훈 지도자, 심층면담)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해서 아무런 수업 장비가 없었거든요. 그래

서 저희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셨고 또 수업할 공간도 없었는데 

다행히 조그마한 회의실이 있어서 거기를 따로 활용할 수 있게 도

와주셔서.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한편, 이윤정 지도자는 이러한 운동용품, 장비 등의 지원이외에도 장애

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고 말하였다. 이윤정 지도자는 장애인들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접근성이 쉬운 장애인들을 위한 플

랫폼이 구축되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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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분들이 카카오, 줌 프로그램을 어려워하셨거든요. 접근성

이 되게 낮고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약간 장애

인분들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장애인 온라인 

체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바로 운동할 수 있게. 어차피 비대면은 지

역 접근성이 필요 없잖아요. 수강 신청하듯이 시군에 국한되지 않

고 어떤 강의를 누르기만 하면 바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개

인적으로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윤정 지도자, 심층면담)

혼자서 원격수업에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발달장애 아동들

은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관의 실무자, 부모 등 누군가의 도

움을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행동

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촉진법들이 제한되면서 기관의 실무자,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아동의 체

육활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

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보조 선생님이 없으면 수업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대면보다 비

대면에서 더 많은 보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상훈 지도자, 심층면담)

경증인 친구들은 괜찮았는데 중증 이상의 친구들은 부모님이 도

와주시면 어느 정도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이 대부분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비대면수업이 정말 대면수업을 대안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문

적으로 준비한다고 한다면 보조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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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한 기관에서 한 분이 모든 참여자분들을 

모두 담당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운동하시던 분들이 아니시니까 저희가 아무리 피드백을 드려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기는 하는데 어려우신 점들이 있으니까.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김승현 지도자는 보조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도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 인력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한재희 지도자도 부모 참여 형

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들에게

간단한 교육지침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조 인력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내실 다지기

연구 참여자들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주체인 지도자들 간의 협력 및 소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여러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의 조기재

지도자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수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또 다양하게 해보고 싶

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이 

방법은 좀 괜찮았다’하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좀 수업이 조금 더 체

계적으로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조기재 지도자가 속한 A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각 지도자 별로 실시

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동료 지도자들과 소통하면서 보다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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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하였다. 또한 한재희 지도자도 역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 연

구진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은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시간 영상수업은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저

희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회의하면서 나온 결과가 맨몸운동이고 또 

맨몸운동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

례나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남

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현 지도자, 심층면담)

지도자분들끼리 회의할 수 있는, 자신의 수업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나 장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양질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으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도자들과 자신의 수업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활동

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화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하

였다.

제가 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비대면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

요. 대면으로도 안했던 거를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니까.

                                  (최동현 지도자, 심층면담)

지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갑자기 무조건 하라고 하면 되게 막막

한데 뭔가 그런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용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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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양한 수업들의 지도안들이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종목 말고도 다른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 참

고할 수 있게 종목별로 체계화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거를 보면 거의 개인 역량으로 하고 있

으셔서 조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조기재 지도자, 심층면담)

Clandinin(1985)과 Elbaz(1983)는 지도자들의 지식들은 이전에 받았던

교육과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어 개인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 저마다

의 경험과 전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

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제한적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 참

여자들은 지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다양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

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화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

하였다.

3.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 각 연구 참여자들이 진행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들울 어떻게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

지, 어떻게 해당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하였

다.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

함으로써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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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이전에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러 면대면 체

육 프로그램들은 대상자들의 운동 발달 단계와 여러 교육적 요구를 고

려하여 감각운동, 재활운동, 수중운동, 리듬활동, 스포츠 등 다양한 형태

로 실시되어왔다(강승애, 2005; 홍양자, 이은경, 2007; 김동민, 이용호,

2017; 이용호, 홍혜전, 정희정, 2017). 그러나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러 면대면 체육 프로그램과 달리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실시간 원격의 방식으로 진행된 체육 프로그램에 주

목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현장에

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에 주목함으로써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식을 탐색하고 향후 양질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

구 참여자들이 운영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연구 참여자와 대

상자들의 여러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17]과 같다.

[그림 17] 연구 참여자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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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rill(1993)과 김의수(2003)은 장애 아동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포괄적 계획 - 사정 - 개별화 지도 계획 - 지도

및 상담 - 사후 평가’의 순환적 과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였

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는 프로그램의 주제,

사용 가능한 물품, 대상자들의 특성 등 여러 제반사항들을 파악한 후 프

로그램을 진행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

로그램들은 Sherrill(1993)과 김의수(2003)가 제시한 진행 절차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작

하게 되어 체계적인 연구와 준비가 미흡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

하기 보다는 대안적인 성격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정(assesment)은 대상자들을 지도하기 이전에 여러 방법을 통

해 대상자들의 특성과 여러 발달 단계를 파악함으로서, 개별 대상자에게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기준이 된

다(최승권 외, 2018). 지도자는 사정을 통해 대상자들의 특성과 요구를 분

석하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Smith & Ragan, 2005).

그러나 대면이 불가능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면대면 프로그램

처럼 대상자들의 특성과 여러 발달 단계, 요구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탐색한 실시간 원

격 체육 프로그램들은 체계적인 사정과 사후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을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기

존의 면대면 프로그램의 목표보다 낮추거나 구체적으로 선정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특수체육은 대상자에게 운동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신

체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여 지·덕·체가 조화

를 이룬 전인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Nixon & Jewett, 1964; 한동

기, 2014).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 아동들의 신

체활동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과 낮은 지적수준, 그리고 실시간 원격 프

로그램의 특성 상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신체적



- 133 -

발달에 주 목적을 두었다.

한편, 김진용 지도자는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 상 신체활동에 대해 흥

미가 낮으며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로 인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원

격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김진용

지도자는 기존의 면대면 체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달리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이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윤정 지도자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

로그램의 특성 상, 다양한 종목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이루는

데 제한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이윤정 지도자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목적을 기존의 면대면 체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다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기초체력 향상에 목적을 두었

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승현 지도자 역시 수업 환경과 수업 기자재가 제

한적이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목적을 기존에

종목 중심의 면대면 체육 프로그램과 다르게 설정하였다.

종합하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면대면 프로그램

과 달리 대상자들의 특성과 발달 단계를 면밀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

으며, 수업환경과 다양한 용기구의 확보가 제한적인 특징을 가진다. 따라

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는 교육의 주체인 지도자

의 신념 이외에도 대상자들의 특성, 수업환경, 수업기자재,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의 특성 등의 요인들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도자가 주도적으로 목적 및 목표를 선정했던 기존의 면대면 체육 프로

그램과 달리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서는 지도자 뿐만 아니라 가정

도 교육의 주체로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이전에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러 면대면 체육

프로그램들은 대상자들의 운동 발달 단계와 여러 교육적 요구에 따라 감

각운동, 지각운동, 수중운동, 리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들로 진행되었다

(홍양자, 1996; 강승애, 2005; 홍양자, 이은경, 2007; 이용호, 홍혜전, 정희

정, 2017). 또한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프로그램은 경쟁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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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중심으로한 농구(신윤아 외, 2010), 뉴스포츠(장지우, 2014), 배드민

턴(정성민, 2014), 그리고 건강 및 여가와 관련된 태권도(김지태, 2009),

골프(김동민, 이용호, 2017) 등 다양한 종목들을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들

이 다수 보고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탐색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다채로운 활

동들로 진행되었던 여러 기존의 면대면 체육 프로그램과 달리 제한적으

로 이루어졌다(조기희, 정유금, 이옥선, 2021). 본 연구의 실시간 원격 체

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상자들의 특성과 수업 환경, 그리고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주로 체력향상을 위한 단순한 동작의 맨몸운동으로 구성되

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코로나 19로 인한 초등학교 체육교과의 원격수

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활동 반경과 기구가 제한적인 여건으로 인해 가

정에서도 혼자서 실시 가능한 체력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 체육

수업이 구성되었다는 김세기(2020)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다만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을 위한 운동용품을 구매할 수 있

는 예산이 마련되어 있어, 여러 용기구들을 사전에 배포하거나 대상자들

이 소유하고 있는 운동용 기구에 따라 소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들

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운동용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체육수업의 다양성

을 제공해줄 수 있다(노형규, 오광진, 2005). 또한 다양한 수업 기자재들

을 사용하는 것은 발달장애 아동의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여러 발달을 꾀할 수 있다(노형규, 2020). 이처럼 다채로운

수업 기자재를 구비하는 것은 대상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알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영역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양질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다양한 용기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사

회나 관련 기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노형규, 이동철, 2014).

또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특성 상 홀로 참여하며 수업 환경

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종목 중심의 스포츠 활동으로 구상하는데 제한점

이 많다(최현규, 조순묵, 2021). 하지만 한재희 지도자는 발달장애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체력활동, 리듬활동 물체조작활동 등 다양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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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활동들로 구성하여 여러 영역의 발달을 도모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

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향후에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맨몸운

동, 소도구를 이용한 운동 외에도 다채로운 활동들로 구성하여 장애 아동

들의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고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기관

과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지도자로서의 신념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장애인 체육회 소속의 지도자로서 각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생활체육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면대면 체육 프로그램과 같이 각 지역의 장애인

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모집된 대상자들의 인원에

따라서 대그룹, 소그룹, 1:1 수업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김세기(2020)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의 경우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을

이용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교사의 부담이 적고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

이 소규모 학급에서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비슷

한 맥락에서 최현규와 조순묵(2021)도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상세한

개별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을 이용한 이

용한 비율이 높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그룹 방식으로도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 연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쉬운 난이도의 활

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운동 참여를 위해 기관의

실무자, 보호자 등의 협조를 얻어 함께 지도하였다는 점에서 대그룹 방식

의 수업이 가능했다.

발달장애 아동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신체활동

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선 부모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김의수, 2003; 김경숙, 오아라 2006). 또한 발달

장애 아동의 인지능력과 전반적인 운동능력 수준(장시삼 등, 2019)을 고

려했을 때, 다양한 촉진법(West & Billingsley, 2005)을 통해 대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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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가 필요하다(최승권 등, 2018).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원활한 운

동 참여와 제한적인 지도방법을 고려하여 기관의 실무자, 보호자 등의 협

조를 얻어 함께 지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정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함미애(2020)와 윤태성, 류수연,

임경원(2020)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한재희 지도자와 김진용 지도자의 경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전에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참여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전문적인 지도자들이 이전의 여러 경험을 통해 정립한 지식들을 자

신의 신념과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지도한다는 Clark(1988)와 조성희(2003)의 주장처럼, 연구 참여자들

은 이전의 경험과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의 경험과 신념, 교육적 철학

등의 개인적인 요인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대상자들의

특성과 요구,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도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진행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

그램은 저마다 여러 맥락과 요인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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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본 연구에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

험과 인식을 분석한 결과 4개의 상위범주, 8개의 하위범주, 32개의 의미

단위가 도출되었으며, 각 상위 범주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범주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대안적인 수업: 임시방편’,

‘개별화 교육의 가능성’이라는 2개의 하위 범주로 묶을 수 있었다. ‘대안

적인 수업: 임시방편’이라는 하위 범주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감

염병으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장애 아동들의 요구

와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안적으로나마 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콘텐츠 활용 중심의 원격수업(교육부, 2020b)을 활용하

여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실시간 원격 방

식(교육부, 2020b)의 원격수업을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

은 동영상을 게재하는 콘텐츠 활용 중심의 원격수업이 모든 장애 아동들

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개별화 교육의 가능성’이라는 하위 범주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

램은 다른 원격 프로그램과 달리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보다 쌍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화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바탕으

로 도출되었다. 장애아동은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알맞은 내용과

지도방법을 통한 체계적인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이지연, 한수진,

2017).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원격수업들 중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이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에 알맞게 수업의 내용과 지도 방법을 변경하여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격수업이 장애 아동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수업이 어렵다고 보고한 함미애(2020), 이인지

(2020)의 연구 결과와 상반 되었다. 이는 과제 중심 수업 방식을 선택하

고 있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쌍방향

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원격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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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전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할 때,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실시간 원격의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위범주인 ‘프로그램의 의미’는 ‘사회와 나란히 걷기: 적응행동

교육’, ‘성장의 계기’라는 2개의 하위 범주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에게는 탈사회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지도자로서 한

층 성숙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실시

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의 의미를 찾았다. ‘사회와 나란히 걷기: 적응

행동 교육’이라는 하위 범주는 연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상자들이 원격 수업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발달장애 아동들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

을 겪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적응행동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Dunn & Leitschuh, 2010).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

서 언택트(untact)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장애 아동들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언택트 문화의 일부로서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적응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운동할 수 있는 대안을 제

공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넘어 적응행동기술을 배우고 탈사회화를 방지

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았다.

‘성장의 계기’라는 하위 범주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발달장

애 아동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도 여러 방면에서 한층 성숙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원격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료 지도자들과

협력하며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자신의 수업을 동료 지도자들에게 개방하

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더불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장애 아동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대상자들

의 향상을 목격하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다

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신체활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도 방법의 변

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Benner(1984)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교사는 기존의 지식을 재점검하고 이를 맥락에 맞



- 139 -

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Dewey(1933)도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재구성하고 자신의 수

업을 반성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원격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진행하면서의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기존 지식들을 재점검하고 이

를 맥락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배우며,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면서 전문

성을 함양하고 있었다(Benner, 1984).

셋째, 상위범주인 ‘교육적 활용 가능성’은 ‘반신반의하면서 시작: 가능

할까? vs 가능하다!’, ‘엇갈린 시선: 그래도 대면 vs 대면과 함께’라는 2

개의 하위 범주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 ‘반신반의하면서 시작: 가능할까?

vs 가능하다!’라는 하위 범주는 연구 참여자들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

그램을 준비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년간 장애아동을 지도하면서의

경험과 지도자의 신념 등의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을

표하였다. 발달장애 아동은 운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일반적으로 지

적수준과 운동발달 수준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노형규, 2020). 따라서 지

도자들은 언어적 지시, 모델링, 신체적 접촉 등 다양한 촉진법(West &

Billingsley, 2005)과 지도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장애 아동들이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 환경, 지도 방법 등을 수정 및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최승권 등, 2018). West와 Billingsley(2005)는 특

정 행위를 유도하거나 수업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체적 접

촉은 가장 많이 개입함으로써 특정 행위를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시간 원격의 방식은 지도자와 대상자가 물리적으로 떨

어져 있어, 신체적 접촉 없이 언어적 지시와 모델링으로만 지도해야한다

는 제약과 발달장애아동의 낮은 지적수준과 운동발달 수준으로 인해 실

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였다.

한편,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설지호 지도자는 실시간 원격 프로

그램을 준비하기에 앞서 장애유형 별 홈트레이닝 영상을 촬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실시간 원격 프로그



- 140 -

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하였다. 더불어 설지호 지도자는 대상자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신체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다른 연구 참여자와 달리 신체적 접촉 없이도 프로그램을 진

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도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식

을 재구성하고 현재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Benner, 1984). 이처럼 설지호 지도

자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신념과 이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었다.

‘엇갈린 시선: 그래도 대면 vs 대면과 함께’라는 하위 범주는 연구 참

여자들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이후에 해당 프로그램을

향후에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연

구 참여자들은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이 기존에 면대면 프로그

램에 비해 제한점들이 많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의 경험과 지도

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는 의견이 나뉘었다. 면대면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

용 기구, 장소 등으로 인해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못한

다는 제한점들과 지도방법 및 의사소통의 제한점들로 인해 면대면 프로

그램을 희망하고 있었다.

반면, 특수체육 프로그램이 면대면과 더불어 원격으로도 필요하다는

입장의 연구 참여자들은 효과성은 원격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점에 동의

하고 있지만, 대상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 향상이 가능

했다는 측면에 주목을 하였다. 즉, 이들은 대상자의 특성과 지도자의 전

문성에 따라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으로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아가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상자들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대

상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에도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한다고 하였다.

특수 교육은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가진 대상자들을 위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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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고안된 교육을 의미한다(이지연, 한수진, 2017). 본 연구에서 일

부 연구 참여자들은 면대면 프로그램보다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에 적합

한 대상자들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수 교육의 일환으로서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해당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임병노(2012)는 좋은 콘텐츠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현장

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노력이 없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하

였다. 또한 김현옥(2011)은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들이 교육매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실제 현장에서 교육매체를 활용하는 양상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실시간 원격 체육 프

로그램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지도자

와 교사의 인식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방증한다.

넷째, 상위범주인 ‘지원방안’은 ‘환경 구축하기’, ‘내실 다지기’라는 2개

의 하위 범주로 구성할 수 있었다. 하위범주 ‘환경 구축하기’는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운동용 기자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출하였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

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관의 실무자 혹은 가정의 부모 등 주변사람들

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이인지(2020)도 장애학생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데 있

어서 가정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내실 다지기’라는 하위 범주는 연구 참여자들이 실시간 원격 체육 프

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육과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도출되었다. 현재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위한 체

계화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렇게 지도자

들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인해, 다른 지도자들이 부담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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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자들

에게 체계화된 가이드라인과 지도자들을 위한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양질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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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

그램을 진행하는 지도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실시간 원

격 체육 프로그램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 아동 대상 실

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둘째,

발달장애 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지도자의 경험

과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지도자가 인식하는 발달장애 아동 대상 실

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이다. 이와 같은 연

구 문제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진행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연구 참

여자와 대상자들의 여러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실시

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는 기존의 면대면 프로그램과 달

라지는 경우도 존재했으며, 기존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

적인 목표가 정해지지 않거나 목표가 낮아지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프

로그램의 내용은 대상자들의 수업 환경과 소유하고 있는 운동용 기구를

고려하여 맨몸운동, 소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운동의 형태로 구성되고

있었다. 수업의 방식은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기관의 상황과 프로그램

의 취지, 지도자로서의 신념에 따라 1:1수업, 소그룹 수업, 대그룹 수업

과 더불어 부모 참여 방식의 수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처럼 본 연구에서 탐색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요인 뿐 만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다양

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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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은 프

로그램의 필요성, 의미, 교육적 활용 가능성, 지원방안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면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사회

적 상황과 발달장애 아동들의 교육적 요구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수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었다. 또한 장애 아동들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로 인해 지도 방법과 수업

내용, 환경 등을 변형하여 개별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원격 방식의

체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 아동들에게 있어

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 이외에도 언택트(untact)문화

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행동기술을 습득하여 탈사회화를 방지할 수 있다

는데 그 의미를 찾았다. 더불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

도자들도 동료와 협력하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지식을

재점검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등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이전에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

들은 다년간의 경험과 장애 아동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설지호 지도자는

원격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유사한 경험과 지도자로서 자신의 신념을 바

탕으로 프로그램이 실현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에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향후

에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었다. 기존처럼 프로그램을 면

대면으로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대상자들과의 소통, 수

업의 효율성, 종목의 다양화를 중점을 두고 면대면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었다. 반면,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을 향후에도 실시해야한다는 연구 참

여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기존의 면대면 프로그램보다 효과성이 떨어지

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시간 원격 방식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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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참여자들은 향후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내실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원격 프로그램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전자장비, 운동용품에 대한 지원이 필

요하며, 대상자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요

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양질의 프로그램이 확대되

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위한 각종 연수들과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을 필

요로 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자가 발달장애 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

구 참여자들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탐색한 결과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면대면 프로그

램과 달리 지도자와 대상자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

타난 것과 같이 대상자들의 수업 환경과 운동용 기구, 보조 인력의 도움

등은 프로그램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모습이 다양

하게 나타났다. 특히 수업에 참여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수업을 보조해줄 수 있는 기관의 실무자, 가정의 학부모 등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둘째,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이전에 해

당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로

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전의 인식은 변화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

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일부 대상자들에게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적합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더불어 발달장애 아동을 넘어 체육시

설에 접근이 낮은 대상자, 재가 장애인 등에게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

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탐색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맨

몸운동과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운동용 기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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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신체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동용 기구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양질의 프로그

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수업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교육과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2. 제언

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발달장애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지도자의 경

험과 인식 연구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한 제언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에서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양질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

로그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도자들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

여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담감과 의구심

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과와 본 연구를 진행하는 당시에 실시간 원격 체

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토대로, 많은

지도자들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과 의구심을 가지

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에 지도자들이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은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일부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수업 방식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동료 지도자들과 협력하거나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프로그램을 구상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양질의 프로그램

을 구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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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있어서 수업을 보조해줄 수 있는 주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토대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과 가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지적 수준과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수업에 이탈

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도자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조 인력

의 참여가 필요하다. 더불어 보조 인력들은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

문에 보조 인력들이 장애 아동의 신체활동을 보조할 때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보급과 이들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

다.

셋째,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실시간 원격 체

육프로그램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매뉴얼과 지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연수와 교육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은 기관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바탕으

로 이루어졌으며, 체력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대다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특성과 요구에 알맞은 다양한 신체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가이드라인과 여러 운동물품들이 지원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

로그램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른 지도자들이 진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비교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는 점을 토로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원격 체육프

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실시간 원격 체육프로그램

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토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가 갖는 여러 제한점들과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으나 후속

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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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운영방안을 탐색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8

명의 지도자들이 진행한 발달장애 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의 운영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

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들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

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이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운영방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되며 나아가 이를 토대로 수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이전에 해당 프

로그램이 장애 아동들에게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

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향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

하는 실행 연구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프로그

램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

도자들의 인식을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실시

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행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주변인들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기관의 실무자와 가정의 학부모들은 장애

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부터 신체활동을 지도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더불어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에 있어 부모의 영향과

역할은 매우 크기 때문에(노형규, 이동철, 2013),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

그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장애 아동들의 프로그램 참여 정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장애 아동들의 프로그램 참여

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의 실무자와 가정의 학부모들이 실시

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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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연구참여자 모집 문건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구 과제명 

발달장애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지도자의 경험과 인식

연구 책임자명 

강병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생)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도자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특수체육 프로그램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음

참여자 선정조건

 1) 만 18세 이상의 특수체육 지도자

 2) 최근 3개월 이내,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특수체육 지도자 

 3)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특수체육 지도자(관련 분야 자격증*,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 교원 자격증, 특수체육지도자 자격증,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참여 내용 :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과 경험들에 대한 면담

참여기간 및 장소

 1) 기간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일 이후(2021년 4월) ~ 2021년 5월 31일

 2) 장소 : 비대면/대면(장소는 추후 협의)

참여 시 사례 : 없음

참여 방법 : 1~2회에 걸친 개별 면담(약 1시간 30분 소요)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하십시오.

이름:   강 병 무       전화번호: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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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지도자용) 

연구 과제명: 발달장애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지도자의  

             경험과 인식

연구 책임자명 : 강병무(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지도자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탐

색하는 연구입니다. 귀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전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강

병무 연구원(01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

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

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

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을 진행한 지도자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 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만 18세 이상의 특수체육 지도자 중 최근 3개월 이내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해당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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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성을 갖춘 8명의 지도자가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귀하는 본 연구자와 1회 걸쳐 90분 가량 개별 면담에 참여하도록 요청받

을 것입니다. 개별 면담은 귀하가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서 겪은 경험들과 인식, 지원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면담은 귀하의 의

사에 따라 비대면 혹은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면담 과정은 귀하의 동

의하에 녹화/녹음될 것입니다. 면담이 끝난 이후 연구자가 면담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면담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면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끝난 뒤에는 귀하의 동의하에 

여러 문서자료와 영상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문서자료로는 프로그램 

계획서 및 지도안, 회의록 등의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며, 영상자료는 본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한 지도자의 수업 진행 영상만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영상자료는 각 기관 홈페이지 혹은 SNS(유튜브, 페이스북)에 게재되어 있

는 지도자의 수업 진행 모습만을 촬영한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면담자료와 

함께 자료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이후(2021년 4월 이후부터 

2021년 5월 중), 약 1회에 걸쳐 1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

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

료는 연구 결과에 반영하지 않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 169 -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귀하가 실시한 발달장애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에 대한 인식과 참여경험, 지원 방안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입니다. 따라

서 연구 참여에 있어 특별한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귀중한 경험과 의견들은 양질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도자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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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강병무(010-0000-0000)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에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 연령, 해당 분야의 학력 

및 경력만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연구 책임

자인 강병무 연구원과 공동연구자인 이용호 교수에게만 접근

이 허락되며, 연구책임자의 암호가 걸려있는 컴퓨터에 저장하

는 방법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녹음(대면) 및 녹화파일(비대면)

은 면담 내용을 전사 후 즉시 파기할 예정이며,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 자료의 경

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연구 종료일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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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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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

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

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

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

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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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강병무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

일: 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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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발달장애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지도자의  

             경험과 인식

연구 책임자명 : 강병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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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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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

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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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

원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9.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대면) 및 녹화(비대면)가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0.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지도자의 수업 진행 영상자료 및 문서자

료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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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아동 대상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 지도자의  

             경험과 인식

연구 책임자명 : 강병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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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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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

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

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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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

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보관하겠습니다. 

9.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대면) 및 녹화(비대면)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0.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지도자의 수업 진행 영상자료 및 문서자

료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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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 -

부록 3. 심층 면담 질문지

구분 내용

진행

경험

1.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2.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준비과정에 대해 이야기해주시겠어요?

3.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도하실 때, 중요하게 고

려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4.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한 차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5.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셨나요?

6.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자

신만의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7.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인식

1.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기 전에, 어떠한 기대를 가

지고 있으셨나요?

1.1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수업 이전의 기대는 어떻게 달

라졌나요?

2.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을 비교했을 때, 어떠

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1 기존의 대면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태도와 수업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2.2 기존의 대면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의 구성(목표, 내용, 지도방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3 기존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학습 효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

시나요?

3.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점(장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시나요?

4.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활용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5.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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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1.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에서 어려움(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

고 생각하시나요?

2. 양질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양질의 실시간 원격 체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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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dapted

Physical Activity Instructors'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Real-time Distance Physical

Activity Program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eongmoo Ka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llect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real-time distance physical activity(PA) programs by

exploring the adapted physical activity(APA) instructor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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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erception of real-time distance PA programs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DD). To achieve the purpose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1) How are real-time distance PA

programs organized and implemented for children with DD? (2) What

is APA instructors'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real-time distance

physical activity programs for children with DD? (3) What

improvement are needed for real-time distance PA programs for

children with DD?

This study was conducted on a qualitative approach based on a

constructive paradigm. This case study was conducted from August

2020 to June 2021, and the procedure of the study was largely carried

out in three phases: plann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results. Eight APA instructors who conducted real-time distance PA

programs for children with DD were recruited as research participants

through purposeful sampling and snowballing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documentations, videos.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procedures for transcripts, analysis,

and interpretations presented by Wolcott(1994) and the case

integration analysis presented by Yin(2003). In addition, to ensure the

trustworthiness of the study, the researcher used methods of

triangulation, review by research participants, and consultation among

colleagues. In compliance with research ethics regulations, the

researcher were careful not to cause any disadvantages or ethical

problems for research participa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al-time

distance PA program conducted by APA instructors was analyzed in

three aspects: the objectives and goals, contents, and methods of the

program. There were two findings of objectives and goals. (1) The

objectives of real-time distance PA program differ greatly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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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to-face PA program (2) Although similar objectives were set,

they did not set specific goals or have been lowered. The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influenced by instructors and the classroom

environment including equipment owned by children. So the contents

of the program consisted of various forms, ranging from full body

exercises and activities using small tools to combination of various

activities. The methods of the program were influenced by the belief

as a APA instructors, the purpose of the program, and the situation

of the institution to which instructors belong and conducted in the

form of parental participation, 1:1 classes, small group classes, and

large group classes. The real-time distance PA programs in this

study were conducted in many different forms under the influence

of various situations and contexts of APA instructor and children

with DD.

Second, APA instructors' perception of real-time distance PA

programs for children with DD was categorized into program needs,

meanings, educational availability, and improvements. APA instructors

were recognized the need for alternative PA program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children with DD and social situations

where face-to-face programs are impossible due to COVID-19. In

addition, based on the need for individualization education suitable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due to various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PA instructors recognized the need for

distance program that enable interactive communication in real-time.

The meanings of real-time distance PA programs was that it was

able to prevent de-socialization by acquiring behavior skills that could

adapt to the untact culture for children with DD. And they recognized

its meaning in that it was an opportunity to foster expertise and

grow into more mature instr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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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instructors' perceptions of the educational availability of

real-time distance PA programs have been distinguishable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Most APA instructors had doubts about whether

they could proceed with child with DD before conducting real-time

distance PA program. However, Seol Jiho recognized that the program

was feasible based on his belief in the role of the instructor and

experience conducting distance program. After the program, APA

instructors were divided on whether to use real-time distance PA

program in the future. Some instructors expressed a positive stance on

educational availability of real-time distance PA program in the future.

They said that although real-time distance PA program is less effective

than face-to-face program, there is somewhat effectiveness and it can

also be suitable depending on children's characteristics. Whereas, the

other instructors who focused on communication with children, the

efficiency of program, and diversification of activity recognized that

there were many restrictions on educational use of real-time distance

PA program.

To expand real-time distance PA program in the future, instructors

argued that the physical environment needed to be improved, including

support for electronic equipment and sports equipment. They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support for assistants who could assist with

activities based on the fact that children with DD needed help to

participate in program. In addition, instructors said that training and

structured guidelines were needed to expand the program and improve

the quality of program.

Finally, in conclusion to the findings and discussions of the study,

the following are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real-time distance PA

program and follow-up research. For implementing real-time distance

PA program, first, in order for a quality real-time distance PA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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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ake place, changes in instructors' perceptions and efforts are needed.

Second, active cooperation of institutions and families is needed in

conducting real-time distance PA program. Third, in order for quality

real-time distance PA programs to be expanded, it is necessary to

provide guidelines for improvemen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as well

as dissemination of structured guidelines and training for instructors.

For follow-up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contribution

factors and management plans of real-time distance PA programs.

Second, action studies are need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real-time distance PA programs. Third,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assistants's perceptions of real-time distance PA programs.

keywords: real-time distance physical activity programs, distance

physical activity,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apted physical activity instructor, perceptions o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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