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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증 발달장애 성인의 

자기결정력 향상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경험 및 변화 탐색

송     진     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경증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결정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해보고 운동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어

떤 경험과 변화를 제공해주었는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한 연구문제로는 첫째, 발달장애 성인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운동프

로그램 참여는 참여자에게 어떤 경험이었는가, 둘째, 경증 발달장애 성인

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참여자에게 어

떤 변화가 있었는가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8개월

동안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절차는 크게 계획 수립 단계,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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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프로그램 진행, 자료수집 및 분석의 단계, 결과 정리의 단계와 같이

5단계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1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과 운동 프로그램 종료 후 심층 면담에 참여한 부모 10

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수업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의 경우 Wolcott(1994)의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

석(interpretation) 절차를 따랐으며, 더불어, 다각적 분석, 연구참여자에

의한 검토, 그리고 동료 간 협의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

보하였다.

운동 프로그램은 Wehmeyer의 자기결정 기능적 이론을 토대로 자기

결정의 하위기술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전략을 수립하여

구성하였다. 크게 인사, 출석확인, 체조, 컵스내치 게임, 순환운동, 스포츠

스태킹, 소감발표 및 마무리 인사로 프로그램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주요

한 전략으로는 참여자가 직접 프로그램 진행자 역할하기, 목표를 직접

선택하고 달성해보고 목표 수정해보기, 소감발표하기 등이 있었다. 프로

그램은 주 2회씩, 12주간, 총 24회로 진행되었으며, 한 회기당 90분식 수

업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 부모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참여자 경험과 관련한 연구결과와 논의로, 첫

째,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발달장애인은 본 연구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인공이 되는 경험,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경험, 능동적인 행동

을 하는 경험, 책임감을 갖는 경험을 함으로써 본 운동 프로그램은 이끄

미가 되는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자기결정 하

위 기술의 의사결정, 선택하기, 자기옹호와 리더십 기술과 내용적으로 관

련이 있었다.

둘째, 참여자는 본 연구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모

습을 보여주었고,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고, 자기 표현을 하는 경험

을 함으로써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이는 자기결

정 하위 기술의 자기지식, 자기옹호와 리더십기술, 목표설정과 성취, 자

기관리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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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참여자는 본 연구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였고, 규칙을 배우고 준수하는 경험과 함께

협력하는 경험을 하면서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있

었다. 이는 자기결정 하위 기술의 자기지식과 내용적으로 관련이 깊으며

특히 자기지식의 내용 중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을 하는 개념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참여자는 본 연구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경험을 하고, 매일 프로그램에 오기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경험과 프로그램 중에는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

되었을 때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경험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운동 효

과까지 동반하는 경험을 하였기에 이는 참여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시

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이런 경험은 자기결정 하위 기술 중 자기지

식과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자기지식의 하위 개념 중 자신의

능력과 흥미 및 정서적 상태를 인식한다는 개념, 신체적 자아에 대한 지

식의 개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한다는 개념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참여자 변화와 관련한 연구결과와 논의로, 첫째, 프로그램

내에서 관찰된 변화는 역할 수행 중의 변화인데 진행자 역할을 1차로 하

고 2차로 할 때는 점점 여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와 함께

자신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출석과 체조와 컵스내치 게임을

진행할 때 특히 그런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결정의 하

위 기술 중 자신의 능력과 감정 등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지식과

리더십에 관련된 개념인 자기옹호 및 리더십과 내용적으로 관련성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는 참여자가 화를 내거나 짜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짐이 관찰되었다고 하며, 평

소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 프로그램 참여 기간 중에 긍정적인 변

화가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화가 나는 순간에도 좋게 웃어넘기는 식의

행동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참여자 다수가 감정적으로 안정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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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여러 참여자가 가정에서 말이

많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등 언어적 행동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 관찰되

었으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출석을 하고 프로그램을 기대하며 기다

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운동이 재밌는 것이라는 인식이 새롭게 심어지

는 등 운동에 대한 동기가 생긴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결정의 하위 기술 중 자기 지식과 목표설정과 성취와 내용적

으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 측면에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동

프로그램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제공과 프로그램 난이도 조정에

따른 효과가 어떠할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모두가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대상 운동 프로그램이었는데, 두 그룹은 장

애 특성이 많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연구를 향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력 측면에서는 첫째, 본 연구

가 기초가 되어 향후 양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논의에서 다룬 자기결정

하위기술 관련성 및 자기결정력 향상이 효과성 측면에서 검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후속 연구의 대상자가 본 연구와 동일하게

직업이 있는 발달장애인일 경우 직장에서의 직무 수행에서는 어떤 변화

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자기결정력과 관련한 주요한 하나의 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기결정력 경험 및 변화를 결과가 아닌 조

금 더 과정으로 보고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과

정을 확인하고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의 개별

특이사례인 조현병 증상 호전과 관련하여 자기결정력 및 운동 프로그램

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의미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자기결정력, 발달장애, 운동 프로그램, 심층면담, 참여자 경험,

참여자 변화

학 번 : 2019-2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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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이 스스로 선

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와 권리가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

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김충희, 양옥경, 2004; 김고은·

이해영, 2015).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

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가치 중 하나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자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발달장

애인복지론, 2014; 신원식, 임지희, 최문경, 2017).

하지만 장애인식에 대한 사회적 변화와 이론의 발전, 다양한 프로그램

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분리와 배제의 범주에 놓여있

다(성명진, 2015). 이는 자기결정은 독립, 자율성 등이 주요 과업이기 때

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과정은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제약이나 상호작용의 결여가 되어 있는 자들로 간주되어 자기결정 논의

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김성태, 2017).

임상훈 등(2020)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되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경우 학령기부터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

구하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나타내고, 여전히 부모 또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력이 낮으며, 성인기로 전환된다는 관점

에서 자기결정력이 길러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자기결정은 긍정적인 성인기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최근 특

수교육계에서 자기결정 향상이 발달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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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지지하는 연구(Houchins, 1998; Realon,

Favell, &, Lowerre, 1990; Wehmeyer, 1992a)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김

혜경, 2003).

Wehmeyer와 Schwartz(1997)의 연구에서 장애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과 자기결정력이 높은 집단의 학생(80%)은 낮은 집단의 학생

(40%)에 비해 2배정도 더 고용되었으며, Wehmeyer와 Palmer(2003)는

졸업한지 1년과 3년이 된 인지장애 성인인 94명을 대상으로 추적연구를

실시한 결과 자기결정력이 높은 집단의 대상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았다고 한다. 국내의 연구가 아니기

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 발달장애 성인에게 자기결정력이 성

인기에서 질적인 삶과 관련이 되어있으며(Guess, et al., 1985), 적절한

사회생활 영위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Wagner et al.,

1991). 이에 따라 자기결정력은 대부분의 장애인 성인기에서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Wehmeyer(1996)는 자기결정 기능이론을 통해 장애인도 적절한 교육

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결정과 관련한 교육 및 중재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기회가 반복적으로 주어질 필요

성이 있다.

자기결정력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질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

요하기에 목표 설정, 감정 조절, 자존감과 같은 하나의 라이프스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라이프스킬은 운동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훈련이 진

행되었을 때 촉진 및 발달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운동을 통해 습득된

라이프 스킬이 운동이 아닌 일상생활로도 더욱 효과적으로 전이된다고

Gould와 Carson(2009)이 설명하였다. 운동이 기반이 된 자기결정력 중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며,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국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 기반 중

재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들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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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조금씩 자기결정과 관련한 교육과 훈련이 시도되고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운동을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

정임을 이수정과 김진호(2020)가 국내 실험연구를 정리하면서 보고한 내

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력을 중재한 국내 연구는 3

편으로 파악되었고, 그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김종규 등,

2020)이기에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자기결정력의 구성요소나 원리가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프로그램에 적

용되어야 운동 기반 중재 프로그램으로서의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에서 복잡한 개념으로 이루어

진 자기결정력을 하위 구성요소 및 원리로 분석하고 그 원리를 적용시킨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해본 후, 참여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발달장애인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본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이 있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경증 발달장애 성인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

그램을 구성하여 참여자들에게 12주간 적용해보고, 해당 참여자들은 프

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

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경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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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참여자에게 어떤 경험이었는가?

2) 경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참

여로 인하여 참여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제 4 절 용어의 정의

가. 경증 발달장애 성인

발달장애의 범주는 DSM-5에서 정의하는 발달기에 출현하고 보통의

발달과 다른 것으로 특징 지워지고 그 때문에 일상생활의 곤란을 초래하

는 상태인 신경발달장애로 지적발달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장

애, ADHA, 특정 학습장애, 틱 장애 운동장애, 그 외의 신경발달장애로

규정한다. 대한민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의

하면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 밖에 통상

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에 따라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한정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상태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

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를 크게 지

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는 범주로 보며, 「장애인복지법」분류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경증)’, 간단한 의사소통 이상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연령의 장애인을 경증 발달장애 성인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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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결정력

자기결정력은 자신의 삶에 있어 주체적인 결정권자가 자신이라는 것

을 알고 부당한 외부의 영향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삶의 질

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Wehmeyer, 2001).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직접 보고하는 자기결정력 관련 경

험과 변화가 아닌 참여자 부모가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참여자의 자기결

정력 경험과 변화에 대하여 다루었다.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상 심층

면담 진행에서의 제약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본

자기결정력 경험과 변화로 제한하였다.

제 5 절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운동프로그램을 경험한 발달장애인 참여자의 경험과

변화를 탐색할 예정이지만, 참여자의 장애 특성상 직접적인 질적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자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간접

적으로 경험하고 느낀 변화에 대해서 심층면담을 하고 질적 분석을 할

예정이다.

둘째, 본 연구는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과 변화를 탐

색하는 것이지만, 연구 결과를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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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성인 발달장애인

가. 발달장애의 정의와 특성

1) 발달장애의 정의

발달은 인생의 긴 과정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로 인간의 출생에

서 사망까지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를 지칭한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생태적 유연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이다

(조복희, 2006). 발달은 양적인 증대의 변화 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 과정

도 포함하며 성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발달의 개념을 과

거에는 신체적, 심리적인 기능이나 구조의 상승만을 발달로 간주하는 경

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쇠퇴하는 것도 발달로 간주한다. 따라서 미숙한

수준에서 원활하게 되거나, 단순한 것에서 복잡하게 되는 것만을 발달이

라고 하지 않는다(백종남, 2011).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1970년 미국의 발달장애 서비스 및 시설 건축법

에서 처음으로 그 개념이 대두되었다(Accardo & Whitman, 1996). 이 법

에서는 발달장애를 정신지체, 뇌성마미, 간질 또는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기타 여러 신경학적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교적 항구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미국 발달장애 용

어사전과 우리나라 특수교육용어사전에 나와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

의를 살펴보면 발달장애는 22세 이전에 명백히 나타나고, 심한 만성적

장애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 혹은 2가지를 복합적으로 동반하고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관리, 수용 표현 언어, 학습, 이

동, 자기 지시, 독립적인 생활능력, 경제적 자급자족 등 주요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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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중 3가지 이상의 기능적 한계를 지니며, 평생 동안 또는 장기간 개

별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되는 특수하고 다학문적이며 포괄적인 특별 서

비스, 개별화된 지원 기타 원조를 필요로 한다(이승희·조흥중, 2001).

최근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 협회 역시 발달장애에 대해 중증의 만성

적장애로서 인지적, 신체적 또는 양쪽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정의

하고 있다. 발달장애는 경우에 따라 선천적인 시청각 손상처럼, 순수 신

체적인 장애가 이에 속하고, 뇌성마비, 간질, 자폐증 또는 다른 장애 조

건에 의해 기인하기도 하며, 다운증후군, 태아 알콜 증후군, 약체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에 의해 기인하기도 한다. 발달장애는 경우에 따라 지적

장애를 동반할 수도 있으며,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체적 손상이 없

이 인지적 원인에 의한 경우도 발달장애에 속한다. 아동의 자극과 성인

의 관심 수준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도 발달장애에 속할

수 있으며, 인지 발달과 적응행동 기술을 촉진하는 가족과 교육적 지원

과 같은 교육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도 발달장애에 속할 수 있다

(AAIDD, 2011).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장애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당시

‘정신지체’로 처음 명시되었으며, 이후 1982년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

다.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면 “발달장애

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서 ①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

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②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

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이 외에도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

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발달장애의 정의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달기 중에 드러나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이나 인지, 언어,

사회성 및 운동 눙력 발달에 지체를 보이는 상태를 총칭하고, 보통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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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포함한다(김삼섭 외, 2016).

따라서 이상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발달장애의 개념에 대해 다양

하게 정의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간의 발달상의 과정에 있어서

그 수준이나 정도에 지체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하나의 장애유형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함하는 넓은 범

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는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기 전

까지의 시기에 어떤 장애요인에 의하여 발달이 저해된 상태로 그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고, 중증의 만성적 장애이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아동의 양

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자녀양육의 주책임자인 발달장애아동

어머니들에게는 더 고통스럽고 힘들며 어려움이 따를 것을 예측할 수 있

다.

2) 발달장애의 특성

발달장애인 권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을 크게는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와 자

폐성 장애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적장애의 특성

정신지체는 일반적으로 현재 기능 수준의 심각한 제한을 의미한다(김

태련 외, 2004, 재인용).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규정하는 기본법령인 장애

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

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

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인들은 개인차를 감안하더라도 언어와 인지능력의 발달에서

일반인들과 가장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정신지체아

동들은 언어발달에 있어서, 지체되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며 정확

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조음문제가 흔히 일어난다. 박원덕(2009)은 부족

한 주의력과 기억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언어발달 단계를 따르더라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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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아동에 비해 습득 속도에 지체가 발생되며, 성장과정에 있어 주변 환

경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거나 민감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에 중요한 사회적 기술에 결함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부적절한 얼굴 표정과 신체접촉을 보이며, 상황과 대상

에 맞지 않는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할 때 감정이입을 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인지에서도 결함을 보여 다른 사람

의 관점이나 상황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지적 장

애인에게서는 낮은 주의집중과 느린 동작, 낮은 기억력을 관찰할 수 있

으며 관찰이나 모방을 통한 모방학습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

였다(정무성 외, 2008).

(2) 자폐성 장애의 특성

자폐성 장애는 2000년부터 발달장애라는 명칭으로 장애범주에 포함괴

었으며, 2007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자폐성 장애로 변경되었다.

자폐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기술발달의 손상, 제한된 행동양

식과 제한된 관심을 보이는 전반적 발달장애이다. 미국자폐협회에서는

자폐증은 아동이 태어나고 3년 안에 발생되며 일생동안 장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증 발달장애로서 신체, 사회, 언어적 기술을 습득하는 속

도에 장애가 있고, 비정상적인 감각자극 반응 등을 보인다고 하였다(김

귀자, 2002; 재인용).

자폐증의 주된 증상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

인데, 1세 이전의 유아기에는 타인과 눈 마주침을 피하고 이후에도 부모

와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이 생겨 부모에 대해 냉담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홍지연, 2006). 이러한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사회적 비정상성은 연

령에 따라 변하는데 생의 매우 초기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에 결함을 보이

고, 특히 유아기부터 그 문제가 점차 확실해지고 심각해진다. 따라서 부

모와 다른 어른을 구별하지 못하고 특정한 애착 행동발달의 지체를 보인

다(Rutter & Quintion, 1984). 자폐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는 생

후 초기부터 나타나며 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기초로 하는 이후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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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부모 이외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

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특성이 있으며, 언어를 구사하는데 있어 장애

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자폐아동은 언어를 불완전하게 구사하며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 되풀이에 그치는 경우를

쉽게 관찰 할 수 있다(이재환 외, 2014). 의사소통의 경우 자폐아동은 언

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장애를 보인다. 눈 맞춤이 안 되고, 사회적 미

소나 다른 정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고, 상대

방과 함께 동일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상호작용하는 능력도 매우 부족

하다. 언어를 습득한다고 해도 매우 늦을 뿐 아니라 종종 비정상적이다.

이상한 단어나 구절을 사용하여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경향

이 있으며, 반향어나 대명사 사용의 혼란 역시 정상아동이나 다른 발달

장애에서보다는 자폐아동에게서 더 흔하게 발견된다.

또한, 자폐증의 경우 대부분 다른 장애를 동반하는데, 지적장애와 중

복되는 경우가 70.8%에 달한다(전찬영·서미아, 2013). 자폐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증된 바는 없다. 다만, 자폐증의 원인으로 생물학적

원인 기질적 원인, 심리적 원인 등으로 나누어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신

현석, 2013).

나. 성인 발달장애인

2015년 11월 21일 시행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에 제정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연구가 유아·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 반

해 성인발달장애인은 각종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연령이 빨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20세 이상 등록 성인발달

장애인의 수는 2011년 183,336명에서 2013년 196,999명으로 약 7% 증가

하였으며(보건복지부, 2011; 2013), 앞으로도 성인발달장애인의 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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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성인발달장애인은 취업, 자립생활, 결혼 등 학령기와는 다른 발달

기제를 성취해야 하며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박성우·김창호, 2003)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훈련은 필요하

다. 하지만 장애와 관련한 신체·인지적 문제,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과 이에 대한 주변의 우려(박성우·김창호, 2003) 및 가정의 지나친 과잉

보호(이숙향, 2009; 김교연, 2012), 취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족과 부모의 노화 등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은 성인으로서의 성

공적인 전환과 자기결정을 위해 필요한 훈련기회와 환경을 충분히 제공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연구 역시 발

달장애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기결정이 성인기의 삶의 질과 직업에서의 긍정적인 성과, 행

동문제 감소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볼 때(박성우·이

상진, 2004; Dunlap, Dyer & Winterling, 1990; Fisher et al., 2005;

Schwartz & Wehmeyer, 1997; 1998; 김수진, 2014 재인용), 자기결정은

발달장애인이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의 전생애에 걸쳐 중요하며, 성인발

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제 2 절 자기결정

가. 자기결정에 대한 정의 및 개념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自己決定)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자

기(自己)는 ‘그 사람 자신’을 뜻하며 결정(決定)은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

하게 정함’을 뜻하는 것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자기결정’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을뜻한다.

자기결정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능력을 판가름하거나 특정 범위의 적

용 여부를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자기결정 향상을 위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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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hmeyer, 1998; 이 복실, 2012 재인용). 그래서 연구자들은 관심분야

에 따라 다양하게 자기결정을 정의하였다.

Ward(1988)는 자기결정을 ‘자신의 목표를 정의하도록 유도하며, 이 목

표에 도달하기 위해 출발하도록 하는 태도와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김명실, 2008 재인용). Deci와 Ryan(1985)는 자기결정을 개인의 내적 동

기화(내적욕구)에 영향을 받는 동기화된 행동이라 하였다(이복실, 2012

재인용).

Wehmeyer(2005)는 ‘개인의 삶의 원인주체로서 행동하게 하고 삶의

질을 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하였으며(이복

실, 2012 재인용) 자기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심리적 역량강화와

자아실현과 같은 특별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Wehmeyer, 1996, 2003; Wehmeyer et al., 1998; Wong &

Wong, 2008 재인용). 그리고 Turnbull(2002)는 ‘자신의 가치, 선호, 장점

및 욕구와 일치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Field &

Hoffman(1994)는 ‘환경적 조건 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의 및 자기존중을

토대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해내는 개인의 통제능력’으로 자기결

정을 정의하였다(이복실, 2012 재인용). 또한 Bambara(1998)는 자기결정

을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 자신이 혹은 외부로부터 최소한의 영향

만 받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Brown &

Gotherlf(1996)은 자기결정을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여 ‘한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것, 좋아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인 의사소

통을 통하여 성취하려고 할 때 요구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류숙렬,

2002 재인용). 그 외에 Abery와 Stancliffe(2003)는 자기결정은 ‘개인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Wong

& Wong, 2008 재인용).

이처럼 자기결정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자기결정은 기

회의 제공을 통해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정의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에게 자기결정은 어려운 것으로 보

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영역에서의 자기결정은 장애인 스스로 일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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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실현으로 장애인이 선택하고 결

정하는 것이 반드시 모든 일을 스스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

애인을 지원하는 인력이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사전에 결정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지적장애인이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자기결정은 실현될 수 있다(Niefhoff, 1998; 이복실,

2012 재인용). 이는 개별적 자기결정의 촉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며(Wehmeyer, 2005; 이복실, 2012 재인용), 일상생활의 통제나 관리의

주체가 전문가에서 개별 장애인으로 전환되어야 할 논거가 되며 (Major,

2000; 이복실, 2012 재인용), 일상생활과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인식되는

발달장애인에게도 자기결정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논거가 됨을 보

여준다. 또한 자기결정은 학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에서 발생되어 대

부분 장애청소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성인기의 삶의 질(박성우,

이상진, 2004; Wehmeyer & Schwartz, 1998)과 직업에서의 긍정적인 성

과(Wehmeyer & Schwartz, 1997), 그리고 행동문제 감소(Dyer, Dunlap,

& Sinterling, 1990; Fisher et al., 2005)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수진, 2014 재인용)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성인기 생활 및 전

환을 위해 자기결정은 중요하다.

나. 자기결정 이론

장애영역에서의 자기결정은 Nirje(1972)가 ‘정상화(nomalization)’원칙

을 주장하여(김미옥, 2003; 박정선, 2011 재인용) 장애영역에서 자기결정

을 최초로 사용한 이래 연구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과 모델이 구성되어 왔다.

김경양 등(2014)의 연구동향 고찰을 통해 보면, 가장 많이 인용된 자

기결정 이론 및 정의는 Wehmeyer(1992; 1996, 2005)와 Deci와

Ryan(1985) 등의 정의였다. 국내의 경우 특수교육 분야 쪽에서는 주로

Wehmeyer(1992: 1996), Wehmeyer 등(1998)의 이론 및 정의를 인용하였

고, 기타 분야에서는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 이론 및 정의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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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

인 Wehmeyer의 이론이 가장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결정과 관련된 이론과 모델로는 Wehmeyer의 기능이론과 Abery

와 Stancliffe의 생태학이론 등이 있는데, 본 연구는 운동 프로그램이라

는 교육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자기결정력이 생애전반에 걸쳐 학습되는

능력이자 태도이며(Wehmeyer, 1992; 류숙렬, 2002 재인용) 그 능력발달

의 증진을 위해 교육이 실행되어야 하며, 특히 결정과 선택의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류숙렬, 2002) 관점을 취하고 있는

Wehmeyer의 기능이론을 토대로 하였다.

1) 기능이론

기능이론은 Wehmeyer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성격심리학 이론에 기초

하여 형성되었다(Deci & Ryan, 1985; 이복실, 2012 재인용). Wehmeyer

는 자기결정을 불필요한 외부의 영향이나 개입 없이 삶의 질과 관련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일상에서 원인주체(casual agent)로 활동하는 능력

과 태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원인주체는 장애인의 선호, 관심, 능력에 따

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복실, 2013).

기능이론은 개별적 특성에 따라 자기결정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다는 점에서 환경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을 훨씬 강조하는데, 기능이

론을 바탕으로 한 기능이론 모델은 <그림1>과 같다.

기능이론에서 자기결정적 행동의 특성에는 자율성, 자기조절적 행동

(자기규제), 심리적 역량(권한)강화, 자아실현 등이 있다(Wehmeyer,

1998). 자율성(autonomy)은 개인의 선택이 개성적으로 존중받는 것으로

서 자신이 선호하는 것과 흥미, 능력에 비추어 부당한 외적 영향이나 간

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며, 자기규제

(self-regulation)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고 가르치며 평가하는

등의 자기 관리 행동을 포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

하고 결정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심리적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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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empowerment)는 계속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 행동을 바탕으로 자기조절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

적인 특성이며, 마지막으로 자아실현(self-regulation)은 자신의 삶의 일

정을 의미 있는 전체로 만들어 자신이 잘 할수 있는 것을 알고 그에 적

절하게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경근, 2004).

기능이론에서 자기결정은 생애전반에 걸쳐 학습되는 능력이자 태도로

서 성인으로의 성장과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성

취해야 할 하나의 성과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Wehmeyer, 1992; 류

숙렬, 2002 재인용). 기능이론에서는 자기결정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출

현하기 때문에 그 능력발달의 증진을 위해 교육이 실행되어야 하며, 특

히 결정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류숙

<그림1> 자기결정 기능이론 모델

출처: Wehmeyer (1996), 조재현(2011) 재인용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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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2002). 기능이론은 개인의 능력, 태도와 기술, 심리적 속성과 같은 개

별적 특성을 강조하며 개별적 특성은 교육과 훈련 등 학습에 의해 강화

되고, 촉진된다고 주장하며(이복실, 2012), 자기결정능력 증진을 위해 학

령기에 선택과 결정 및 기회가 부여되는 교수실행이 중요하다고 한다(류

숙렬, 2002). 기능이론은 장애인의 병리나 결함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초

점을 두고,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을 제대로 이해해야할 필요성을 강조

하고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자기결정 이론의 생성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복실, 2013).

다. 자기결정 구성요소

Hoffman(1998)과 Wehmeyer(2001)는 자기결정능력을 구성하는 요소

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Hoffman(1998)는 자신에 대한 인식, 자신의 가

치인정, 계획, 실행, 성과와 학습 등의 5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었고,

Wehmeyer(2001)는 자기결정적인 행동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으로 자율

적으로 행동, 자기조정적인 행동, 심리적 역량에 근거한 행동, 자아실현

적 행동을 꼽았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자기결정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심리적 역량과 자아실현)와 능력(자율성과 자기조정)을 말하는 것

으로, 실패 없는 자기 결정된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라면 그

들은 자기결정자일 것이라고 관련 연구자들은 주장한다(강동선, 2007).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기결정능력의 구성요소 중 Wehmeyer(2001)

의 자율성, 자기규칙, 심리적 역량, 자아실현을 중심으로 자기결정의 특

성과 그 하위 요소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자율성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자율성이라는 단어는 ‘autos’(self)와 ‘nomos’(rule

의 의미)의 의미로, 자기 스스로가 주어진 규칙에 따르는 생활 상태를

지칭한다(Haworth, 1986).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기호, 흥미, 능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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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당한 외부의 영향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행동은 자율적인 것이다. 발달적 입장에서 자율성을 살펴보면

Sisafoos와 그의 연구 동료들(1988)은 “인간 발달은 자신의 관리와 보호

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에서 자기 관리와 자기주도로 발전하

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발전의 결과는 자율기능이며, 이 결과를 성취하

는 개인의 행동을 묘사할 때 자율적 행동이라 한다.

Lewis와 Taymans(1992)는 부모로부터의 이성적 분리 자신의 삶 전반

에 있어서 개인 통제에 대한 인식의 발전, 개인적 가치 체제의 성취, 그

리고 성인 세계에서 요구되는 행동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 구축이

라고 정의 내렸다. 즉, 발달적 입장에서 자율성은 타인에게서 자신을 분

리하고 자신에 대한 의식이 발전하는 과정이며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날

때 자율적 행동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자율성을 자기결정행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기호, 관심,

능력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에 구애됨 없이 독립

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 자율적인 모습인 것이다. 하지만 타

인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이나 이기적 행동과는 자율성

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주 개인의 흥미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만, 관심이 없는 방향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혼자

행동하거나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한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

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간섭과 영향을 수용하는 수준으로 한정될 것이다.

Sigafoos와 동료 연구자들(1988)은 자율적 행동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

에 포괄되는 4개의 행동 범주를 자신과 가족 보호활동, 자기 관리 활동,

여가활동, 사회적 직업적 활동 등으로 정의하였다. 자신과 가족 보호 활

동은 식사준비, 재산의 보호, 집안 활동, 쇼핑, 집수리 등과 같은 일상생

활에서의 개인 관리와 가족 중심 기능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이다. 관

리 활동들은 독립적인 환경과의 상호활동을 포함하며, 사회자원의 이용

과 개인의 통제와 책임감에 대한 만족감을 포함한다. 행동적 자율성을

반영하는 여가활동은 특별한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에 종사

하기 위해 개인의 기호와 관심을 사용하는 수준이다. 사회적 그리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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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활동들은 사회적 참여, 직업적 활동 그리고 이 영역에 적용되는 개

인의 기호와 관심의 정도를 포함했다(황혜정, 2008).

2) 자기규칙

자기규칙이란 자신의 능력과 기호를 바탕으로 환경과 조화해서 자신

의 행동을 계획하고 활동하며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결정 행위

의 정의적 구조는 자기규칙화 된 활동으로서 목표 설정과 획득 이외에

자기 관찰, 자기 평가, 자기강화를 기본적 요소로 두고 있다.

Whitman(1990)은 자기규칙을 개인이 주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환경 및 어떻게 행동할 지에 대한 반응 목록을 검토하고, 행동을 하

고, 그 행동 결과가 바람직한 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복잡한 반응체계라고 정의하였다. Wehmeyer(1995)

는 자기조정적인 행동의 하위 요소로 목표설정과 성취, 자기관리전략(자

기관찰, 자기평가, 자기강화), 지도력과 자기주장 등을 포함하며, 자기규

칙은 이러한 행동의 조화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요한 원인 제공자가

되는데 필요한 전략을 얻기 위한 인지전략이라고 본다.

Agran(1997)은 자기조정적 행동에 자기관리 전략(자기검색, 자기교수,

자기평가, 자기강화), 목표 설정 및 획득 행동, 문제-해결 행동 및 관찰

학습 전략을 포함시킨다. 동시에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원인주체가 되

려면 이러한 모든 것을 학습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목표설정과 성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특정한 목표의 정의와 기술,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과제의 구성, 그리고 요구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집중될 것이다. 위와 같이 자기조정 행

동은 자기 관찰, 자기평가, 자기강화, 자기교수 등을 포함하고, 목표 설정

과 성취행동, 문제해결 행동 등을 포함하는 인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김윤경, 2005).

3) 심리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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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역량이란 자아 인식(개인적 효능성), 성격적(통제 귀인), 그리

고 동기화 (성과 기대) 등을 포함하는 지각적통제의 복합적 영역이다

(Zimmerman 1990).

앞선 자율성과 자기조정이 비교적 행동적 측면에 관한 요소라면, 심리

적 역량은 자기결정의 인지적인 측면이 포함된 구성요소이다. 자기결정

의 인지적인 면은 쉽게 관찰되지 않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결

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측면이 중요하

다.

특히, 심리적 역량의 하위요소에는 내적 통제 귀인과 자기효능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근본적으로 자기결정이 된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환경은 자신이 통제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기술을 적용한

다면 결과는 기대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믿음 하에 행동하는 것이다.

심리적 역량에는 인지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행동적인

부분도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역량은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결정의 태도 구성

을 위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며 사람들은 ‘심리적 역량’ 내에서 사건을 일

으키며 반응하고 자아실현 태도에서 활동한다. 주어진 사건에 대한 실제

적 통제는 자기결정에 필요치 않지만 다른 사람의 통제를 막기 위해 선

택할 지도 모르며, 자기 삶의 중요한 성과를 전체적으로 통제한다는 믿

음은 자기결정 행위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적

통제 귀인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통제의 인식처럼 효능성의 인식과 성

과에 대한 기대는 기초교과의 성취 그리고 기초 교과 활동의 연속성과

연관이 있다(황혜정, 2008).

4) 자아실현

인간은 2살쯤인 매우 어린 시절부터 자아에 대한 개념이 발달하는데,

자아개념은 다른 사람과 분리된 감정과 안정된 정체성 이 두 가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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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위에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과정

을 통해 자아개념이 발달된다. 자기 결정이 된 사람은 그들 자신에 대해

정확하고 이치에 맞는 지식을 가지며 그들의 장점과 약점을 이용하여 자

아실현 행동을 한다.

가장 기본적 수준에서 자기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개념을 가

져야 하며, 독특한 정체성을 가짐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정립

을 이룰 수 있다. 성공적인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하위요소인 자기지식과

자기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에 대한 경험과 판단을

통해서 형성되며 자기 행동의 강화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장점, 약점, 능력과 제한점의 기본적 이해

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의 질에 유익하게 영향을 주는 독특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만이 가지

고 있는 특성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성을 인식해야 하며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Damon, 1983). 이런 관념이 없다면 “어떤 의미 있는 감정으로도 개인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Damon(1983)은 말한다.

즉 자아 개념이 없다면, 자기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김미은, 2005,

재인용).

이상으로 자기결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율성, 자기조정, 심리적 역량,

자아실현의 개념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하위요소들은 자기결정

능력의 모든 요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이 요소들

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이 지원된다면 자기결정력은 향상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라. 자기결정력의 중요성

자기결정력은 생애전반에 걸쳐 학습되는 능력이자 태도로서 성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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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과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할

하나의 성과이다. 자기결정을 통해 인간존중, 평등성보장, 교육과 삶의

질 보장, 완전사회통합의 기초가 되며 자기결정력은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해 기본적인 요소이며, 어른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열쇠와도 같다.

선택, 기호의 표현, 자기만족과 같은 자기 결정 요소들은 전 생애 경험과

평생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정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

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결정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자신의

삶에서 원인 주체가 되기 위한 기술을 학습하고 태도를 계발 함으로써

평생에 걸쳐서 발달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태도와 능력이 자

기결정의 구성 요소이므로 자기결정능력은 이러한 구성 요소를 교수함으

로써 신장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자기결정의 질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

이나 외부상황과 관계되며, 이러한 객관적인 부분은 개인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Dalkey, 1972). 개인의 삶의 질은 환경과 기회 전반에 걸쳐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자

신이 자기 삶의 주요한 행위자(causalagency)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실상 모든 선택과 결정들은 어떤 면에서 삶의 질의 정도를 달

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든 선택과 결정들은 물리적, 심리적, 사

회적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기여한다(이영미, 2005). 그렇기 때문에

자기결정은 모든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일상생활에 항상 필요

한 기술이다.

자기결정력은 평생을 두고 계속 향상시켜야 하는 광범위한 생활기술

로서 성인기 이후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주요한 능력이며, 평생 교육 프

로그램에 적용할 시 많은 장점이 있으며, 교수적 환경마련이 중요하다.

자기결정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 결정의 기회와 각 개인의 삶의 질의

증가에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결정은 장애인

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 반영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전개해 나가는 개인적인 충만감을 느끼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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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장애인분야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대해 최초로 주장한 Nirje(1972)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탈시설화, 자립생활 등의 이념

이 확산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해서는

크게 기능이론과 생태학이론으로 발전해왔다. 두 이론 모두 자기결정은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나타나 있다. 기

능이론의 경우 개인적인 특성을 강조하며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과 훈련에 초점화한 반면, 생태학이론은 환경의 특성을 강

조하면서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환경의 변화를 강조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능이론은 자기결정적으로 행동하

는 사람들을 모델로 하여 자기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결정 기

술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

보고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 행동은 자율성(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

기규제(행동이 자기규제적인 것), 심리적 역량(임파워먼트 된 방식으로

사건을 주도하는 능력), 자아실현(자아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택, 의사결정, 문제해결, 목표설정

및 유지기능 등의 12가지 자기결정기술에 관한 교육과 훈련으로 자기결

정적 행동(자율성, 자기조정, 심리적 역량,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내

적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 기능이론에서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환경보다는 자기결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과 훈련을 더 강조한 것이다(김교연, 2007).

반면에 생태학 이론에서는 자기결정력 향상의 중요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함에 있어 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Stancliffe, 2001; 김교연, 2007).

자기결정력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체계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의 4가지 체계로 구분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Aber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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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cliffe(2003)는 개인의 발달은 거시체계에 큰 영향을 받으며, 특정 이

념과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사회구성원들의 신념체계, 가치, 태도 등이 변

화하고, 이에 따라 하위체계도 변화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거시체계를 강

조하였다(이복실, 2013). 이는 법, 사회제도 등과 같은 거시체계의 변화는

가족, 주거환경, 동료 등 미시체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개인의 자기결정력

에 영향을 주고, 결국 자기결정 행동과 실행에도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자기결정의 등장은 집단활동에서 개

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자는 권리주장에 의해서 촉진되어왔으며

(Wehmeyer, 2004), 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쟁점화 된 배경은 지적장애인

의 지적능력과도 관련성이 크다. 이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지적장애인

은 집단에서의 부적응행동이 자기결정에 있어서 제한이 크게 따르게 되

어 이들의 삶의 질이 매우 낮게 나타나면서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

한 관심을 받아오기 시작하였고, 자기결정 또한 주요 관심이 되어왔다

(Lee & Wehmeyer, 2004). 이미 Ward와 Kohler(1996)는 장애인도 비장

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타인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아닌 자신

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요구와 관심,

능력에 기초하여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Mithaug(1998)도 자기결정에 대해 자신의 삶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기조절을 통한 해결방법으로 정의하였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선택의 질을 강조하면서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결정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uess 등(1985)은 지적장애인들이 자기결정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적절하지 못한 자기결정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기회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

의 자율적인 참여라는 권리와 모순된다고 나타내었다. 이는 지적장애인

도 다양한 상황에 스스로 자기결정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선택에 때때로

예상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는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치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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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준, 2008).

그러나 대다수의 지적장애인들은 그들이 가장 선호하고 원하는 방법

으로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되기도 한다.

Wehmeyer와 Metzler(1995)의 연구에서도 지적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결정하기에는 비교적 참여도가 높지만 중요한 결정에는 참여도가

낮은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입을 것인

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등 비교적 덜 중요한 자기결정에는 쉽게 참여

하였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 조율하고, 어디서 살 것인지, 함께 누구랑

살 것인지 선택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결정과 선택에는 참여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고 나타내었다. 즉, 지적장애인들은 의사결정 하는 것

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를 인식하고 생활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에 대해 자기결정 경험의 기회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Mithaug(1998) 또한 취약한 사람들의 경우 자기결정의 권리와 수행이

불일치함을 지적하였고, 더욱이 지적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

준으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자기결정에 대

한 기회가 충분하다면 자기결정능력 수준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

우에는 자기결정능력 수준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

율성 또한 상실하게 되어, 결국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결정

하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제 3 절 운동 프로그램

가. 운동과 자기결정력

자발적인 운동 프로그램 참여는 지적장애인 자기 인식과 자기 지식을

세우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자기결정에 대한 믿음과 성공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된다는 Sands & Doll(1996)의 주장이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지적장애인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인식시켜 주기 위

한 주변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결정 역량을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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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선택과 결정 및 내적 통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Wehmeyer & Schwartz(1997)의 주장과도 일

치하며, Agran(1997)은 자기결정 역량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목표설정과 이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이후 더 나은 목표를 설정

하여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며, 목표를 이루기까지 인내

하는 사람들 일수록 자기결정 수준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김수연(2007)은 초등학생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육과 게임 활동 수업 모형을 개발, 적용하여 자기

결정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장애아동에 비해

일반아동의 참여자 수가 많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통제집단

에는 장애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 사료된다. 신체활동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 연구에서 박기용 등(2011)은 12주간 수영프로그램 참여가 자기결정력

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학교 지적장애학생의 12주간 규칙적인

방과 후 순환운동 참여도 자기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김

한철 등, 2011).

나. 운동 프로그램 구성전략

Wehmeyer의 자기결정 기능적 이론에 따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충

분히 향상될 수 있음을 전제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자기결정의

개념을 이루는 기술인 선택하기, 의사결정, 목표설정과 성취, 자기관리,

자기옹호와 리더십 기술 등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전략을

수립하였다.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구성전략을 반영하기도 하였으며, 특수

체육 전문가의 의견과 연구자 본인의 현장경험에 따른 적용 가능한 구성

전략들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표1]과 같이 하위기술 분석

하여 프로그램 구성전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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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하위요소 및 내용
프로그램

구성전략

선택하기

두 개 이상의 조건에서 한 개의 사항을

선택

(Reid, Pardons, & Green, 1991)

선택지 제공 및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의사결정

하나의 요소 이외의 선택을 통합하는 능력

(조인수, 이응훈, 2008)

문제해결

문제를 명료화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

→선택된 해결법의 효과 평가

(이옥인, 2008)

[SDLMI모델]

목표 설정 →계획

및 실행 → 목표

및 계획 수정

(Mithaug et al.,

1995).

목표설정과

성취

목표는 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성취를

눈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김혜경, 2001)

자기 관리

자기교수: 과제의 수행순서를 스스로

말해가며 과제수행
목표 달성정도

지속확인

목표 달성

시,보상 제공

[역할수행]

(방명애, 김수현,

2002)

자기점검: 과제지향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기록
자기강화: 스스로 정한 목표 달성시에

선택한 강화를 자신에게 제공
자기평가: 장, 단기 목표를 향한 자신의

향상도를 그래프나 도표, 토큰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평가

(Koegel, 1995; Browder & Bambara, 2000;

Kauffman, 2001)

자기옹호와

리더십 기술

자기옹호는 자기주장, 청취기술을

포함한다(Wehmeyer, Agran & Hughes,

1998).

리더십은 필요에 따라 조직을 이끌고,

안내하고, 지시하는 기술이다(이옥인,

백은희, 2007).

[역할수행]

진행자 역할수행

자기 지식

(자기인식,

자기이해)

①자신의 능력과 흥미 및 정서적 상태를

인식

②신체적 자아에 대한 지식

③자신의 감정을 인식

④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신체활동 (Marsh

& Peart, 1988)

[역할수행]

[표1] 자기결정 하위기술 분석과 프로그램 구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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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할수행

방명애(2006)는 역할놀이 중심의 자기결정 활동프로그램이 지적장애

학생의 자기결정력을 향상시켰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위요소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구성이었

다고 하면, 본 연구의 운동프로그램에서는 상황과 맥락적인 측면에서 간

접적으로 자기결정력을 익혀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

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음식적 상황에서 두 명의

참여자를 손님과 주인의 역할로 구성한다면, 손님이 실수로 물을 엎질렀

을 때 손님 역할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면 주인 역할은 “괜찮아

요. 닦아 드릴께요.“라고 하는 것과 같이 상황극 또는 역할놀이를 통해서

향상을 기대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운동프로그램 특성상 운동이라는 활동을 중심에 두

고 그 상황 또는 맥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통해서 자기

결정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즉, 기존 운동 프로그램에서 자기결정력

을 가장 잘 향상시켜줄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해보고 그 상황을 극대화하

거나 또는 운동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으면서 자기결정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보았다.

2) 프로그램 회기 및 대상자 규모

본 연구의 적절한 중재회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자기결정 문헌연구인 김수진. 하정숙(2013)의 중재회기에 따른

효과크기에서 ‘10회기 이상-30회기 미만’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

다고 한다. 이를 참고하여, 운동 프로그램은 24회기로 설정하였다. 따라

서 참여자는 매주 2회기씩 12주간 총 24회, 각 회기별 90분씩 프로그램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

(Wehmeyer, 1995)
소감에 대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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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여하게 된다.

자기결정력을 교수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대상자 규모는 15-16명이라

고 Hoffman과 Field(1995)는 주장하였다. 중도탈락율까지 고려하여 총

20명을 모집하고 단일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3) 연구자의 역할

Wehmeyer등(2006)은 장애학생의 경우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능력의 부족으로 이를 이룰 수 없을 때, 교육에 이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 결정, 목표설정, 문제해결, 평가, 자기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자는 지원자·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프로그램 구성 시, 지도자의 역할은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지원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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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본 연구는 경증 발달장애 성인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

램을 대상자들에게 12주간 적용해보고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한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자 하며, 참여자들의 경험과 변화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참여자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방법

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는 어떠한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현상에 부

여 하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구 방법이다(Denzin

& Lincoln, 2011). 따라서 질적 연구는 양적인 방법으로 측정되기 어렵거

나 충분하지 않을 때 효과적이며, 어떤 현상에 대한 심층적이고 복합적

인 탐색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연구 패러다임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해석적 틀을

제공하며, 연구 철학은 연구자가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질문의 답을 분

석하는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Creswell, 2010). Creswell &

Poth(2017)는 질적 연구 방법의 대표적 패러다임으로 후기 실증주의, 구

성주의, 옹호 및 참여주의, 실용주의라는 네 가지 패러다임을 제시하였

다. 그중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

를 이해하고자 하며 그 세계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

는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두는 해석적 틀이다(Creswell & Porth, 2017).

본 연구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어 운동프로그램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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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자기결정력과 관련한 경험 및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연구 참여자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그 속에서의 의미를 자세히 파악

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Creswell(2007)이 제시한 질적 연구방법의 다섯 가

지 접근인 내러티브(narrative), 현상학(phenomenology), 근거이론

(grounded theory), 문화기술지(ethnography), 사례연구(case study) 중

사례연구를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시간 경과에 따

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사례) 또는 여러 체계들(사례들)을 탐색 하

고, 관찰, 면담, 시청각자료, 문서와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심

층적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 기술(case description)하고 사례 주제(case

theme)를 보고하는 연구 기법이다(Creswell, 2015). 즉, 사례연구는 한

가지 이상의 사례에 대해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분석과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유정애, 2004).

사례연구에서 다루는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는 개인부터 소집단, 학

교, 학군,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한유정, 2017). 본 연구에서

는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하나의 경계를 가진 사례로

선정하여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자의 경험와 변화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경증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자기결정력 향상 운동 프로그

램을 구성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참여자의 경험 및 변화를 참

여자 부모를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결정력 향상 운

동프로그램의 의미와 향후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계획하였다. 연구 기간

은 크게 계획, 대상자 모집, 운동프로그램 진행,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 주체 구체화 및 계획을 시작한

2021년 4월부터 연구 집필을 마치는 2022년 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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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계획 단계에서는 연구 주제의 선정과 연구 문제 설정, 그리고 프로그

램 구성 등 연구 방법 및 계획을 수립하며 선행연구들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주제는 특수체육 현장에서의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설정하게 되었으며, 발달장애인도 분명히 자기결정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수체육 현장에서 간단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결정력이

교육 상황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험적 믿음이 생겼기에

주제에 관심이 생겼다. 즉, 개인의 관심과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자기결정력과 운동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참고 및 분석하게

되었다. 주제 설정 후 지도교수 및 동료 연구자들의 자문을 구하고,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적합한 연구방법을 정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운동프로

그램 개발 및 구성을 이 기간 동안 구체화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후에 진행될 심층면담을 위한, 그리고 연구 문제에 적합한 데이터를 수

집하기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대상자 모집 단계에서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 홍보 협조 요청을

하여, 모집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으며, 참여 희망

자가 연락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모집하였다.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는 대상자의 부모와 전화를

통한 간단한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후 직접 대상자와 전화 통화로 간단

한 의사소통과 맥락 이해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운동 프로그램 진행 단계는 참여자 10명을 최종 선정한 뒤, 사전에 구

성된 프로그램을 참여자들에게 12주간, 매주 2회씩, 총 24회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수업 형식으로, 연구자가 총괄 및 진행하였으며, 동료 연구자

들이 함께 수업을 보조해주었다. 프로그램 진행 기간 중에는 지도교수

및 전문가에게 프로그램 적합도와 진행 충실도를 확인하였으며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제약적 특성으

로 인하여 운동프로그램 참여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

다. 심층면담 질문지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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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자기결정력 관련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면담은 연구

참여자별로 각 1회씩, 약 90분가량 대면으로 진행되었고 부모의 동의하

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연구 참여자 부모의 업무와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시간을 정하였으며, 가정집이나 근처 조용한 카

페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은 이메일, SNS, 전화

통화 등 비공식적 면담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전사, 코딩,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결과 단계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이를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절차를 거쳐 논의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는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삼각 검증법, 그리고 동료 연구자

와의 협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잘못된 해석을 최소화하였다.

제 2 절 운동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은 주 2회씩, 12주간, 총 24회로 계획되었으며, 한 회기당 90

분씩 수업이 진행되었다. 장소는 별별생활체육센터(성수동 본점)에서 진

행되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표2]와 같

이 정리하였다.

1) 인사

수업 시작을 알리며, 수업 분위기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며, 참여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상황에 맞는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서 짧은 대화를 하였다. 현재의 날짜,

참여자의 일상, 컨디션 여부 등을 질문하면서 참여자들이 집중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수업과 관련된 각종 공지사항을 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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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출석 확인

해당 회기에서 진행자 역할을 수행해 줄 참여자를 연구자가 지정하고,

진행자는 앞으로 나와서 출석부를 보면서 직접 다른 참여자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해당 참여자를 바라보면서 호명하도록 약속을 정하였다.

호명되는 참여자는 손을 들고 ‘네’와 같이 반응을 하는 것으로 약속하였

다. 연구자와 보조 연구원들의 경우, 참여자가 호명되고 참여자가 반응을

보이면 환영한다는 의미로 박수와 환호를 해주면서 분위기 조성에 초점

을 맞추었다.

<그림2> 출석 확인

3) 체조

진행자인 참여자가 앞에서 직접 체조를 진행하였다. 진행자는 직접 체

조 동작을 보여주고, 구령을 붙이면서 체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자

리에 일어서고 참여자들 간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앞의 진행자의

진행에 맞추어 동작을 따라하였다. 프로그램 첫 4회기 동안, 연구자가 직

접 체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체조 동작의 순서를 설명해주

었다. 다만, 참여자가 체조를 진행할 시에 동작의 순서가 틀리더라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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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적하지 않고 진행자가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게끔 하였다. 연구자와 보조 연구원들은 진행자가 도움을

필요로 할 시 동작을 알려주는 등 최소한의 도움을 주었으며, 동작의 어

려움이 있는 참여자들을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3> 체조 진행 1 <그림4> 체조 진행 2

4) 컵 스내치 게임

컵 스내치 게임의 경우, 프로그램 초반에는 연구자가 진행을 하고 중

반부부터는 참여자가 직접 진행자 역할을 하였다. 해당 게임은 1대1 순

발력 대결을 하는 게임으로 참여자 2명씩 마주보고 선 다음, 그 가운데

에 스포츠스태킹 컵 1개를 놓는다. 연구자가 설명과 함께 어떤 동작을

하면 참여자들도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규칙이며, 동작을 지속적

으로 바꿔주다가 순간적으로 ‘스내치’를 외치면 참여자가 빠르게 컵을 낚

아채야 한다. 둘 중 순발력있게 먼저 컵을 낚아채는 참여자가 승리하게

된다. 참여자가 진행자 역할을 할 때는, 연구자 또는 보조 연구원들은 동

작이 어려운 참여자를 보조해주거나 참여자로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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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컵 스내치 게임

5) 순환운동

순환운동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며 유산소성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위주로 동작을 구성하였다. 참여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 동작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운동 동작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직접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수행 개수와 목표 개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CHECK LIST

판’을 각 참여자별로 연구자가 제작하고 수업 시작 전에 앞쪽 벽에 붙여

놓았다. 프로그램 총 24회를 3번의 세션으로 나누고 하나의 세션은 약 7

회기 동안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한 세션 당 동작은 3~4개로 첫 회

기에서는 연구자와 함께 해당 동작을 연습하며 익숙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한 세션의 두 번째 회기에서는 1분 동안의 수행 개수를 측정하

고, ‘CHECK LIST 판’에 연구자가 개수를 적어 넣었다. 해당 세션의 남

은 회기 동안은 지속적으로 개수를 측정하고 향상 및 목표의 달성 여부

를 확인하였다. 다음 세션으로 넘어갈 때는, 새로운 동작으로 같은 사이

클로 진행하였다. 참고로 균형 운동의 경우는 목표 개수가 아닌 균형을

유지한 시간을 측정치로 설정하였다.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

이 운동할 때는 다른 그룹이 쉬면서 수행 개수를 세주는 역할을 하였고,

1분 동안의 운동이 끝나면 개수를 센 참여자가 연구자에게 개수를 불러

주었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목표를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게 가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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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기도 하였으며,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달성했을 시에는

‘CHECK LIST 판’의 수행 개수 박스에 동그라미를 치는 등 가시적으로

참여자가 달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목표 개수는 필요시 참여자가

수정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자와 보조 연구원은 운동 시 격려와 응원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으며, 개수를 세는

데 어려움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 보조해주었다.

<그림6> 순환운동

6) 스포츠스태킹

스포츠스태킹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며, 기본 동작에서부터 심화 동

작까지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다. 3-3-3, 3-6-3, 6-6, 1-10-1, 사이클 스

태킹까지 연습하면서 익히고, 스피드 기록 측정과 릴레이나 티볼 스태킹

형식으로 팀 대결을 진행하였다. 지난 시간 배운 것을 복습할 때는 참여

자가 직접 앞에 나와서 시범을 보이고 설명을 하면서 진행자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팀별 경기 시에는 참여자를 지정하여

팀장 역할을 부여하였다. 팀별로 순번을 짜는 등 전략 회의를 할 수 있

는 시간을 주고 팀장으로서 이끌어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보조 연구원은

주로 스포츠스태킹 연습 시 어려움이 있는 참여자에게 도움을 주었고,

팀 경기 시 응원과 격려를 통해 분위기 조성에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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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참여자 시범 및 설명 <그림8> 팀별 전략회의

7) 소감발표 및 마무리 인사

프로그램 종료 전, 해당 회기에서 진행자 역할을 한 참여자가 앞에 나

와서 소감을 발표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참여자를 호명하여 앞으로 부른

후,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소감을 발표할 수 있도록 환경

을 만들어주었다. 소감 발표 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마무리 인사를

하고 수업을 종료하였다.

<그림9> 소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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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참여자 활동 연구자 역할

2분 인사

-4회기까지는

연구자가 직접 수업

진행

(참여자가 먼저

관찰하고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조

(연구자의 판단

하에 개입 정도

조정)

-수업 종료

시점에서 다음 회기

진행 참여자를 공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격려와

칭찬을 통해

참여자의 성취

경험으로 유도

-소감 발표 시,

필요할 경우 발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질문을 통한 발표

유도

3분 출석확인
[역할수행]

호명 및 출석체크를

참여자(A)가 직접 진행

5분 준비운동 체조
[역할수행]

체조 구령 및 시범을

참여자(A)가 직접 진행

10분 워밍업
컵 스내치

게임

[역할수행]

참여자(A)가 직접 게임을

진행

30분 순환운동

근력운동

[선택하기]

각 동작에 대한 달성목표

개수를 본인이 직접

정하고 체크리스트 표에

작성하게 함.

[역할수행]

station별로 참여자(B)가

직접 동작 설명 후 시범을

보임.

[SDMLI 모델]

목표설정→실행→목표수정

균형운동

유산소운동

35분 종목활동
스포츠

스태킹

[선택하기]

참여자 본인에게 필요한

단계를 연습할 수 있게끔

함.

[역할수행]

참여자(B)가 동작을

간단히 설명 후, 시범을

보여줌.

[역할수행]

팀 경기를 실시하기 전, 두

[표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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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의 나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하여 동 대학원에서 특수체육

을 전공하고 있으며 석사 과정 중에 있다.

연구자는 학사과정부터 특수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약 2년간 사회환원

프로그램인 ‘SNU Fun&Kick(서울대 발달장애아동체육교실)’에서 인턴으

로 참여하며, 관련 분야의 경험을 쌓게 되었다. 동 기간 동안 SNU Kick

반 학생들과 함께 스폐설 올림픽 대회의 축구 종목에 참가하기도 하며

특수체육 현장에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 석사과정으로 특

수체육 전공을 선택하여 진학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의 영역을 조

금씩 넓혀갔다. 또한, 특수체육 현장을 다수 경험하며 다양한 종목에 대

한 이해와 지식을 갖게되고, 다양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스포츠스태킹 종목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중고등학생

대상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스포츠스태킹 종목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지고, 적절한 수업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 본 연구에서 스포츠스태킹을

수업 내용으로 활용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학사과정 동안의 교생

시간 내용 참여자 활동 연구자 역할
팀으로 나누고 참여자

2명(A,B)에게 팀장 역할을

부여함. 각 팀 순번을 짜고

전략 회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함.

5분 마무리
[소감발표]

참여자(A,B)가 앞에

나와서 소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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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 특수체육 현장에서의 터득한 수업 스킬을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참여자들이 즐거우면서도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

다.

나. 연구 참여자

모집과정에서의 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증 발달장애인

2. 만 18세 이상 성인

3.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근골격계 질환이나 신경손상이 없는 등 운동 참여에 제약이 없는 자

5.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있는 자

위의 기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지원자

의 부모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구두로 확인하

였다. 필요시에는 참여자와 직접 통화하며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운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근 골격계 질환이나 신

경손상이 없는 대상자인지의 여부도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참여자 부

모 대상 심층면담을 진행하므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있는 자로 한정하

여 모집을 실시하였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한 가지 고려한 점은

직업의 유무였다. 발달장애인으로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을 시

경증 발달장애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유무를 참고하였

다.

위와 같은 기준을 만족하여 최종 모집된 참여자는 총 10명으로, 지적

장애인 7명과 자폐성장애인 3명이었다. 참여자 정보는 아래와 같다[표3].

연구참여자 장애유형 연령 성별 직업유무 비고

[표3] 연구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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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면서 연

구 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Cresswell & Poth, 2017)하여 이들로부터 연

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서 참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본 연구의 핵심인 부모 대

상 심층면담을 통해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 설문 조사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력 향상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경험

과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참여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연구 대상

자의 장애 특성상 심층적인 면담이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 종료 시점

에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대한 참여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부모와의 심층적인 면담에서 자료로 활용되

었다. 추후에 자료 분석 단계에서 참고되기도 하였다. 설문지는 다음

<그림10>과 같다.

이행복 지적장애 33 여 유

이칭찬 지적장애 34 여 유 시각장애 동반

안성취 지적장애 34 여 유

구협력 지적장애 30 남 유

김재미 지적장애 25 남 유

성환호 지적장애 27 남 유

이결정 지적장애 21 남 유 다운증후군

곽편안 자폐성장애 34 남 유

이박수 자폐성장애 30 남 유

이주도 자폐성장애 23 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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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층 면담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ing)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 자료 수

집 방법으로, 면담 속에서 질문에 관한 정확한 답을 얻기보다 질문과 관

련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

는 것이 목적이다(김영천, 2013).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특성상

<그림11> 프로그램 후기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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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

였다.

면담 형식은 반 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연구

자가 작성해 놓은 질문을 중심으로 면담을 하되 답변과 상황에 따라 유

연하게 추가 질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Patton, 2002)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학생이란 점에서 면담 중 예측할 수 없는 유동적인 답

변을 연구 과정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반 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면담에 충분하게 집중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Crewell & Poth, 2017) 가정이나 조용한 카페

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충분한 기록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문제 상황에 대비하여 면담 중 중요한

내용을 수시로 기록하였다.

심층 면담 질문지의 경우 연구 문제에 맞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의 경험과 프로그램으로 인한 참여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

다. 심층면담 질문지의 주요 문항은 [표4]과 같다.

영 역 질문 문항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자녀가 이전에 참여했던 운동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들이었나
요?

이전의 운동프로그램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떤 구성이었나요?

이번 연구 프로그램의 수업 내용을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실 수 있
을까요?

이전에 참여했던 운동 프로그램들과 이 연구 프로그램이 다른 점
들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셨던 사진과 영상 중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떠올려주시고,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참여자의 경

험과 변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자녀가 프로그램 도중 어떤 기분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상상해보실 수 있을까요?

[표4] 심층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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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질문 문항

자녀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었나요?
그 중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자녀의 새로운 모습이 관찰된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
엇인가요?

프로그램을 다녀온 후 자녀의 기분과 감정은 주로 어떠하였나요?

혹시 가정에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녀의 새로운 모습이 관찰된
것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구성내용(출석, 체조, 컵스내치 게임, 순환운동, 스포츠스
태킹, 소감발표) 중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순서로 나열해주세요.

프로그램이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별점 5.0 만점에 몇 점을 부여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인초기 또는 학생시기의 발달장애인에게는 본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나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내용이나 구성 중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프로그램 내용이나 구성 중 부족했던 점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
을까요?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추가되면 좋을 만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 참여 전 기대했던 바는 무엇이었나요?

프로그램 참여 전 기대했던 바와 비교하여 프로그램 참여 후 느끼
는 바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이 달랐나요?

이번 프로그램을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실 수 있을까
요? 예를 들어 이번 프로그램은 OO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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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자료 분석 및 해석

질적 연구는 면담과 관찰과 같은 자료 수집 방법으로 얻어지는 많은

양의 원자료를 어떠한 시각으로 분석하는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주관성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료 분석 단계에서

어떻게 자신의 주관적 해석 속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시작된다(이용숙,

김영천, 1998).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들에 일련의 질서와 체계, 그리

고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과정이다(Marshall & Rossman, 1989). 이렇게

의미 있는 조각들을 모아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하며, 조각

들의 모음을 또 다른 커다란 범주로 묶어 비교하는 것(Creswell & Poth,

2017)을 반복적으로 하여 커다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olcott(1994)의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

석(interpretation) 절차를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3단계 과정 중 기술

단계에서는 면담, 관찰, 설문지 등을 통해 얻게 된 자료를 부호화 형태로

저장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즉시 전사 작업을 통해 텍스트로 전환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텍스트화된 자료를 코딩작업을 통해 최소한의 의미 단

위에 코드를 부여하고, 범주화하여 나온 소주제들을 다시 한번 더 큰 범

주로 묶었다. 마지막으로 해석 단계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나온 코드들과

소주제, 그리고 가장 큰 범주인 핵심 코드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핵

심 코드끼리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 6 절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가. 연구의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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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각 검증(triangulation), 연

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member checking), 동료 간 협의(peer briefing)

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각적 분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삼각 검증(triangulation)은 탐구하

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연구자의 해석

적 오류를 줄이는 방법이다(Creswell & Poth, 2017). 본 연구에서는 자

기결정력 향상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담, 관찰

일지, 설문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높였다.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member checking)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

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 내용에 편견이 들어가지 않았는

지,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확인받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더욱 신뢰성 높은 연구를 위하여 연구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그 분석을 연구 참여자 부모의 자료검토 과정을 통하여 확인하였

다. 동료 간 협의(peer briefing)는 연구에서 연구자의 편견이나 자료의

오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 배경이나 학문 분야가 같은 연구 동료

들을 통해 조언과 평가를 구하는 활동이다(이용숙, 김영천, 1988). 본 연

구의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실의 동료들을 선정하여 정기적

으로 연구에 대한 조언과 평가를 받았다.

나. 연구의 윤리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과정의 윤리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사항에 유의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의 목적을 연구 참여자인 발

달장애인을 비롯하여 연구 참여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연구가 프로그램

이 진행되는 체육센터의 관리자에게 충분하게 알린 후 동의를 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와 부모, 체육센터 관리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

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렸으며, 서명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부당

한 결과도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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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연구자의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유도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 및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은 자료로

수집하 지 않았다.

셋째, 자료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할 때,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

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사진을 활용할

때에, 개인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인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 연구자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

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본 연구에 대한 심의를 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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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자기결정력 향

상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경험은 어떠했는지 부모와의 면담 내

용을 통해서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자기결정력 향상 운동 프로그램

을 통해서 참여자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부모의 면담 내용을 통해

서 파악하였다.

제 1 절 참여자의 경험

가. 이끄미가 되는 시간

참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주인공이 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역할을 경험을 했다는

것을 참여자 부모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자기

결정력 하위 기술의 의사결정, 선택하기, 자기옹호와 리더십 기술과 관련

이 있음을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선택하기는 두 개 이상의 조건에

서 한 개의 사항을 선택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Reid, Pradons, &

Green, 1991), 의사결정은 하나의 요소 이외의 선택을 통합하는 능력이

라 정의하였고(조인수, 이응훈, 2008), 자기옹호는 자기주장, 청취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이며(Wehmeyer, Agran & Hughes, 1998), 리더십은 필요

에 따라 조직을 이끌고, 안내하고, 지시하는 기술이라 정의하였다(이옥

인, 백은희, 2007).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 앞에 나가서 직접 진행자 역

할을 하면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해가고 다른 참여

자들의 말도 청취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에 반영하는 모습들이 관찰되었기

에 자기결정의 위와 같은 하위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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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공이 되는 경험

발달장애인들은 주로 어린 시절부터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 한발 물

러나서 지켜보는 역할을 하였다. 즉, 주인공이 되어보는 경험과 어떤 상

황을 이끄는 역할 경험이 많이 부족했다.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하려

고 한다면 제지받는 상황이 많았고, 옆에서 보조자가 대부분 대신 해주

는 상황도 많았으며, 역할을 맡기더라도 아주 미미한 작은 역할을 맡아

서 결국에는 실망하는 경증 발달장애인도 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는 참여자가 직접 상황을 이끌고 주인공이 되어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

다.

앞에 나와서 리드하는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항상 제지 받았잖아요. 그

러니까 만약에 일반 아동이 나가서 하면 너무 잘해 얘들이 박수를 치지만,

장애 아동이 나가서 하면 얘들이 야유를 한다고....

(이행복 모)

예를 들어 성가대 이런 데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다고 엄마한테 와

서 막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의욕이 앞서서 막 쫓아가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역할이 너무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

에,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많이 부풀어 있다가, 이게 막 너무 작아지니까 나

중에 의욕이 상실될 때가 있었어요. 항상 보면 맨날 뒤에서 처져 있는 것

보다 한 번씩 이렇게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게 얘한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김재미 모)

선생님이 아닌 친구가 리더를 해도 다 잘 따라간다는 게 참 좋아 보이

네요. 우리 칭찬이 영상으로 봤을 때 표정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즐겁고 행

복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자기가 하는데 자기 얘기를 따라 준다는...그

러니까는 여러 사람이 자기 말을 따라준다는 거에 굉장히....

(이칭찬 모)

지금 현재 리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리더 역할을 하니까는 본인 자

체가 이게 업이 된 상태거든요. 나 봐라 나 아주 잘해 그런 모습이에요.

(이주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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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주인이 돼서. 주인공이 되어 갖고 참여하니

까....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해주는 거 이렇게 따라하는 것 보다.

(안성취 모)

진행자 역할을 하는 참여자가 출석을 부르거나 체조를 할 때 다른 참

여자들이 호응을 해주고 반응을 해준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부모들

이 언급해주었다. 진행자 역할뿐 아니라 목표 달성을 하였을 때도 박수

를 쳐주고 다같이 환호해준다는 점이 참여자에게는 중요하다고 보여진

다.

막 굉장히 막 환호 박수 쳐주고 막 환호해 주고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

요. 출석 부를 때 박수쳐주고 환호해주고 그리고 운동할 때 그 목표했던

거 달성하면 박수쳐는 것이 좋더라고요.

(이박수 모)

이제 체조하는 거 순서는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다 막 이렇게 환호해주

고, 괜찮아요,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이행복 모)

자기가 분위기 맞추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한 번 그렇

게 불렀는데 “오!”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주위에서

석주가 하는 걸 많이 호응을 해주더라고요. 형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래서 석주가 하면서 더 즐겁게 이름을 부르면서...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또 소감이 선생님 그 역할 한 것을 2번밖에 못해서 아쉽다고 한 것이 그게

되게 즐거웠던 거에요.

(이주도 모)

2)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경험

주인공이 된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대로

프로그램을 이끄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다른 참여자들이 본인의

주도하에 잘 따라옴으로써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는 부모들의 의견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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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칭찬이가 프로그램의 한 시간을 주도적으로 얘들을 자기 생각대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애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안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거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칭찬 모)

이전에 참여했었던 프로그램은 단체로 모아놓고 이제 그냥 지시 사항에

따른 약간 수동적인 운동이었다 하면, 이번에는 약간 주도적인 역할도 좀

보여주고 완전한 주도적인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나가서 남

들한테 이제 리더의 역할도 해본 첫... 편안이는 내가 보기에는 처음 해봤

을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전 운동 프로그램

과 제일 차별인 것 같아요.

(곽편안 모)

협력이가 그렇게 막 능동적으로 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앞에 나

가서 그런 거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 역할

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어디 그렇게 남의 앞에 나

갈 일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

요.

(구협력 모)

프로그램 구성내용 중 컵스내치게임 진행, 체조 진행 등 진행자 역할

을 하는 것이 주도적인 행동과 경험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행복 참

여자 어머니가 언급해주었다.

컵스내치 게임, 앞에 나와서 직접 체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체조

를 하는 것보다 앞에 나와서 하니까 더 중요해서, 왜냐하면 항상 제지 받

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본인들도 떳떳하고 싶을거에요.

(이행복 모)

3)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험

발달장애인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이번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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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서만큼은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앞

에서 진행자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체조 동작과 순서를 외우고, 집중해

서 체조 동작을 진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컵스내치 게임의

경우에 먼저 앞에서 진행하는 참여자가 어떤 것을 할지 자꾸 생각을 하

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했다는 참여자 부모의 의

견도 있었다.

이렇게 하나씩 선생님이 대체로 나와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 보면서,

얘는 항상 남이 시키는 거 수동적으로 따라만 했는데 그래도 나가서 다음

을 또 생각하는 게 보여요.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그런 순서 같은 것도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은 게 좀 보이는 거 같고...‘.이걸 내가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되지?’하는 것을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보였어요.

(곽편안 모)

이렇게 마냥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이

렇게 시도를 하는 거, 그런 부분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었던 것 같

아요.

(이박수 모)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어디 그렇

게 남의 앞에 나갈 일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능동적으로...

(구협력 모)

4) 책임감을 갖는 경험

참여자가 프로그램 진행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즐거움뿐만 아니라 책

임감을 느끼면서 진행해주는 모습이 있었다는 어머니의 언급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잘하고자 하는 모습을 연구자도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참여자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부모가 관찰한 후, 부모의 인식에

서 변화가 일어났고 실제로 참여자에게 가정에서 책임감을 가지는 역할

을 앞으로 맡길 것이라고 하였다. 가정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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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할 때 그 앞에 상대방이 자기를 따라와 준

다는 거에 대한 게 즐겁기만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굉장히 느꼈

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가정에서든 기회가 된다면 그런 역할을

자꾸 맡겨보고 싶어요.

(이결정 모)

남들한테 나가서 앞에 하는 것처럼 약간 책임감 가지면서 잘하려고 애

쓰는 모습도 보이고....

(곽편안 모)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

참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신감이 넘치고, 성취감을 느끼

고, 자기표현을 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참여자 부모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자기결정력 하위 기술의 자기지식, 자기옹

호와 리더십기술, 목표설정과 성취, 자기관리와 관련이 있음을 내용을 통

해서 알 수 있다. 자기지식은 자신의 능력과 흥미 및 정서적 상태를 인

식하고 신체적 자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지를 포

함하는 개념이다(Wehmeyer, 1995). 이는 또한 신체활동을 통해서 자기

지식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Marsh & Peart, 1998). 프

로그램 참여하는 동안 자기감정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하고, 팀장 역할을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본인 의사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을 통해서 자기

지식의 하위 요소에 있어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행자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번 거듭할수록 점점 목소리도 커

지고 다른 참여자들이 반응도 보이고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자기옹호와

리더십 기술의 하위요소와 관련된 경험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목표설정과 성취의 하위요소는 목표는 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성취를

눈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김혜경, 2001), 참여자가 눈으



- 54 -

로 달성 정도를 추적할 수 있도록 순환운동 시간에 CHECK LIST를 활

용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본인의 향상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

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참여자 부모

인터뷰를 통해서도 참여자가 본인의 향상에 대해서 자랑을 한 모습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목표설정과 성취라는 자기결정 하위요소와 관련된 경험

을 참여자들이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비슷한 하위요소로 자

기관리는 자기교수, 자기점검, 자기강화, 자기평가를 포함하는데 자기교

수는 과제의 수행순서를 스스로 말해가며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점검은 과제지향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기록하는 것을 말하

며, 자기강화는 스스로 정한 목표 달성시에 선택한 강화를 자신에게 제

공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평가는 장, 단기 목표를 향한 자신의 향상도를

그래프나 도표, 토큰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개

념이다(Browder & Bambara, 2000; Koffman, 2001; Koegel, 1995). 과제

가 주어지고, 목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순

환운동을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부모에게 자랑을 하는 등의 행동을 미루

어보아 자기관리의 하위요소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자신감 넘치는 모습

참여자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느낀 것 같다고 참

여자 부모들이 보고했다. 프로그램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자녀인 참여자

가 진행자의 역할을 할 때나 참여자 일원으로서 참여할 때 표정, 말투,

자세 등에서 자신감이 느껴지고, 실제로 가정에서 대화했을 때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참여자 이주도의 어머니는 진행

자 역할을 하는 동안 자신감이 생기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하여, 진행자

역할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글 쓴거 보고 내가 가슴이 찡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왜 나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냐고 그런 말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어 있

다는 거. 그게 되게 좀 가슴이 좀 아픈데 자기가 이제 다른 참여자들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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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보이고 호응을 한다는 거는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이주도 모)

주변을 되게 많이 의식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서 본인을 이상

한 눈으로 다 본다고 자기가 느끼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화면에

서 체육 활동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즐거운 거죠. 자기의 그런 언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 행동에서 동료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막 박수 쳐주고 칭찬

해주고 그다음에 와 소리 질러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감을 얻

은 것 같아요.

(이주도 모)

좀 처음에는 긴장해가지고 출석 그럴 때도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아지더

니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또 이렇게 나가서 하

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 나서는 거 좋아하고 해서 기분 엄청... 그런데

다가 지금 체조를 틀리지 않고, 그 순서를 다 외워서 했으니까 완전히 진

짜 기분이 좋은 거죠. 집에 와서도 굉장히 자랑했어요.

(구협력 모)

2)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

프로그램 진행자 역할을 하고, 자신이 목표한 순환운동 개수를 달성하

였을 때 참여자들은 성취감을 느꼈다. 뿌듯한 감정 표현과 표정을 연구

자는 관찰할 수 있었고, 참여자 부모들도 그로 인하여 성취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도 뿌듯했

을 것 같아.

(이박수 모)

프로그램을 다녀오고 난 후에는 표정이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안성취 모)

목표한 표를 이렇게 가져와서 자기가 목표한 거 자랑하면은 제가 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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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칭찬해주고 본인 그거 표 들고 와서 굉장히 몇 번 보여주고 되게 자

랑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향상되고 저번보다 이번이 더 잘했고, 이렇게 얘

기하면서 본인이 자랑을 했거든요.

(안성취 모)

어떤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목표 정해가지고 그것을 성

취하는 과정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지.

(곽편안 모)

3) 자기 표현을 하는 경험

참여자들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대부분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등을 남

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한 경험이 많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

램 안에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이 있었고, 실제로 그 시간 동안

자신만의 의견을 내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했

다. 특히, 스포츠스태킹에서의 팀별 회의를 하거나 소감발표를 할 때 그

런 모습이 많이 보였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은 주도 같은 경우는 이 말은 많은데 언어 구사 능력은 많

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못했는데

보면은 여기서 나중에 이제 그 소감 얘기할 때.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아

주 최대한 하려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주도 부)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팀장으로도 있는데 주도는 거기서 자기가 정

해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더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순서

라든가 그런 걸 정했는데, 주도도 거기에 무슨 자기만의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이주도 부)

편안이 같은 경우는 제일 부족한 게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을 안 한

다는 건데, 이 연구를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중점적으로 프로그램

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곽편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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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력 향상에는 소감발표가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표현 잘하는 게 힘들잖아요. 일반일들도 나가서 자기 표현 발표하는게

힘드니까....

(구협력 모)

다.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시간

참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규칙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협력하는 경험을 했다고 부모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기

지식이라는 자기결정 하위요소와도 연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특

히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을 하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Wehmeyer, 1995). 프로그램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

서 다른 참여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관찰하고 반

응하면서 협력까지 하는 모습을 연구자로서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었고,

참여자의 부모가 프로그램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서 규칙을 지켜가며 다른 참여자들에게 양보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자기지식이라는 자기결정 하위기술과 연관이 있음

을 개념적으로 알 수 있다.

1)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험

단체 수업의 특성으로 인해서 참여자들에게 발견된 경험이다. 참여자

들은 진행자의 역할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시범을 보일 때, 서로 호응과

반응을 해주면서 서로가 상호작용이라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

가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성이 길러지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서로의 행동에 대한 관찰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자

신의 행동과 비교를 하는 등의 상호작용도 있었다.

자기 말 한마디에 막 이렇게 하고 막 같이 해주고 같이 또 게임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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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같이 이쪽 팀이 이기고 이쪽 팀이 지고 이런 거를 하면서, 한 팀의 유

대를 주도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주도 모)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여자들도 살펴보고, 본인이 거기

에 신경을 쓰잖아요. 본인이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상호작용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프로그램을 가지고 몸에 스킬

이 느는 것보다는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성이 길러지는 게 그게 굉장

히 좋은 것 같아요.

(안성취 모)

서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가 먼저 진행을 해 봤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뭘 더 하고 싶은데 말을 이렇게 못하고 아쉬워하는데 더 하

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입장이 바뀌어서

다른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라든지 누가 했을 때 주도가 자기도 그 역

할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했을 때 저렇게 비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주도 모)

참여자 서로가 존중해주는 듯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부모의

언급이 있었고, 특히나 진행자 역할과 팀장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기에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이제 처음이지만 보조 강사 했던 게 그니깐 그 순서가 바뀌어 가면서

친구들이 했을 때 또 이렇게 서로 존중해 주는 모습도 되게 좋았고요.

(이결정 모)

주도가 자기도 그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했을 때 저렇

게 비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주도 모)

2) 규칙을 배우고 준수하는 경험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모두가 규칙을 공유하며, 그 규칙 안에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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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참여한다고 하였다. 참여자가 진행자 역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

로 규칙 안에서 진행자의 역할을 하기에, 단체가 정해놓은 규칙을 인지

하고 그 안에서 준수해나가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사회의

한 규칙을 배우는 데에도 좋은 경험이라고 하였다.

어떤 룰에서는 벗어나는 거도 있지만 그래도 그 학습한, 선생님께 교육

받은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기가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고요.

(이결정 모)

물론 아까 규칙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도 규칙을 다 지켜야 그 프로그

램을 할 수 있으니까....

(구협력 모)

프로그램 구성요소 중 진행자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규칙 준수를

하면서 역할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규칙 준수와 관련이 깊고 이칭찬

어머니의 경우에는 컵스내치 게임을 진행할 때 특히 규칙 준수를 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규칙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

컵 스내치 게임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규칙을 지켜서 시켜야지 되

잖아요. 그러면서 따라오게끔 해야지 되니까....

(이칭찬 모)

3) 협력하는 경험

발달장애인은 성장해오면서 자신의 발달이 우선시 되다 보니 협력하

고 협동하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였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

우, 특성상 자기중심적인 편인데 이번 프로그램에서 스포츠스태킹 팀별

시합을 하면서 본인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순한 구조이지만 팀장역할을 하고 공동체의 하나

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협동하는 경험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

다. 즉 프로그램의 구성내용 중 팀별 활동이 협력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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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게 어쨌든 영상에서는 그런 게 많이 보였거

든요. 그러니까 주도도 보니까는 본인만 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하려고 그

러는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주도 부)

팀을 짜서...팀워크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여서, 보통 우리 아이들은 자기

만 알고 자기 혼자만 하는데 팀을 짜서 이렇게 같이 협동하는 모습도 보이

는 것 같고... 특히나 우리 같이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것 밖에 모

르는데 남을 배려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남을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곽편안 모)

라.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전반적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집중해서 활동하면서 운동효

과와 즐거움을 느끼고, 프로그램 전체 종료에 대해서는 진한 아쉬움을

느끼는 경험을 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기결정

하위요소 중 자기지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기지식은

다양한 개념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히 자신의 능력과 흥미 및 정서적

상태를 인식한다는 개념, 신체적 자아에 대한 지식의 개념, 자신의 감정

을 인식한다는 개념(Wehmeyer, 1995)과 관련이 있다. 운동에 집중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자신의 능력과 흥미 및 정서적 상태를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자신

의 신체를 활용하여 운동효과를 충분히 경험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자아

에 대한 지식이 만들어지고, 설레는 마음과 진한 아쉬움을 느끼고 직접

표현함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 집중하고 몰입하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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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만큼은 그 시간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시간

이었다. 진행자 역할을 하면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모습을

참여자는 보여주었으며, 다른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수업에 집중해서

참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자신이 아닌 다른 참여자를

관찰하면서도 집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구협

력 어머니는 참여자 구협력이 체조를 진행할 때 특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만큼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차례를 기억하고 동작을 기

억하는 거 아닐까요.

(구협력 모)

아까도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우리 친구들이 집중력이

제일 떨어지거든요. 체육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집중이 안되긴 때문에 수

업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마주보고 상대방이 하

는 운동을 지켜봐주고 할 때 그 집중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도

가 높으면은 사실 자기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결정 모)

프로그램 구성 중 순환운동 시 목표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

는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참여자

이주도 어머니의 의견이 있었다.

순환운동 중 목표 개수를 적은 표를 보고 느낀 것이 주도가 하나만 안

하고 평균보다도 높았잖아요. 열심히 하는구나. 재미있어 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느꼈어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이주도 모)

2)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경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당일 날이나 전날부터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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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갈 생각에 설레고 기다린다는 부모들의 보고가 있었다. 실제로 참여

자들의 참여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다른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시

간을 만들어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연구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당일 참여를 못하면 아쉬운 마음을 문자를 통해서 전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물어보기도 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좋아해요. 수요일하고 일요일에 내가 바빠가지고 잠시 까먹고 있으면

운동하는 날이라고 체육복이랑 실내화 챙겨야 된다고 나보고 해달라 그러

고, 일요일도 내가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됐다고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좋아해요.

(곽편안 모)

이 프로그램 가는 날 아침부터 좋아하고. 갔다와서도 막 좋아하고....

(구협력 모)

3)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

참여자 부모들은 프로그램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자녀나 참여자들 표

정이 너무 밝아보인다고 하였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런 즐거움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더 적극적이었고, 집에 와서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자랑을 하면서 즐

거움을 다수 표현했다고 한다.

목표판을 보고 열심히 하는구나, 재미있어 하는구나를 느꼈어요. 적극적

으로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재미있어 하니깐....

(구협력 모)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재미한테는 즐거움이에요. 이걸 가야한다는 이거

에 언제부터, 아침 10시쯤 되면은 준비를 해. 그래서 내가 너무 설레발 설

치면은 “재미야 몇 시에 밥을 먹어서 여기서 몇 시에 나가면 몇 시에 도착

하니까 그쯤 하면 돼.” 그런데도 미리 가서 가방도 챙겨 놓고 미리 가서...

이 모든 게 즐거움인 거에요. 나름대로 즐거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

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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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미 모)

근데 되게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는 동안에 우리 애들이 이렇

게 그런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자기네들을 이해해 주면서 재미있게 운동

하지를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복지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놀

이식으로 이렇게 애들을 즐겁게 하면서 자기가 많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없는데. 주도 또 특히 얘는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애거든요. 근

데 너무 기다려하는 거 보면 되게 즐겁게 한 것 같아요. 시간도 금방 갔다

그런 얘기 들은 거 보니까 그 학생들이 봤을 때 주도뿐만이 아니라

(이주도 모)

4) 끝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경험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참여자들은 진한 아쉬움을 여러 가지 수단으

로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롤링페이퍼를 <그림11>와 <그림

12>과 같이 함께 작성하여 연구자와 보조연구자들에게 마음을 전하였다.

또한, 마지막 한명씩 돌아가면서 소감발표를 할 때,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연구자로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종

료되고 나서도 참여자들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종료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롤링페이퍼 내용이나 소감발표 내용 등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부모도 자녀의 아쉬운 마음을 언급해주었다.

주도도 이제 헤어지는 거가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면서 그쪽 얘가 우

는 거 보니깐 자기도 좀 마음속으로 이게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런 거

지.

(이주도 모)

5) 운동 효과를 동반하는 경험

자기결정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운동 프로그램이었지만, 운동의 효과

도 충분히 있었다는 부모들의 언급이 있었다. 적절한 강도면서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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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균형 운동을

배우기도 하고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특히 윗몸일으키기는 다음날 복근에 근육통이 생길 정도의

자극이 있었고, 스텝박스는 다리 근육 발달에 좋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스포츠스태킹을 통한 소근육 운동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려서 운동 효과도 나타나고, 아침에도

윗몸일으키기 너무 많이 해서 배가 당긴다고 그래서 운동 효과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요.

(이주도 모)

이제 컵쌓기하는 것도 그게 단순한 컵쌓기가 아니라, 이제 소근육 발달

에 굉장히 좋은 거였기 때문에 집에 와서 또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결정 모)

<그림12> 롤링페이퍼 앞면 <그림13> 롤링페이퍼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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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박스를 집에서도 사실은 해보라고. 근육 발달, 다리 근육에도 좋았

잖아요. 아까 집에서는 이렇게 낮은 책 같은 것을, 책을 어느 정도 높이를

놓고, 양쪽 다리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우리 사실 어른들한테도 되게

좋잖아요.

(이결정 모)

제 2 절 참여자의 변화

가. 프로그램 내에서의 변화

프로그램 내에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부모들의 면담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진행자 역할을 할 때,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진행자 역할을 하는 경험이 거듭될수록 점점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었

으며, 그와 동시에 자신감이 점점 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결정력의 하위요소들과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

으며, 자신의 능력과 감정 등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지식

(Wehmeyer, 1995)의 요소와 리더십에 관련된 개념인 자기옹호와 리더십

(이옥인, 백은희, 2007)의 요소와 내용적으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1) 역할 수행 중의 변화

참여자들 대부분이 진행자 역할을 2번씩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이 공통

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1차 진행자 역할을 할 때는 긴장 또는 불안

한 모습이 보통이었지만 2차로 역할을 수행할 때는 공통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고, 자신감을 얻은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출석과 체

조를 2번씩 진행하면서 점점 여유로워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컵

스내치 게임 시에도 처음보다는 2번째에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

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참여자 부모들의 의견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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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유를 찾아가는 모습

1차 진행자 역할을 할 때는 긴장과 불안감이 더 많으니까 말이 더 빨라

지는 거에요 이게. 그런데 2차 역할을 하는 지금은 훨씬 더 느리잖아요. 그

때에 비하면 동작도 그때보다 조금 더 정확해지고 조금 더 뭐 폭이 넓어졌

다고 해야되나. 여유가 있는 거에요 그때보다 훨씬... 훨씬 여유가 있기 때

문에 그때하고 동료들한테 대하는 것도 또 틀리고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안정이 되니까 부르는 이름, 부를 때부터 틀려요.

(이칭찬 모)

주도가 자기가 이렇게 지정을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할 때는 되게 긴장

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할 때도 보면 자기 나름대로 약간 여유

를 부려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막 맨 처음에는 뭔가를 자

기가 했을 때는 ‘나, 내가 잘해야 한다.’, ‘나 실수하면 안 돼.’ 그런게 커서

그런 긴장을 한다든가 무슨 말을 해도 저것처럼 이렇게 막 “스~”하다가 다

른 거로 돌리고 그럴 여유가 없는데, 여기 2번째로 진행자 역할을 했을 때

는 처음부터 그런 거 하는거 보니깐...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자기가 한 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주도 부)

(2) 자신감을 갖게 되는 모습

처음에는 긴장해가지고 출석 그럴 때도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이제 점점 커지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2차로 진행자 역할을 했을 때

는 자세가 안정이 되고, 좀 더 자신 있게,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자

세도 좀 바르게 서 있고, 부르는 톤이며 그런 것들도 좀 자신감 있어 보였

어요.

(구협력 모)

첫 번째는 좀 실수할까봐 본인이 굉장히 어떨떨하고 겁내했던 것 같아

요. 좀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초점이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두

번째 거는 되게 좀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원래 이렇게 남한테 나서고 이런 성격

이 아닌데 여기서 한 게 어쨌든 저한테는 좀 신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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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취 모)

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도 관찰되

었다는 부모의 면담 내용이 있었다. 먼저 참여자들이 집에서 부드러운

면모를 보여주고 이전과 다르게 화가 나도 참는 모습이 보였다는 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감정이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

는 개념인 자기지식(Wehmeyer, 1995)과 관련이 있음을 내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참여자가 프로그램 중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말이 많아진 모습

을 보여주면서 언어적 행동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변화가 관

찰되기도 하였다. 이는 자기결정 하위요소 중 자기주장과 관련된 자기옹

호의 개념(Wehmeyer, Agran & Hughes, 1998)과 자신의 정서적 상태

및 감정 상태를 인식한다는 개념인 자기지식(Wehmeyer, 1995)과 관련성

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날을 기다리는 모습이 관찰되고, 운동을

재밌어하는 모습을 부모가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운동에 대한 동기가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기결정 하위

요소 중 목표에 대한 성취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

게 될 수 있는 개념인 목표설정과 성취(김혜경, 2001)와 관련성이 있으

며, 자신의 신체적 자아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고 이로 인해 신체를 활용

하는 운동에 대한 동기가 생길 수 있는 개념인 자기지식(Wehmeyer,

1995)과도 내용적으로 관련이 깊을 것으로 짐작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자

기결정 하위요소와의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1) 감정에서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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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드러워진 모습

참여자 이칭찬 어머니의 언급에 따르면 이칭찬은 원래는 아버지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참

여하면서 동 기간 동안, 아버지에게 짜증을 내는 것이 눈에 띄게 줄어들

고 전체적으로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다고 한다.

칭찬이가 이 프로그램을 다녀오면 굉장히 행복해했다는 거는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짜증 피우는 것도 없고 내가 뭔 얘기를 해도 그냥

순수하게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칭찬아, 밥 먹자. 밥상 좀

챙겨보지.” 이러면은 “뭘, 또 먹어야지 돼?” 이러고 나오고. 근데 그런 것

없이 “응, 알았어” 그러고 자기가 밥상 다 챙기고 다 하더라고요.

(이칭찬 모)

이제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자기 아빠한테도 좀 덜 화를 내요. 짜증을

덜 내는 것 같아요. 운동 기간 동안에 조금 부드러워진 거는 같아요. 동생

한테도 그전에는 동생이 와서 “누나, 안녕”하면은 그냥 본척만척 했거든요.

왜 그러니까 동생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기본적으로. 그

러니까는 그냥 별 얘기 없었는데, 동생이 들어오면서 “누나, 안녕”하면은

“응, 오니?”하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되받아서. 그래서 제가 ‘또 저렇게 인

사도 받네’ 했거든요.

(이칭찬 모)

(2) 화를 참는 모습

참여자 이주도 아버지는 프로그램 참여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특히 한 사례로는 참여자 이주도가 프로그램 참

여기간 동안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참았다고 하였다. 평소

에는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점을 언급해주

었다. 이는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프로그램 기

간 중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 하다고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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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하는 것이) 주도가 이렇게 집에서든가 또 사회에서든가 한

직장에서도 아주 좋은 면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기가 좀 기분 나쁜 게 있었는데 자기가 되게 참았다고... 그 프로그램 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선배하고 그런 또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이제 잘, 그래서 자기가 참았다고, 불이 막 났는데 자기가 꼭 참았

다고 해서 너무 잘했죠.

(이주도 부,모)

참여자 이박수의 경우는 1년에 한 3~4번 정도로 간혹 꽤 심하게 짜증

을 내는데, 과거 사례로는 운동 수업에 참여하다가도 짜증을 내곤 했다

고 한다. 운동 중 교정을 막 해주거나 하게 되면 짜증으로 이어지는 경

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 같다고 어머니가 말

하였다.

그러니까 아까도 운동을 그렇게 뭔가 막 교정을 해 주려고 여러 번 선

생님이 그러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화를 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짜증은 안 내고 잘했던 것 같아요.

(이박수 모)

참여자 이행복의 경우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화가 나는 순간에도 좋게

웃어 넘기는 방식을 배웠다는 어머니의 언급이 있었다. 이런 변화가 프

로그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긍

정적인 변화이므로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이런거는 요즘 내가 느껴. 어떤거냐 하면 이제 누구랑 같이 가다가 뭐

마음이 안 맞았어, 그러면 그걸 풀 줄을 몰랐는데, 근데 그냥 좋게 웃어 넘

겨서 그냥 가는 거 그런 건 좀 배웠더라고요.

(이행복 모)

2) 언어적 행동에서의 적극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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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이 많아진 모습

참여자 이칭찬은 평상시 가정에서 대답을 잘 안 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본인 스스로 먼저 얘기를 하는 등의

새로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어머니의 언급이 있었다. 또한, 참여

자 안성취의 경우도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편이

었는데, 수업 중 대답을 곧 잘하고 가정에서도 프로그램 참여 후 가족들

이랑 활발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새롭게 보여줬다고 한다.

우리 칭찬이가 집에서는 별로 말을 물어봐도 잘 안 해요. 근데 여기 영

상을 보니까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하시는데도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네요.

대답을 하는 것을 보니까는 제가 집에서 너무 억눌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도 조금은 해요.

(이칭찬 모)

말이 많아졌어요. 말을 많이 해요. 그전에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는데

활발하게 가족이랑 애기를 막 해요.

(안성취 모)

3) 운동에 대한 동기가 생긴 모습

(1)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모습

참여자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운동에 대한 동기가 증가하였고,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프로그램 진행기간 동안에는 이전에 참

여하던 프로그램과 다르게 결석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출석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전에 농구 프로그램 때는 종종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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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다는 그게 없어요. 얘는. 얘 머릿속에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아니었는

데, 하다 보니까 이거 빠지면 안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김재미 모)

그전까지는 주도가 본인이 좋아가지고 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우

리가 많이... 이제 끝나면 무조건 가야 하는 거고 주도 같은 경우는 안 갈

수 있는 그런 구실만 찾았어요. 그런데 이번 거는 본인 스스로가 하겠다고,

그러고 본인이 알아서 자기가 이제 가고...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왜

그랬더니 거기 운동 가고 싶다고...

(이주도 부,모)

(2) 운동이 재밌어진 모습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참여자들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정말 즐

겁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진들과 영상을 통

해서 참여자들의 표정과 기분을 짐작하자면 정말 몰입해서 운동에 참여

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부모와 심층면담을 통해서는 이전에는 운동에 대

한 흥미가 크게 없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운동에 대한 즐거움을 느

낀 것을 알 수 있었다.

운동이 그렇게 지루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요.

(이주도 부,모)

운동을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안됐어요. 원래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운

동 싫어해서... 그런데 요새는 이제 운동하는 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안성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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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경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해보고 운동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경험과 변화를 제공해주었는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로는 첫째, 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운동프

로그램 참여는 참여자에게 어떤 경험이었는가, 둘째, 경증 성인 발달장애

인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참여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로 설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운동

프로그램 참여자가 발달장애인으로 특성상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제약이 있으므로, 참여자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느낀

변화에 대해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질적 분석을 할 예정

이다. 두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의 경험이다. 첫째, 참여자는 본 연구 운동 프로그램을 통

해서 주인공이 되는 경험, 주도적인 행동을 하는 경험,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험, 책임감을 갖는 경험을 함으로써 본 운동 프로그램은 이끄미

가 되는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발달장애인들은 주로 어린 시절부터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 한발 물

러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 운동프로그램에서 출석, 체조 등 진

행자 역할을 맡으면서 주인공이 되어 보기도 하고 주도적인 행동을 해보

보기도 하고 책임감을 갖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직접 진행할

때 다른 참여자들이 호응을 해주고 반응을 해주는 것도 주인공으로서의

경험을 더해주었다. 컵스내치 게임을 진행할 때는 참여자가 다음 동작으

로는 어떤 것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경험을



- 73 -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참여자는 본 연구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모

습을 보여주었고,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고, 자기 표현을 하는 경험

을 함으로써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진행자 역할을 하고, 자신이 목표한 순환운동 개

수를 달성하였을 때 참여자들은 성취감을 느꼈을 것으로 참여자 부모들

은 보고하였고, 스포츠스태킹을 할 때 팀별 회의를 하거나 소감발표를

할 때 자신만의 의견을 내는 등 자기 표현을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참여자는 본 연구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였고, 규칙을 배우고 준수하는 경험과 함께

협력하는 경험을 하면서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있

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단체 수업이라는 특성이 있기에 이로 인해서

참여자들은 진행자의 역할을 하거나 시범을 보일 때, 서로 반응과 호응

을 해주면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의 행동에 대한 관찰을 하고, 돌아가면

서 팀장 역할을 하기에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참여자

부모들은 보고하였다. 이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고 프로그

램을 진행자 역할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정해놓은 규칙을 인지하고 준수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경험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들은

성장해오면서 서로 협력하는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하는데, 이번 프로그램

에서 특히 스포츠스태킹에서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협동

하는 경험이 의미가 있었다고 언급되었다.

넷째, 참여자는 본 연구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경험을 하고, 매일 프로그램에 오기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경험과 프로그램 중에는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

되었을 때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경험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운동 효

과까지 동반하는 경험을 하였기에 이는 참여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시

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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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진행자 역할을 수행할 때 잘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모

습을 보여줬고, 그 외의 참여자들도 집중해서 참여해주는 모습을 보여줬

다.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이나 전날부터 프로그램 갈 생각에 설

레고 기다린다는 부모들의 언급이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 시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프로그램

전체 회기 종료 시점에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롤링페이퍼를 쓸 정도

로 종료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땀을 흘리고

복근에 근육통이 생기고 다리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고 스포츠스태킹은

소근육 운동에 도움이 되는 등 운동 효과도 동반하는 시간이었음을 부모

의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참여자 변화이다. 첫째, 프로그램 내에서 관찰된 변화는 역

할 수행 중의 변화인데 진행자 역할 1차로 하고 2차로 할 때는 점점 여

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와 함께 자신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출석과 체조 및 컵스내치게임을 진행할 때 특히 그런 모습

이 관찰되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는 화를 내거나 짜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짐이 관찰되었다고 하며, 평소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 프로그램 참여 기간 중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

기도 하였으며, 화가 나는 순간에도 좋게 웃어넘기는 식의 행동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참여자 다수가 감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

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여러 참여자가 가정에서 말이 많아진 모습

을 보여주는 등 언어적 행동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프로

그램에 적극적으로 출석을 하고 프로그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운동이 재밌는 것이라는 인식이 새롭게 심어지는 등 운동에

대한 동기가 생긴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볼 때, 자기결정력 향상에 맞춰 구성된 운동프

로그램이 성인 발달장애인 참여자에게 자기결정력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자기결정력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결정력 하위 기술과 관련된 경험과 변화가 나타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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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기결정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참여자의 경험 중 ‘이끄미가 되는 시간’은 자기결정력 하위 기술 중

의사결정, 선택하기, 자기옹호와 리더십기술과 관련성이 깊으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은 자기지식, 자기옹호와 리더십기술, 목표설정과 성취, 자

기관리와 관련성이 깊으며,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시간’은 자기지식과

관련이 깊으며,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은 자기지식과 관련성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참여자의 변화 중 ‘여유를 찾아가는 모습’과 ‘자신감을 갖

게 되는 모습’은 자기지식, 자기옹호와 리더십기술, 목표설정과 성취, 자

기관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감정에서의 안정화’는 자기지식과 ‘언어적

행동에서의 적극적인 모습’은 자기옹호와 자기지식, ‘운동에 대한 동기가

생긴 모습’은 목표설정과 성취, 자기지식과 관령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향후 연구에서 이런 연관성을 밝힌다면 자기결정력 향상에 있어서

더 탄탄한 뒷받침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제언

지금까지 경증 발달장애 성인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

램에 대한 참여자의 경험 및 변화 탐색 연구를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추후 수행될 필요가 있는 연구에 대한 제언

을 하고자 한다.

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부모와의 심층면담 내용 중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운동프로그램은 전에

는 없던 특별한 프로그램이면서 참여자 및 부모 모두 만족감을 느끼면서

자기결정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생각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중요한

개념이라 느껴서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이 개념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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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였다. 자기결정력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고 중요성이 있는 본 연구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완

하고 수정하면 다른 연구로서 의미가 있을지 부모 심층면담 내용을 토대

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운동 프로그램의 장기화가 필요하며 학교에서부터 이런 교육이

시작이 되면 자기결정력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운동 프로그램 기간이 12주가 아닌 장기적으로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고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학령기와 같이 어린 나이부터 본 연구와 같은 운동프로그램을 제공받

는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둘째, 운동 프로그램의 난이도도 조정하여 향후 연구를 진행될 필요성

도 있다. 운동의 강도를 높이거나 인지와 기억력 측면에서 난이도를 높

이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더 추가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새로운 연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연구

자와 함께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참여자가 직접 진행하는 등 참여자에게

난이도가 있지만 그만큼 자기결정력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

상되는 점이 있으므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이지만 현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방법의 운

동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 부모들의 언급대로 가치가

밝혀져서 많은 연구자와 현장 지도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

한 운동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한다.

나. 연구 대상자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모두가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대상 운동 프로그램이었는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장애 특성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두 그룹의 대상자를 분리하여 운동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것도 향후 연구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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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그룹과 자폐성장애인 그룹과 혼합그룹의 차이를 보는 연구가 될 수

도 있으며, 자폐성 장애인들에게는 난이도를 낮추어서 그들의 특성에 맞

게끔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해보아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자기결정력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자기결정력 향상을 목적에 두고 그것에 따른 참여자의 경

험과 변화를 탐색하였다. 자기결정력은 하위기술로 이루어져있는 능력으

로 참여자의 경험과 변화에 대해서 앞서 결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자기결

정 하위기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행해질 필요

성이 있다.

첫째,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양적 연구로 이어진다면 운동 프로그램

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앞서 언급

하였듯이 자기결정 하위기술과의 상관관계 또는 효과성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자기결정력 향상과 관련하여 큰 가치가 더해질 것

이다.

둘째, 자기결정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나 대상자 특성 상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참여자의 경험과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고 질적 분석을 하였다. 향후에는 직업이 있는 성

인 발달장애인일 경우 직무 수행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

는 것도 하나의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에서의 관리자에게 질

적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을 취한다면 자기결정력과 관련된 의미있

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자기결정력 경험 및 변화를 과정 안에서의

작용을 보지 못하고 결과로만 보았다는 것에 있어서 향후 연구의 시사점

이 있다. 본 연구의 운동프로그램 중 순환운동에서 목표 개수를 설정하

고 달성하는 구성내용이 있긴 하지만 목표 달성 여부, 즉 결과로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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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이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을 확인하고 자기결정력에서의 의미를

볼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참여자 변화에서 주목해야할 만한 개별적 특이 사

례가 있다. 참여자 안성취의 사례로 안성취 어머니가 언급한 조현병 증

상 호전 사례가 있다. 참여자 안성취는 4년 정도 환청 증상으로 조현병

을 진단 받았고, 그 후 계속 내원을 하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4년

동안 주목할 만한 호전 증세가 없었는데, 본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크게 호전되었다. 본 연구 프로그램 또는 자기결정력과

의 상관관계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참여자 안성취 어머니는 본 연구의

효과를 힘주어 말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

에서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본 연구 프로그램 또는 자기

결정력과 조현병 증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향후 연

구가 진행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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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명 : 경증 발달장애 성인의 자기결정력 향상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경험 및 변화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송 진 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적용하고 실천 과정과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

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귀하의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

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귀하의 참여 의사가 

결정되면, 연구 참여자용(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에 있는 참여자 서명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 설명서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분명하게 되지 않는 말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를 담당하는 송진용 연

구원(000-0000-0000/00000000@snu.ac.kr)에게 문의하시면, 이 연구에 대해 자세하

게 설명해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적용하고 그 실천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결정력이란 사회 구성

원의 일원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자기결정력은 운동을 통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선

행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개발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

해 귀하가 어떤 것을 경험하며, 경험함에 따라 어떤 요소들에 의해 변화가 나타

났는지 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합니

다.

연구 참여자용(성인 발달장애인)

설명서 및 동의서

부록. 연구 참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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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귀하를 포함하여 3년 이상의 특수체육 현장 지도와 교육 경력을 가진 3명의 

특수체육 전문가와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성인 발달장애인 약 20명과 성인 발

달장애인 부모 또는 보호자 약 2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귀하의 본 연구의 참여 형태는 프로그램 참여 및 심층 면담입니다. 심층면담

은 연구자의 질문에 연구 참여자가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녹음을 

통해 기록할 것입니다.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것입니다.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보통 귀하의 

자택 혹은 직장 주변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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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로그램 사전 참여자 신상명세서 작성(30~40분), 심리 측정(자기결정력, 신체

적 자아효능감 등)(30~40분)을 통해 참여자의 특성 및 심리적 요인을 살펴볼 

것입니다.

2) 프로그램 진행 기간은 매주 2회씩 12주간(총 24회기)이며, 수요일과 일요일 

14시30분부터 16시까지 매회 90분간 프로그램이 수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연구자는 여러분이 프로그램 참여 동안 직접 현장에서 지도 및 관찰을 할 

것이며, 사진 및 영상 촬영이나 필드 노트 작성을 통해 기록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과 모자이크를 활용하여 편집

한 후 삭제할 예정입니다. 

3) 프로그램 사후 심층면담은 1~2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면담은 연구자가 미

리 구성한 반 구조화된 질문지의 내용을 위주로 인터뷰가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은 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그 경

험이 줄 수 있는 의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심층면담이 어려울 

경우, 프로그램 후기 설문지를 통해서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경험을 탐색할 

예정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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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간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여러분은 저와 심층 면담에 1회 참여하게 되

며, 필요시 추가 면담에 1회 참여하게 됩니다. 심층 면담의 시간은 1시간에서 1

시간 30분 가량씩 참여하게 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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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

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중도 탈락 시 수집된 자료의 폐기를 원하시면 

즉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중도 탈락 이전 자료는 연

구 자료로 사용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실행 장소는 성수동에 위치한 별별생활체육센터(본점)입

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와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 심장충격기(AED)를 주변에 배치하여 

응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운동용 기구들

은 안전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인체에 대한 위협이나 부작용의 가능성이 매

우 낮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이 연구에 참여하면 귀하는 건강 증진과 더불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결과를 통해서 성

인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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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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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송진용 석사과정생(000-0000-0000)입니

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본 동의서에 동의해 주시는 경우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경력, 그리고 촬영 영상 및 면담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인 송진용 및 지도교수 이용호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자택 및 개인 PC

에 암호화하여 보관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보관 후 폐기

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

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

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

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

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

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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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송 진 용                          전화번호:     00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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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경증 발달장애 성인의 자기결정력 향상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경험 및 변화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송 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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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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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9. 나는 나의 이름, 성별, 경력 및 면담 내용이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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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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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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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자 보관용)

연구 과제명 : 경증 발달장애 성인의 자기결정력 향상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경험 및 변화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송 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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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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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받는 

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9. 나는 나의 이름, 성별, 경력 및 면담 내용이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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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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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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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

 

연구 과제명 : 경증 발달장애 성인의 자기결정력 향상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경험 및 변화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송 진 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적용하고 실천 과정과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

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보호자께서는 참여 의사

가 결정되면, 연구 참여자용(보호자) 설명문 및 동의서에 있는 서명란에 서명 부

탁드립니다. 설명서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

가 분명하게 되지 않는 말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를 담당하는 송진용 연구원

(000-0000-0000/00000000@snu.ac.kr)에게 문의하시면, 이 연구에 대해 자세하게 설

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적용하고 그 실천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결정력이란 사회 구성

원의 일원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자기결정력은 운동을 통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선

행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개발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

해 귀하의 자녀가 어떤 것을 경험하며, 경험함에 따라 어떤 요소들에 의해 변화

가 나타났는지 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자 합니다.

연구 참여자용(보호자) 설명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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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귀하의 자녀를 포함하여 3년 이상의 특수체육 현장 지도와 교육 경력을 가진 

3명의 특수체육 전문가와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성인 발달장애인 약 20명과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 또는 보호자 약 2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귀하의 본 연구의 참여 형태는 심층 면담입니다. 심층면담은 연구자의 질문에 

귀하의 자녀 및 귀하(보호자)가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녹음을 통해 

기록할 것입니다.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것입니다. 장소

는 연구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보통 귀하의 자택 

혹은 직장 주변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만일 귀하 및 귀하의 자녀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

행될 예정입니다.

1) 프로그램 사전 참여자 신상명세서 작성(30~40분), 심리 측정(자기결정력, 신체

적 자아효능감 등)(30~40분)을 통해 참여자의 특성 및 심리적 요인을 살펴볼 

것입니다.

2) 프로그램 진행 기간은 매주 2회씩 12주간(총 24회기)이며, 수요일과 일요일 

14시30분부터 16시까지 매회 90분간 프로그램이 수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연구자는 여러분이 프로그램 참여 동안 직접 현장에서 지도 및 관찰을 할 

것이며, 사진 및 영상 촬영이나 필드 노트 작성을 통해 기록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과 모자이크를 활용하여 편집

한 후 삭제할 예정입니다.

3) 프로그램 사후 심층면담은 1~2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면담은 연구자가 

미리 구성한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내용을 위주로 인터뷰가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은 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그 경

험이 줄 수 있는 의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자녀 또는 귀

하를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2주간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귀하는 저와 심층 면담에 1회 참여하게 되며, 



- 95 -

필요 시 추가 면담에 1회 참여하게 됩니다. 심층 면담의 시간은 1시간에서 1시

간 30분 가량씩 참여하게 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의 자녀 또는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자녀 또는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중도 탈락 시 

수집된 자료의 폐기를 원하시면 즉시 폐기됩니다. 그러나 폐기를 원하시지 않는

다면 중도 탈락 이전 자료는 연구 자료로 사용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실행 장소는 성수동에 위치한 별별생활체육센터(본점)입

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와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 심장충격기(AED)를 주변에 배치하여 

응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운동용 기구들

은 안전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인체에 대한 위협이나 부작용의 가능성이 매

우 낮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이 연구에 참여하면 귀하의 자녀분은 건강 증진과 더불어 독립적인 생활을 영

위하는데 필요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결과를 

통해서 성인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의 자녀 및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

의 자녀 및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자녀 및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

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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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송진용 석사과정생(000-0000-0000)입니

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본 동의서에 동의해 주시는 경우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경력, 그리고 촬영 영상 및 면담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인 송진용 및 지도교수 이용호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자택 및 개인 PC

에 암호화하여 보관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보관 후 폐기

할 예정이며, 연구자료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

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 및 귀하의 자녀분의 이름과 다른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 및 귀하의 자녀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

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

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

다. 귀하 및 귀하 자녀분의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대가가 지급됩니까?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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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송 진 용                          전화번호: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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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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자녀가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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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9. 나는 나의 자녀의 이름, 성별, 경력 및 면담 내용이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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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Experience and Change 

of Participants in the Exercise 

Program to Improve Self-determination 

of Adult with Mild Developmental 

Disabilities

Jin Yo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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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an exercise program to improve 

self-determination for adults with mil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confirm what experiences and changes the exercise program has provided to 

participants. As a research question for this, first, what was the experience 

for participants to participate in the exercise program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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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termination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econd, what 

changes were made to participants due to participation in the exercise 

program to improve self-determination of adults with mild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tudy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eight months from July 2021 to 

February 2022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the research process 

was largely conducted in five stages, such as planning, recruiting subjects, 

conducting exercise programs,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and organizing 

results. The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a total of 10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participated in the exercise program and 10 

parents who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after the end of the exercise 

program.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class observation. In the case of data analysis, Wolcott(1994)'s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procedures were followed, and the research 

integrity was secured by using methods of multilateral analysis, review by 

research participants, and consultation among peers.

The exercise program was organized by analyzing the sub-elements of 

self-determination based on Wehmeyer's self-determination functional model 

and establishing a program composition strategy accordingly. The program 

consists of greeting, attendance check, gymnastic, cup-snatch game, circular 

exercises, sport stacking, presentation about feeling, and closing greeting. 

The main strategies were for participants to directly act as program hosts, 

select and achieve goals themselves, modify goals, and present their feelings. 

The program was held twice a week, for 12 weeks, a total of 24 times, 

and 90 minutes of classes were held per session.

After the program was over,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parents of the participants to collect and analyze data. Research results and 

discussions related to participant experiences are as follows. First, this 

exercise program was meaningful as a leading time for adult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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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participated in the exercise program by 

experiencing the main character, leading behavior, active behavior, and 

responsibility. Such experiences were content-related to decision-making, 

selection, self-defense and leadership skills of the sub-elements of 

self-determination.

Second, this exercise program was meaningful as a time to find 

themselve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feeling full of 

confidence, experiencing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expressing 

themselves. Such experiences were related to self-knowledge, self-defense 

and leadership skills, goal setting and achievement, and self-management of 

the sub-elements of self-determination.

Third, this exercise program was meaningful as a time to experience a 

small society by experiencing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experiencing 

cooperation and experiencing learning and complying with the rules. Such 

experiences were confirmed to be deeply related to the content of 

self-knowledge of the sub-elements of self-determination, and in particular to 

the concept of recognizing how one's actions affect others among the 

content of self-knowledge.

Fourth, participants experienced concentration and immersion through this 

exercise program, experienced exciting feeling before coming to the program 

every day, experienced joy during the program, experienced deep 

disappointment when the program was over, and even had exercise effects 

overall. This was meaningful as a time to revitalize the participants. It was 

confirmed that  such experiences are content-related to self-knowledge 

among the sub-elements of self-determination, especially the concept of 

recognizing one's ability, interest, and emotional state, the concept of 

knowledge of physical self, and the concept of recognizing one's emotions.

Next is the research results and discussions related to the change of 

participants. First, the change observed in the program was a change in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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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nd after playing the role of the host first, he showed a more 

relaxed appearance in the second round, and showed confidence together. 

This was especially observed when playing the role of the host during 

attending, gymnastics and cup-snatch game. It was confirmed that these 

changes are related to self-knowledge, which includes the concept of 

recognizing one's abilities and emotions among the sub-elements of 

self-determination, and are also related to self-defense and leadership, which 

are concepts related to leadership.

Second, changes in daily life were observed to significantly reduce 

participants' anger, reduce irritation, and soften their attitude toward their 

families, and positive changes occurred during the program participation 

period, and showed behavioral changes in a good way even when they were 

angry. Many of the participants showed emotional stability. During the 

program participation period, several participants were actively observed in 

verbal behavior, such as becoming talkative at home. In addition, he actively 

attended the program and waited for the program, and showed overall 

motivation for exercise, such as a new perception that exercise was fun. It 

was confirmed that these changes were content-related to self-knowledge, 

goal setting and achievement among the sub-elements of self-determination.

Finally, sugg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follow-up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exercise programs, it is necessary to conduct 

follow-up studies to confirm the effects of long-term provision of programs 

and program difficulty adjustment. Next, in terms of the study subjects, this 

research was an exercise progra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which intellectual and autistic disabilities participated, and since the two 

groups have very different disability characteristics, it is expected to be 

meaningful to conduct research separately in the future. Lastly, in terms of 

self-determination, first, if quantitative research is conduct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relevance of the sub-elements of self-determin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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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self-determination covered in the discussion can be verified 

in terms of effectiveness. Second, if the subjects of the follow-up study ar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jobs as in this study, dentifying 

changes in job performance at work can be one of the main data related to 

self-determin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see the experience and change of 

self-determination as a little more process than a result, and to check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goal and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process in 

future studies. Fourth, it is expected to be meaningful if a follow-up study 

is conducted to check how it correlates with self-determination and exercise 

programs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schizophrenia symptoms, an 

individual specific case in this study.

keywords : Self-determinati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ercise program, 

In-depth interview, Experience of participants, Change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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