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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탐색

임     상      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 요로

소라 할 수 있는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신체활동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효과 및 요인을 탐색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는 첫째,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

양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과 개발 방향은 무엇인가, 둘

째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는 무

엇인가, 셋째,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로 설정했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

지 총 15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 및 개발 방향에 대한 탐색을 위해 총 19명의 참여자(성인 지

적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8명,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

3명, 장애인 체육 지도자 5명, 전∙현직 특수교사3명)를 선정하여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한편, 개발된 프로그램은 만 18세~30세 사이의 성인 지

적장애인 12명(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자)



과 그들의 부모 12명을 모집하여 실행되었다. 질적 자료는 개방형 설문

조사, 심층면담, 참여관찰, 영상 및 사진 기록, 현장문서를 활용하여 수

집하였으며 Creswell(2015)의 나성형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검증법, 동료 협의, 연

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윤리를 준

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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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요구

조사 결과 성인 지적장애인은 대인관리, 건강관리, 자기선택 및 자기결

정, 의지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발

방향으로 인내와 규칙준수의 기회, 자기 주도의 기회, 역할 수행의 기회,

성공과 성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조사

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는데 내용 수준에는 연계성, 

통합성, 지속성, 그리고 방법 수준에는 자발성, 반복성으로 나타났다. 이

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의 이름은 'SMART’ 이며, 이는 독립적인 성인으

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학습, 이해, 판단, 결단 능력 등에서 빠르고 영

리하며 재치가 있는 모습을 의미 한다. 그리고 백수진과 김진호(2019)

가 제시한 생활기술을 위한 생태학적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요소들과 본

연구에서 요구조사 및 개발 방향 탐색으로 도출된 결과, 이와 더불어 신

체활동의 가치를 대응시켜 8가지의(호명활동, 준비운동-정적 및 동적

스트레칭, 템포트레이닝, 체력활동, 스포츠활동-변형된 골프, 정리 운동,

정리인사 및 구호제창 활동) 신체활동으로 구체화되었다. 마지막으로 프

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해하기 단계, 프로그램

실행하기 단계, 프로그램 적용하기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둘째, 성인 지적장애인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활기술과 자

기결정기술을 함양할 수 있었다.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은 개인을 둘

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독립적으로 또는 포괄적

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는 바는 없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태도) 측면으로 용어를 정의하였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하기,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함께하며

더불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에 영향을 미

친 요인에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구성하고 있는 환경, 프로그램의 내용,

지도자, 동료, 가족인 주변인이 있었다. 프로그램의 환경 요인에는 비슷

한 기능을 가진 동료를 만날 수 있었던 공간,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 교

보재, 존중 받는 수업 분위기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내

용 요인으로 교학상장 활동, 목표 실천, 호명활동이 많은 영향을 주었음

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주변인은 모범적인 태도와 행동을 유발하였

던 지도자와 능동적 참여를 유발한 전략가로서의 부모, 성장을 자아내는

조력자로서의 동료로부터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효과적으로 함양하

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종합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태학적 환경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신체활동을

통해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역량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다. 둘

째, 본 연구는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주도권을 이양하여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학습하고 습득한 내용을 통해 적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는 참여적 실행연구의 성격을 띄는 것이고 적극적인 참여

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생활기술과 자기

결정기술 교육을 위해 신체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현장에서의 지도자들은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이들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함

양할 수 있는 지도자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생활기술과 자기



결정기술을 함양하는데 지도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부모와 동료의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은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행동,

인지, 태도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로 나

타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이 일상생활로 어떻게 전이되는지 알아보

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실행된 신체활동 프로그램

의 효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국가 수준에서의 특수교육과정 안에서 본 프

로그램을 중등학교 장애 학생에게 실행하고 평가해 내는 연구가 필요하

다.

주요어 : 성인 지적장애인, 생활기술, 자기결정기술, 신체활동 프로그램

학   번 : 2017-3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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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성인 초기에는 공교육과

부모의 터울에서 벗어나 안정된 성인기로의 삶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Jackson & Goossens, 2020; 김재훈, 2015). 이 시기에는 성숙한 시민

으로서 확장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갖추

는 것이 중요하다(Brookover & Erickson, 1975). 일반적으로 비장애인

의 경우 성인 초기에 중등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며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보낸다(이명자, 문병상, 2000;

Forte, Jahoda, & Dagnan, 2011). 반면, 지적장애인의 경우 영∙유아기

부터 교육을 통해 자립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학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 선택

의 경험과 기회의 제한 등으로 인해 성공적인 독립생활로 전환되는 비율

이 매우 낮다(Papay & Bambara, 2014; Wehman, 2006; 박희찬, 2013, 

Brown, Shiraga, & Kessler, 2006).

중등 특수교육 과정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이 청소년기 이후 자립적인

삶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일상 및 주거 생활기술, 

직업 교육, 지역사회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최명미, 조

인수, 2015; Barton, 2006; Moljord,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지적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Blacher, Karemer, & Howell, 2010; 

Papay & Bambara, 2014).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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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지적장애인들은 사회와 단절된 채로 매우 열악한 성인기의 삶을 영

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강민채, 박현주, 2017; 이한얼, 

조인수, 2012; Leonard et al., 2016), 이는 지적장애인이 지닌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적응 행동 기술의 한계(박영근, 이한얼, 2016; Field, 

Hoffman, & Posch, 1997), 부모, 교사, 전문가들이 대신 결정하여 자기

결정 및 선택을 하는 경험과 기회의 부족(조인수, 김혜경, 2003; 박정식,

조인수, 2006; Agran, Cavin, Wehmeyer, & Palmer, 2006, Zittel,

Pyfer, & Auxter, 2016; 김경열, 2012; 김교연, 2012), 전환 교육실행에

대한 실효성 한계(김요섭, 오세웅, 2013; 이영선, 김환희, 2013;

Hamilton, Mazzuccheli, & Sanders, 2015; Young-southward, Philo, 

& Cooper, 2017), 성인기 평생학습 참여 기회 부족(김경, 강영심,

2020; 김민영, 홍성두, 2016) 등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특수교육에서는 학령기 장애 학생이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일상 및 직업생활, 지역 사회 참여 등을 통한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Will, 1983; Halpern, 1985; Kohler, 1998). 그 중

Brolin과 Lloyd(2004)의 생활중심진로 모형(Life-Centered Career 

Education; LCCE)은 국내 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이 직장, 가정, 학

교 등 삶의 분야에서 중요한 수행 능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적용되어 오고 있는 교육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진호, 2007). 결국

전환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활기술

과 자기결정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적장애 학생

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진다(Clark & Sitlington, 2006; 

Angell, Stoner, & Fulk, 2010; Kirk, Gallagher, Coleman, & 

Anastasiow, 2015). 생활기술(Life skill)은 개인이 학교, 가정, 이웃,

공동체 등 자립 생활과 관련된 적응능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기

술을 의미하며(Snell & Brown, 2011), 자기결정기술(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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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skill)이란 외부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과 관련된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으로서 정의된다

(Wehmeyer & Power, 2007).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에 중요하게 미치

는 두 가지 기술은 개인의 보유 능력과 정도에 따라 고용, 급여, 진로, 

주거생활 등과 같은 영역에서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립

생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이수정, 김진호, 2018; Pierson, Carter, 

Lane, & Glaeser, 2008).

최근까지 국내외 특수교육 현장 또는 학계에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기술과 생활기술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분석하면, 두 가지 기술(생활기술, 자기결정기술)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관계를 탐색한 연구(임옥선, 정동영, 2012; 이복

실, 2016; Carter et al., 2013; Erickson, Noonan, Zheng, & Brussow, 

2015), 프로그램과 모형을 개발하거나 적용하여 효과를 규명한 연구

(Lee, Wehmeyer, & Shogren, 2015; Behroz-sarcheshmeh et al., 

2017; 이수정, 김진호, 2018; 강동선, 2016; 이현명, 이숙향, 2017; 김

영준, 김진호 2010), 특수교사 또는 장애인 부모의 요구와 인식을 탐색

한 연구(김수진, 2014, 2015; 이복실, 2016; 김효선, 박재국, 전혜영,

2016; 정윤향 2014; 우선주, 2015; Carter, Lane, Cooney, Weir, 

Moss, & Machalicek, 2013)등과 같은 연구들이 대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수정과 김진호(2018)의 국내 지적장애 학생에게 적용된 생활기술에

대한 중재 연구들을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학령기

또는 청소년기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및 교육 환경에서 진행된

생활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규명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학습된 생활기술이 실제 성인기의 삶에서 어

떻게 전이되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전무하

다. 한편, 성인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선행연구들도 있었는

데 대부분 학령기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학습을 위해 사용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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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모형들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함과 동시에 기존에 학습해왔던 기술들을 적용해야 할 성인기에 더 응용

된 형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역시 제한점으로 보고된다(Tomlinson 

& McTighe, 2006; 조인수 외, 2014). 백수진(2020)은 이러한 제한점

이 나타나는 이유로 기존의 학교 또는 가정 및 지역사회 등 구조화 된

교육환경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반복 학습만을 강조한 기능적 교육과정

에 기인한다고 보고하며, 교육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과 다양

한 환경 내 속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생태학적 접근으로 학습

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은 학교

에서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이자 자기 주도적 태도가 형성되고, 사회구성

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수행 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

기이므로 학령기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실제 성인기

의 환경과 통합된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당위성이 제기

된다(백수진, 김진호, 2019).

Gallahue(1976)는 신체활동이 움직임을 매개로 인간의 전인적 발달

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체활동은 자기개념

및 독립적 의사결정 능력 등과 같은 인지와 심리-사회적 측면의 발달을

통하여 생활기술과 자기결정능력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Bailey, 2006; 

Gould & Carson, 2008)들도 보고되며, 신체활동이 모든 학습의 전제가

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학습전략과 교육적 도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동기, 강유석, 양한나, 2009). 최근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생활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체활동을 활용한 다양한

이론과 모형이 개발되었고, 이는 아동 및 청소년, 운동선수, 노인 등 다

양한 연령층의 대상자들에게 적용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임태희, 장창용, 2017; 권성호, 안지훈, 김용세, 2019; Gould &

Capalbo, 2019; Camire, Trudel, & Forneris, 2012; Whitley, Wright, 

& Goud, 2016). 또한, 스포츠 교육학 분야에서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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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습의 효과뿐만 아니라 생활기술의 경

험과 습득, 전이 과정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자기결정기술

함양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규명함으로써 신체활동을 통한 생활기

술과 자기결정기술 학습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남상우, 정현우,

2019; 강유정, 서석용, 장임순, 홍덕기, 2020; 배종희, 이안수, 2013;

Goudas, & Giannoudis, 2008). 

그러나, 이처럼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의 긍정적인 기능이 규명되어

왔음에도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비장애

학생, 코치, 노인 등을 대상으로만 실시되어 왔으며(윤석민, 2016;

윤성필, 2016; 윤상택, 박병훈, 2013; 김경미, 김미수, 이수민, 2015; 

황민지, 방요순, 2017; 황정하, 김승태, 장종식, 이선민, 2017; Jo, 

Rossow-Kimball, & Lee, 2018; Perez-Cruzado & Cuesta-Vargas, 

2016),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윤석민(2016)과 Jo 외(2018)의 연구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이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운동을 통해 신체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지만, 실행에 대한 결과만 제시할 뿐 이러한 기능적

향상이 어떠한 과정과 요인으로 인해 나타났는지 또는 이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 또한, 황정하 등(2018)도 신체활동을 적용한 작업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지만 이

연구 역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적응력의 향상만을 보고할 뿐

어떠한 요소가 직업적응력을 높여주었는지 또는 향상된 직업적응력이

실제 직업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대해서는 구체적인 탐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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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한계점은 지적장애인에게

신체활동과 체육활동을 통해 자기결정기술에 대한 효과를 규명한

윤광섭과 김수연(2009), 김한철 외(2011), 하민진, 김정기, 

전병운(2014)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신체활동의 교육적 장점과 다양한 효과를 기반으로 성인기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하여 향상되는 과정 또는 변화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성인 지적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맥락을 고려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요인들을

탐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교육적 효과를 탐색함과 동시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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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기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에 대한 요구조사와 개발 방향을 탐색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효과와 효과에 영향 미친

요인들을 살펴보는데 있다.

제 3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탐색하려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함양시키기 위

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과 개발 방향은 무엇인가?

둘째,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는 무엇인가?

셋째,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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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생활기술을 성인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이해

필요한 인지적, 태도적 기술로 정의하고, 자기결정기술을 삶의 원인

주체로서 행동하는 행동적 기술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으로 포함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생활기술(Life skill)

생활기술이란 학교 또는 성인 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Snell, Brown, 2010). 이 기술은

통상적으로 일상 및 주거생활,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생활 등 여러

생활 속 상황과 맥락에 따른 적절한 인지적, 태도적 측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기술을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인지적,

정의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인지적 측면은 나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념을 습득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정의적

측면은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름을 이해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2) 자기결정기술(Self-determination skill)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은 개인이 삶의 원인의 주체로서

행동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의지적인

행동이라 정의된다(Wehmeyer,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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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자신이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거나 성취하려는 행동적

측면으로 정의한다.

3) 성인 지적장애인(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지적장애인이란 적응행동에서의 한계로 인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 및 환경의 요구에 반응하는

능력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Schalock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만 18~30세의 심하지 않은 정도의 지적장애를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며(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구사 능력), 타인의 보조와 도움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 영위할 수

있는자, 훈련을 통해 중∙단기간 내 직업 생활이 가능한 자로 한정한다.

제 5절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대부분이 성인기로 전환되었을 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관찰한 연구자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교육, 주변 환경 등 여러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성인기 지적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과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기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신체활동의 가치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이들의 변화를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성인 지적장애인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생활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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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기술에 대한 행동적, 태도적, 인지적 측면에서의 변화 모습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는 경증 지적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복지법상 2~3급)를 지닌 자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특성으로 의사소통(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이 가능한 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타인으로부터 도움이 없거나 간단한 보조만 있으면 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자, 훈련이나 교육을 통하여 중∙단기간 내 고용이 가능한

자로서 설정하였기에 지적장애를 가진 모든 성인에게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가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구사가 가능한

자로 설정하였지만, 일부 참여자를 제외하고 인터뷰를 통해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지적장애의 특성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애 당사자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과, 녹화된 영상자료, 연구자 반성일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 당사자의 의견과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개별 사례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와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을 취하고 있어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경증 지적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를 가진

성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성인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부모 또는 주양육자), 장애인복지관 내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총괄 담당 및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교육경력이 최소 5년인 전∙현직 특수교사, 지도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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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 지도자에게 요구 조사를 통해 개발 방향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경증

지적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를 지닌 성인에게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와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모든

지적장애인에게 적용하였을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독특한 사례들이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 연구 대상자와 같은 상황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자 라고 한다면, 장애인 체육 지도자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활동을 지도할 시 지도 방법 또는 전략적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 활동의 방식으로

병행되는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특성상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모두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대면 방식에 비해서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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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지적장애

가. 지적장애의 정의와 분류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교육적

현상을 통해서 형성된 장애로 지적장애의 정의, 분류, 용어는 시대의

흐름과 문화의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해 왔다. 과거, 지적장애는

백치, 저능아, 정신박약,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등으로 불리어

왔으나(박정식, 2010; Finaly & Lyons, 2005; Hayden & Nelis, 2002)

인간의 존엄과 존중을 무시하며 장애가 개인의 정신적 결함을

강조한다는 비난과 비판을 피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회적 환경에서 인간

기능성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강조한 ‘지적장애’라는 새로운 용어로

변화고 사용되어왔다(민천식, 2003).

미국 지적∙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의 가장 최근의 정의에 따르면,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인 적응기술에 상당한

제약과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로, 18세 이전에 시작된다”와 같다(AAIDD, 

2010). 여기서, 적응행동이란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학습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이란 적응행동에서의 한계로

인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 및

환경의 요구에 반응하는 능력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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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Schalock et al, 2010).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의 경우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에서(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5) 지적장애를 발달

경과 동안 지적 기능 및 적응 기능에서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인

영역에 기능적인 결함이 있는 자로 정의하였다(APA, 2013). 한편

국내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다. 우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 정의하였고(대통령령

제27960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지적장애를 ‘지적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 명명하였다(대통령령 제27751호,

특수교육법 시행령).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지적 수준이나 지원서비스의 정도, 행동양식,

인과 관계 등을 반영한 다양한 분류체계들도 존재한다(최승권 외,

2015). 2013년에 발간된 DSM-5에서는 지적 능력 및 시림-사회적

적응 기능의 제한 정도에 따라 가벼운 정도(경도), 중간 정도(중증도), 

심한 정도(중증), 아주 심한 정도(최중도)로 분류하고 있다. 지적장애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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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SM-5 기준 지적장애 분류표 (APA, 2013)

DSM-V

지적 장애

(Intellectual 

disability)

발달 경과 동안 지적 기능 및 적응 기능이 두 가지

모두에서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인 영역의 결함을 보이는

장애를 일컬으며, 다음 세가지 준거를 충족시켜야 한다.

1.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계획능력, 추상적

사고력, 판단력, 학업 습득 능력, 경험을 통한 학습

능력과 같은 지적 기능에서의 결함이 임상 평가자

및 표준화된 개인 지능 검사 이 두 가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2. 적응기능에서의 결함으로 개인의 독립성,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해 발달적 기준과 사회-문화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한다. 지속적인 지지 없이는

적응적 결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

활동에서 한 가지 이상 기능상의 제한이 초래된다: 

의사소통, 사회 활동 참여 및 가정, 학교, 직장과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독립적인 생활

3. 지적 결함과 적응 기능에서의 결함이 발달 경과

동안 발병한다.

1) 가벼운 정도(경도)

2) 중간 정도(중증도)

3) 심한 정도(중증)

4) 아주 심한 정도(최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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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지적장애인의 분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경우

특수교육 진단평가기준(제9조 제2항)을 따라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고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를 말하며, 이는 지적수준

정도의 진단을 위해 적응행동 검사, 언어 학력 검사, 지능검사 등과

같은 표준화 된 도구들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2016)에서는 지능지수의 상한선을 70에 두고

지능, 사회생활, 직업, 일상생활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을

분류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지적장애 분류는 아래 [표 2]와

같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구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6월까지의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표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적장애 분류

[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6)에서 인용]

장애 등급 장애 정도

1급
지능지수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자

2급

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인 자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며 특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

3급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자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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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적장애의 특성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개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인

측면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각 영역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1) 행동적 특성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조건에 있어서 작거나 비만인 경우가 많아 신체적인

움직임이 유연하지 못하고, 신체기능과 체력 부분에서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Lotan, Isakov, Kessel, &

Merrick, 2004).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적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은

장애 정도에 따라 운동기능이나 체력 수준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중증 지적장애인의 경우 경증 지적장애인에 비해 더욱 높은

수준의 체력이나 운동 기능 수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체 조성에 있어서 신장, 몸무게, 골격근량 등과 같이 신체적

성숙에서는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비장애인의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 보고되고 있다(Hilgenkamp, Wijck, & Evenhuis, 

2012). 또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운동수행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력 및 근지구력 등과 같은 운동체력 요소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보고된다(이은경, 홍양자, 정복자 2009). 또한 건강체력 중

핵심이라 여겨지는 심폐기능을 나타내는 심폐지구력 검사에서도

비장애인에 비해 40%~60%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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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이라 보고된다(김의수, 김광호, 1993). 유연성의 경우에도

관절의 가동성과 인대 및 근육 기능의 원활성이 떨어져 비장애인보다

부족함을 알 수 있다(류지나, 2012).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한데, 우선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신체활동 또는 체육활동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모

또는 지도자에 의해 타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참여 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운영되고 있는

신체활동 및 체육 프로그램 등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참여 기회가 적다는

것을 다른 원인들 중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회의 부재들로

인하여 신체 발달의 지연이 나타나게 되며, 점차 운동을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이며 신체활동량 역시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이지영,

김대연, 한민규, 2011). 

종합해보면, 지적장애인은 다양한 환경 또는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

신체 발달의 기능적 저하가 나타나고, 운동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근력, 협응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운동 과제에 대한 선행 경험을

통한 학습, 수행을 위한 개념적 이해, 움직임 패턴 등과 같이 모든

신체적 특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estendorp, Houwen, 

Hartman, Visscher, 2011; Frey, Chow, 2006). 따라서, 신체활동을

통한 운동∙감각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신체 발달을 도모 할 수 있으며,

운동 참여를 통해 건강관련 체력의 증진과 더불어 생활자립 기능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Taylor, Richards, & Brady, 2005).

(2) 인지적 특성

인지(Cognition)란 인간의 충동, 지각, 동기, 흥미, 논리, 기억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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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문제해결, 판단과 같은 정신적 과정을 일컫는다(Murray

Huelskoetter, & O'Riscoll, 1980). 인간의 인지 처리과정에 대한

다양한 모델 중 정보처리이론은 인간을 능동적 처리자로 간주하고 주의, 

지각, 기억, 실행 단계를 통해서 인지가 일어나며(Atkinson & Shiffrin,

1968), 이러한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을 시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Westling & Fox, 2000).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인지 처리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인해 의사소통, 일상생활, 자기관리,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활용,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업,

여가선용, 직업기술 등과 같은 적응행동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민정, 강영심, 2011; 이영재, 여광응, 2000). 따라서, 인지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지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동이나 기술을 습득하거나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상욱,

2012).

우선, 지적장애인이 지닌 인지적 특성 중 한 가지는 비장애인에 비해

학습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양과 속도가 느리고, 주의집중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Kirk, Coleman, & Anastasiow, 201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적장애인은 학습에 필요한 자극에 대한 선택적 주의집중이

어렵고 동시에 한 가지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보인다(Pearson, Yaffee, Loveland & Norton, 1995). 한편, 선택적

주의집중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관련된

자극을 지속적 또는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더욱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일상 생활 또는 지역 및 사회 환경

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성공적인 삶을 위한 행동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지적 기능 중 한 가지라 할 수

있다(Craig,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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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시각 기능을 통해 환경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형태로 조직하며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시지각

능력에서도 어려움을 보인다 하였다(Frostig, Lefever, & Whittlesey,

1961). 시지각 능력은 사물에 대해 좌∙우를 분별하거나, 물체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고, 방향, 거리, 위치, 색채, 형태, 크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중요한데, 이문에 행동과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인지 기능이라 할 수 있다(Lieberman, 198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적장애인은 대부분 외부세계의 현상을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제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계를 마주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서 다양한 과제 또는 과업을 수행해 감에 있어

서투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움직임이나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으로부터 정확한 지각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눈-손 협응, 시공간 방향 정위, 시각 기억, 시각 변별 등 자신의

신체와 주변 환경을 관련시키며 움직이는 형태의 반복적 훈련을 통해

학습될 수 있음이 강조되어 왔다(Hulme, Biggerstaff, Morgan &

Mckinlay, 1982).

이상 종합하면, 지적장애인 지닌 다양한 인지적 특성은 움직임과

학습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정보처리과정에서의 몇 가지 기능적 결함에

기인하고, 이로 인해 학습을 하는 과정과 학습한 내용을 일반화하거나

전이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정의적 특성

인간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성 증진과 정서적 안정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이성범, 황향희, 이종민, 2012). 사회성

기술(Social skill)이란,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개인이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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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이고 학습된 행동들을

의미한다(Colton & Sheridan, 1998). 사회성 기술의 하위 요소들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고 분류될 수 있다. 이신령과

박승희(2007)는 사회성을 자기통제, 주장하기, 협동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고하였고, Elliott 등(2008)은 협력, 자기주장, 공감, 자기통제성, 

책임으로 구성된다 하였다. Cook과 Oliver(2011)는 의사소통, 대인관계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사회성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성

기술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통합 상황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학교 또는 가족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도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Kerr & Nelson, 2006). 

  한편, 지적장애인의 경우 낮은 인지적 수준으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거나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회성 기술

습득하거나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보인고 알려져 왔다. 특히, 타인의

사회적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 적합한 사회성 기술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Walton,

Ingersoll, 2013). 이는 결국, 타인의 의도와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사회적 고립과

성공적인 삶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경우 생활 속에서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고 때로는 공격적인

반응으로 이어짐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e, Whalon, & Yun, 2018). 

이에 Bremer와 Smith(2004)는 앞서 언급된 사회성 기술들이 전환기

시점에 있는 지적 장애 청소년에게 반드시 학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Black과 Langone(1997)은 사회성 기술의 학습이 중요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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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있어 적절한 사회성 기술의

구사 능력이 학업기술 또는 직무수행 기술보다 더 중요시 여겨질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지적장애인들이 사회적 태도와

기술을 익혀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나타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국내외 많은 사회성 기술 중재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김우리, 고혜정, 2013; 김태영, 2014; 심은정, 박승희,

2017; Rao, Beidel, & Murray, 2008; Gantman, Kapp, Orenski, & 

Laugeson 2012; Hotton & Coles, 2016; Walton & Ingersoll, 2013; 

Cater & Hughes, 2005). Walton과 Ingersoll(2013)은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성 기술 중재에 대한 문헌 고찰을 실시한 결과 비디오

모델링, 발달적 중재, 또래 중재, 행동 중재 등 다양한 중재 방법을 통해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중재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장애인의

경우 가족 이외에 또래나 다른 사회적 지원망의 부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Cohen, 2011), 사회성 기술을 학습한다 하더라도 중재

상황이 아닌 실제 생활 환경에서의 일반화를 촉진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현실이다(Rao et al., 2008). 따라서,

지적장애인들의 사회성 기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한 직접적인 중재나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역

사회 관계자들 등 실제 가용 가능한 환경적 지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재 또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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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인지적장애인의 현황과 문제점

2017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지적장애인 수는

200,903명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 지적장애인

인구 비율은 80.5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만 18세에서 25세에

속하는 성인 초기 지적장애인의 수는 38,213명으로 전체 지적장애

인구의 19%에 이르러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성희 외, 2017). 

일반적으로 성인기에는 공교육과 부모의 터울에서 벗어나 더욱 확장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나가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라 할 수 있다((Brookover & Erickson, 1975). 비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성인 초기에는 중등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며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명자,

문병상, 2000; Forte, Jahoda & Dagnan, 2011).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과 수용하는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거나 직∙간접적인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패턴은 쉽게 변하지 않고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결국 성인이 된

후에도 보호자나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심석순, 남정휘, 2016).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등 특수교육 과정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이 학령기 이후의 삶에서 자립적인 태도로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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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거 생활기술, 직업 교육 또는 지역사회 체험 등과 같이 다양한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다(최명미, 조인수, 2015; Moljord, 2018). 하지만

교육과정을 수료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적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국립특수교육원, 2017, Blacher, Kraemer & Howell, 

2010). 이러한 원인으로는 지적장애인이 지닌 장애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적응 행동 기술의 한계가 있으며(박영근, 이한얼, 2016; 

Kostikj-Jvanovikj, 2009; Field, Hoffman & Posch, 1997), 부모 또는

교사 및 전문가들이 대신 결정하여 이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의 미부여(조인수, 김혜경, 2003; 조인수, 박정식, 2006; Agran, 

Cavin, Wehmeyer & Palmer, 2006, Zittel, Pyfer, & Auxter 2016; 

김경열, 2012; 김교연, 2012)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령기부터 실시해

오던 전환교육의 실행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점(김요섭, 오세웅, 2013; 

이성선, 김환희, 2013; Hamilton et al., 2015; Young-southward, Philo 

& Cooper, 2017), 또는 성인기 평생학습 참여 기회의 부족(김경,

강영심, 2020; 김민영, 홍성도, 2016) 등이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성인 지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전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대부분 부모라 응답하였다(김성희

외, 2017). 이를 통해 성인이 되는 시기에서도 결국 부모의

돌봄으로부터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경림과

박주홍(2013)은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영유아기부터 발현된

지적장애의 특성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에 다른

어떤 장애유형보다도 지적장애인은 부모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시기에 성인기로 전이되는

과정에 있는 지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새로운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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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할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직면하게 된다(문민정, 장연집, 2011, 

Cronin, Patton, & Wood, 2007). 특히, 성인이 된 자녀가 독립할 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비용을 지출해야 함과 동시에 부모 역시

노년기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비용을 마련해야 되기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정연구, 이명수, 변용찬,

2019).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가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혹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과 결혼을 통해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것 등과 같은 성인기 맥락에 대한 과제 수행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부모가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Heller & Harris, 2011). 

2016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들 중 고등학교와

전공과를 졸업한 9,482명의 장애 학생들 가운데 4,317명은 상위

교육으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였고(교육부, 2016), 취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업 적응 및 유지를 위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이 어려움 보인다고 보고하였다(Schalock et 

al., 2010, 김요섭, 오세웅 2013). 이를 위해 전환기 지적장애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대다수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Grigal, Hart, & Weir, 2010; 

박정식, 2013; 김기룡, 나경은, 2015; 백종남, 2015).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까지 성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제도, 

서비스의 체계에 대한 요구와 체계들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한 기능적 재활 및 치료적 접근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Bennett & Dukes, 2014). 이로 인해 성인

초기부터 지원되는 교육 및 서비스는 매우 부족하고(김지수, 박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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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박승희, 2016, 이정은, 박승희, 2016; Shooshtari, Naghipur & 

Zhang, 2012), 서비스와 교육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하더라도 학령기에

제공되었던 프로그램 구성과 교수방법 및 교수전략 등이 성인기에

응용된 형태로 연결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한계점들이

보고되어 왔다(조인수 외, 2014; Tomlinson & Mctighe, 2006). 따라서,

성인의 학습과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심화 또는 보충적인

방향으로 구체화 시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 2절 생활기술(Life skill)

가. 생활기술의 개념 및 정의

생활기술(Life skill)은 개인적과 사회적 요구와 교육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가 되어 왔으며, 용어도 ‘일상생활기술(daily living 

skill)’, ‘자립생활기술(independent living skill)’, ‘자조기술(self-help 

skill)’ ‘적응행동기술(adaptive behavior)’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Allman & Lewis, 2014).

Himsl(1973)은 생활기술을 개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으며, Weatherford와

Weatherford(1985)는 기존의 생활기술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능력(competency), 대처(coping), 공헌(contribution)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의하기도 했다. WHO(1999)에서의 정의한 다섯

가지의 생활기술 능력 살펴보면, 첫째,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결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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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창의적 및 비판적 사고력, 셋째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기술,

넷째 자아인식과 공감, 다섯째 감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라

하였다. Danish 외(2004)도 생활기술에 대해 개인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행동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개인성찰의 측면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생활기술은 환경과 맥락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에 따라 정의와 구성 요소들이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수교육에서 생활기술에 대해 “장애 학생이 성인기 개인의

성공적이고 독립적인 기능에 기여하는 기술 또는 과제”(p.54)라

정의하였으며, 학자들마다 다양한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Cronin, 1996). 유사한 용어로 해석해볼 수 있는 적응행동기술

역시 사람들에게 의해 학습되고 수행되는 기술들의 집합체로서

개념적(conceptual), 사회적(social), 실제적(practical) 기술들로

구성된다(Schalock et al., 2010). Nietupski 외(1992)는 생활기술의

영역을 중등 특수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학습되어야 할 기초로 자기 관리

및 가정생활,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의사소통 및 사회기술, 직업 기술

및 지역 사회참여에 필수적인 기술 총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였다. Brolin과 Lloyd(2004)의 경우 생활중심 진로교육 모형(Life-

centered career education; LCCE)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학습해야 할 영역들에 대해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영역으로 일상생활 기술, 개인 및 사회적 기술, 직업안내와 준비기술을

생활기술의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Cronin과 Patton(1993)은

지적장애인이 성인기의 생활 영역에 따라 고용과 교육, 가정과 가족,



２７

지역사회 참여, 여가생활, 신체∙정서∙건강, 대인 관계와 책임성으로

구분하며 삶에 필요한 사항들을 생활기술로서 구분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김진호와 김영준(2012)이 김진호(2007)이 제시한

학령기 전환교육 모델과 Brolin과 Lloyd(2004)이 제시한 생활중심

진로교육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일상 및 주거생활, 

직업생활, 사회 및 여가생활)에 따라 대해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지적장애 학생들의 자립과 성인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능적 생활기술들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지적장애인의 성인생활을 위한 기능적 생활기술(김진호, 김영준 2012).

이처럼 지적장애 학생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기술을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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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기술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학습되어야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통해 성인기 생활에서 최대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적응행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지적장애 학생은 각 생활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생활기술의 교육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에게 의존적이고 보호받는 생활을 유지할 수 밖에 없기에

학령기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강조되어 왔다(Grigal et al., 2011; Papay & Bambra, 2014).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중등 특수교육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성인기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각각의 생활영역에 필요한 생활기술들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교육(Transition education)이 실시되고 있다(Thoma et al., 2011). 

이상 정리하면, 생활기술은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가치관에 따라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며, 특수교육에서는 생활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모형들이 제시되어왔다. 선행연구들에 의해 제시된 생활기술의

구성들에 대해 종합해보면 생활영역 측면으로 바라본 일상 및

주거생활기술, 직업생활기술, 사회 및 여가생활 기술로 분류될 수 있고, 

개인이 학습해야 할 지식과 기술들로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생활기술 개념에 대한 탐색의

목적은 장애학생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개념과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며, 장애 학생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기술들은 무엇이며 어떠한 교육적 방법과 전략을 통해

학습시켜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이다(김진호, 김영준, 

2012; Thom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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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적장애인과 생활기술의 중요성

지적장애 학생은 학령기 동안 미래 성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생활기술이 학습되어야만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Snell 

& Brown, 2011). 최근까지 특수교육 학계와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 학

생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전환교육에 대한 내용과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실시되어 왔다(김영준, 김진호, 2010).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교

사의 인식 수준이 표면적인 경우가 많았고, 전 학령 측면에서 진행되기

보다는 중등특수교육에서 고등부 후기 또는 전공과에서 주로 실시되어왔

기에 학령기와 성인기 간의 불명확한 상호 연계 측면을 초래되었다는 것

이 보고되었다(Patton, Cronin, Bassett & Koppel, 1997). 특히, 지적

및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적 지원 등이 적극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오히려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적 및 발달장애 학

생들에 대한 이해 없이 획일적인 진단과 배치, 전문가들에 의한 피상적

치료와 교육 등을 통한 변화는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배제된 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

다(정은, 2012).

한편, 학교 교육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지식 중심의 교과 교육은 과학

적으로 규명되어 온 지식을 다양한 영역으로 분리하고 구분하여 교과 교

육과정 내용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중

심의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 간 교육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고 단절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교과 내용이 서로 연계적이고 통합되는 것에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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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과 분리되거나 때문에 학습하는 지식과 내용이

학생들 스스로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비판을 받아 왔

다(노상우, 김관수, 2007).

따라서, 이러한 과학적 접근의 지식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의 학교 한

계점에 대한 비판들을 통해 장애 학생을 둘러싼 생태학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생태학적 관점의 교육과정 개발

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Miller, Lombard & 

Corbey, 2007). 생태학적 관점의 교육접근이란, 개인과 환경, 개인과

개인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협력, 공존, 상생 등으로의 변화에 중점을 두

고 있는 교육적 접근 방향을 의미한다(이종태, 1999). 이는

AAIDD(2010)에서 지적장애에 대한 정의를 개인이 생태학적 환경에 필

요한 기능적인 행동과 환경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통해 생

태학적 접근에 대한 중요성이 뒷받침 된다. 또한, 인간의 기능성에 대해

다차원적 모델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별화

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적장애인의 지원의 형태를 생태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생태학적 관점의 교육 접근 방식은 지적장애인이 통합된 지역

사회 환경에서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적 생

활기술이 실제 환경에서 교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내용

과 삶이 일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생활연령을 고려하고 기능성을 중요하게 여기

며, 이러한 기능적 생활기술의 교육이 다양한 실제 환경의 환경적 맥락

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박승희, 1997). 이를 통해 지적

장애인의 적응행동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가능성의 증진으로 이어지며 교육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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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의 교육 접

근 방식에 대한 특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백수진, 김진호, 

2019; McDonnell & Hardman, 2010; Wehman & Kregel, 2012).

첫째, 생태학적 관점의 교육접근 방법은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삶을 중요시한다. 가정, 학교,

직장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적

생활기술과 자립생활 역량이 서로 분리된다기 보다는 기능 속에서 상호

연결과 의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존의 기능적 관점의 교육접

근 방법이 제한된 환경에서 기능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반복지도에 초

점을 두었다면 생태학적 관점의 교육접근 방법은 습득한 기능적 기술이

당사자의 다양한 환경과 삶의 맥락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삶으로의 일반

화를 목표로 한다.

둘째, 생태학적 관점의 교육접근 방법은 지식과 삶을 서로 연계하고

통합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교육 접근 방식의 가장 큰 문제

는 지식과 실제 삶이 분리되어 있다. 이는 교수∙학습 내용이 실제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일반화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

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규명된 지식을 수준별, 영역별로 분리시

켜 가르쳐야 한다는 기능적 관점의 교육접근 방법에서, 자신이 배운 지

식이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지식이 실제 삶의 맥락에서 어

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학적 관

점의 교육접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태학적 관점의 교육접근 방법은 지식을 삶과 분리하지 않고

다양한 환경과 맥락에서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통합적으로 실

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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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 정보와 개인의 가치관, 행동 등과 긴밀하게 관련된 지식으로

구성되고, 개인의 특성과 교육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다양한 환경과 실제 생활과 관련되어 개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지식

을 가르치고 이를 실제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면화

하는 것을 추구한다.

넷째, 생태학적 관점의 교육접근 방법은 관계적 지식관을 중요시 한다.

교육과정은 지식을 중심하여 교과 내용이 분절되어 있고, 실제 삶과 연

계성이 매우 부족하다. 생태학적 관점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을 살아가기 될 여러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을 고려하

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즉, 습득된 지식과 기술이 다양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생태학적 관점의 교육접근 방법은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개

인을 둘러싼 환경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Bronfenbrenner(1979)는 인간발달의 주요 과제를 개인과 환경과의 관

계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가족, 지역사회,

문화 등 개인의 생태학적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조직화하고 하고

있다. 즉, 인간과 환경은 분리될 수 없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

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Capra, 1996).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 따

른 실제 삶에서의 이루어지는 일, 활동, 기술 등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하

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생태학적 관점의 교육접근 방법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전환과

정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개인에게 필요한 생활기술들이 실제 삶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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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인지를 확인하고, 개인이 기대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요구를 결

정하기 위한 과정도 포함되어야 하며,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구성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하고자 하는 기능적 기술의 습득뿐

만 아니라 그 기술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 어떻게 연계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처럼, 생태학적 관점의 교육접근 방법은 상호관계 및 이해를 통해

환경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지적장애인이 배우는 지식과 기술이 현재 또

는 미래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통

합적 지식관을 강조한다(백순근, 2002). 따라서, 지적 장애인이 가정, 학

교, 지역사회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상호 관계를 맺고, 이해하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관점의

교육접근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백수진과 김진호(2019)는 지적 및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생태학적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개발하였는데, 먼저 최근 30년간 국내외

생태학적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생태학적 교

육과정 개념을 정립하였고, 교육과정의 공통 영역과 내용 요소를 추출하

였다. 이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델파이 조사를 실시

하여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생

태학적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대영역 4개, 중영역 14개, 내용요소 67

개, 활동기술 218개로 체계화되었다. 이를 통해 지적 장애 학생이 미래

성인기에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생활기술을 학령기부터 연계적

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교수 학습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성인기 지적

장애인의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과 체계를 구조화하기 위

해서 선정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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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같다.

[표 3] 생태학적 교육과정 내용체계(백수진, 김진호, 2019, pp 13 발췌)

대영역 중영역 내용요소(활동기술)

가정

생활

1. 개인위생 관리
1)화장실 사용하기(2), 2)개인위생 및 청결유지하기
(5)

2. 일상생활 자기관

리

3)적절한 옷 차림 하기(3), 4)몸단장하기(3), 5)개인

소지품 관리하기(2)

3. 의식주 관리

1)식단 계획하기(4), 7)식료품 관리하기(3), 8)요리하

기(4), 9)식사 및 정리하기(4), 10)외식하기(4), 11)

의류 관리하기(4), 12)주거 공간 사용 및 관리하기

(4), 13)가정 물품 사용하기(2), 14)정리 및 청소하기

(3), 15)쓰레기 분리 배출하기(3), 16)물자 절약하기

(2), 17)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하기(6), 18)정보통신

활동하기(5)

4. 경제생활과

         금전 관리

19)계획적인 지출하기(4), 20)화폐(카드 포함)사용하

기(4), 21)은행 이용하기(4)

5. 안전과 건강관리

22)생활 안전 지키기(3), 23)응급 상황 대처하기(3), 

24)폭력 예방 및 대처하기(2), 25)건강한 생활습관

실천하기(5), 26)스트레스 관리하기(2), 27)질병 예방

및 대처하기(2), 28)병원 가기(7), 29)성에 대한 이해

및 성 역할 알기(6)

학교

생활

6. 학교생활 기본

기술

30)학교(급) 규칙 지키기(4), 31)시간 관리 및 교육

과정 참여하기(3), 32)학교 시설 이용하기(2), 33)학

교구성원 호칭 및 역할 알기(2), 34)교실 정리 및 청

소하기(2), 35)통학하기(3)

7. 사회성 기술
36)대상과 상황에 적절한 인사하기(2), 37)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하기(5)

8. 의사소통 기술 38)의사표현하기(4), 39) 대화하기(4)

9. 자기결정 기술

40)자기 이해 및 존중하기(4), 41)자기 보호 및 권리

주장하기(3), 42)책임감 갖기(3), 43)목표 수립 및 실

천하기(4), 44)선택 및 결정하기(2), 45)문제 해결하

기(4)

10. 기능적 교과기

술

46)학업준비 기술 습득하기(2), 47)기능적 읽기 기술

습득하기(생활 읽기)(1), 48)기능적 쓰기 기술 습득

하기(생활 수학)(1), 50)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기르

기(3)

지역

사회

생활

11. 지역사회 참여

51)지역사회 알기, 52)지역사회 시설 이용하기(4), 

53)이동하기(5), 54)교통안전 지키기(20), 55)시민

권리와 민주주의 실천하기(3)

12. 여가생활

56)문화생활하기(2), 57)오락 게임(레크레이션) 참여

하기(4), 58)운동 및 스포츠 활동하기(2), 59)여행하

기(2), 60)동식물 기르기(2)

직업

생활

13. 취업준비
61)직업 흥미 및 능력 알기(2), 62)직업 탐색하기

(2), 63)직업준비하기(3)

14. 직장생활

64)출퇴근하기(3), 65)작업 기술 익히기(2), 66)작업

수행 및 안전수칙 지키기(7), 67)직장규칙 및 예절

지키기(7)

* 내용요소별 구체적인 활동기술의 수는 지면 부족으로 ( )에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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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는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생활기술에

대한 교육과 지원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오혜경, 백은령, 엄미

선, 2000; 황석웅, 박승탁, 2012; 강동선, 2017; 안혜신, 이숙향, 2019). 

자세히 살펴보면, 황석웅과 박승탁(2012)의 연구에서는 자립생활기술교

육이 자립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규명하였으며,

특히 신체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 많은 지원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오혜경 외(2000)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생활실천과 관련된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자립생활에 대한 지속

적인 훈련과 교육을 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신체적 및

인지적 능력에서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생활기술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강동선(2017) 역시 자립생활중심 평생교육 프로

그램 적용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능력과 자립생활능력을 향상시

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며 평생교육으로서 생활기술 훈련의 중요

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안혜신과 이숙향(2019)은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기술 영역

인 사회성 기술 중재의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양

한 환경과 전략을 활용한 사회성 기술 중재가 자립생활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보고하며 (Koegel et al., 2013; Grantmant 

et al., 2012; Gilson & Carter, 2016, 김수미, 박승희, 2012; 이정은, 박

승희, 2016), 교육적 측면에서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

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적하였다. 즉, 인지 수준이 낮은 지

적장애인에게는 자립생활기술 교육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방식과 체계로서 지원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성인기로 전환된 지

적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로의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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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역시 향상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진행된 연구들 역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환경에 대한 측면을 고려한 접근 방법보다는 개인의 기능과 발달적 측면

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삶에 대한 생

태학적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실제 환경에서 필요한 생활기술들에

대해 이해하여 실제 삶과 연계되고 통합되며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의 생활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생활기술과 신체활동

신체활동은 인간의 발달에 있어 운동기능의 향상과 신체활동량의

증진과 같은 신체적 측면에서의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도덕성,

사회성, 자기개념 등의 심리적인 측면도 발달시킨다(Bailey, 2006; 

Gould & Carson, 2008). 이처럼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역할과 효과들을

바탕으로 학습효과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어 왔다. 먼저,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여 어휘학습의 효과를 분석한 Mavilidi

등(2015)은 신체활동을 통한 언어 학습이 언어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변채영(2011)과 박지영(2018)도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은 언어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도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학습의

관점에서 자신의 몸을 직접 조절하거나 여러 가지 물체를 활용하여

학습하였을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류진희, 1999),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교육 영역에서

시도가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오래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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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학교(Likkuva Koulu, finish school om move)’라는

프로젝트를 적용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체활동을 접목하여 수학, 영어,

음악, 미술 등의 과목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신체활동을 가미한 모든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습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류선정, 2017). 이상 종합해보면, 학습과정에서 신체활동이 가미된

교육환경은 일반적인 교육환경과 비교하여 학습자에게 보다 학습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에 신체활동을 통한

생활기술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스포츠교육학과 스포츠심리학 영역에서는 신체활동과 체육, 

스포츠 활동을 통해 생활기술을 함양할 수 있음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규명되었으며, 다양한 이론과 모형들도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운동선수, 노인, 코치 등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자들에게

적용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임태희, 장창용, 2017; 

권성호, 안지훈, 김용세, 2019; 남상우, 정현우, 2019; 강유정, 2020; 

MaCarthy, 2016; Wright & Goud, 2016; Goudas & Giannoudis, 

2008). Goudas와 Giannoudis(2008)는 체육교육 환경에서 팀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적용이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설정과 문제해결 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이 향상되었음을 보고

하였으며, 강유정 외(2020)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기술 발달을

위한 팀 스포츠 중심 체육수업을 진행한 결과 참여한 학생들의 팀워크와

의사소통 기술에 향상이 있었음을 규명하였다. 이는 체육수업과

스포츠가 지닌 특성 중 팀 스포츠 활동 또는 조직화된 스포츠 경험을

통하여 생활기술이 습득되거나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정서 및 사회적 교감과 같은 특성들이

생활기술을 학습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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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Danish, Forneris, Hodge, & Heke, 2004).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미루어보아, 체육수업과 스포츠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은 반복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운동기술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수행에 대한 전략과 전술도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인지적 사고와 문제해결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와 소통하는 방법 등을 배워나가며 다양한 생활기술들을

습득해나간다고 할 수 있다(천승현, 김매이, 이재원, 송용관, 2019). 

이처럼 체육 활동과 스포츠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이 생활기술

을 학습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로 규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비장애인(노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시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생활기술의 습

득이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은 전무하며, 일부 진행된 연구들은 신체활

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생활기술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을 변인으로 설정

하여 변화를 살펴보기도 했지만, 생활기술로서의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

을 두고 실시되지 않았다(윤석민, 2016; Jo, Rosso-Kimball, & Lee, 

2018; 강유석, 김용국, 2009; 윤성필, 2016; 윤상택, 박병훈, 2013; 김

경미, 김미수, 이수민, 2015; 황민지, 방요순, 2017; 황정하, 김승태, 장

종식, 이선민, 2017; Asonitou, Mpampoulis, Irakeleous-Paleologou,

& Koutsouki, 2018; Perez-Cruzado, Cuesta-Vargas, 2016). 또한,

생활기술의 영역의 한 요인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변화를 규명하는데 초

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실질적으로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맥락과 상황에

필요한 생활기술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과 생활기술을 학습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습득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면

밀히 살펴볼 수가 없다는 것이 제한점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성인

지적장애인의 맥락에서 필요한 영역 또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

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들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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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하여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또는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 대해서 자세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제 3절 자기결정기술(Self-determination Skill)

가. 자기결정기술의 개념 및 정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이라는 용어는 오래 전부터 정치, 법,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1920년부터 시작된

장애 옹호 그룹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어, 1960년도에는 장애인의

권리주장운동, 장애인 서비스 분야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1970년 이후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운동, 자조집단운동, 소비자운동 등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1990년에 이르러 비로소 장애 학생들이 성공적인

성인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환교육의 실행과 자기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학문과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 자기결정은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또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타인이 아닌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공통된 개념을

기반으로 여러 학문과 다수의 학자들에게 의해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어

왔다(Deci & Ryan, 2004). 

Ward(1996)는 자기결정을 ‘개인이 스스로 목표를 구체화하려는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으며, Martin과 Marshall(1995)은 ‘자신이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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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능력’이라고 하며 자기결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Field와

Hoffman(1996)은 ‘환경의 조건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자기존중을 바탕으로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해 내는 개인의

능력’이란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자기결정을 주로 개인의 능력과 환경

지원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Wehmeyer(1996) 역시 자기결정은

‘타인의 강요나 설득 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자기결정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내적 태도와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과 맥락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이와 같은 선택과 기회가 낮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Abery와 Stancliffe(1996)도 자기결정을 ‘개인이 정한 목표에

대해 구체화하고 성취해 나가는 통제능력’이라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제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상 종합하면 자기결정에 대한 정의는 수많은 학자들의 관점과 배경

이론에 따라 조금 상이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자기결정은 개인의 삶에

있어 본인이 주체가 되어 외부의 간섭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한 동기, 자기통제, 욕구충족,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겠다. 즉, 자기결정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사해야 하는 당연한

욕구의 표현이며, 누구에게도 간섭 받지 않을 권리를 위한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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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기결정에 대한 다양한 정의

자기결정의 개념에 대해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을 개념화 한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결정을 개념화한 모델의 관점은 크게 심리교육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 사회정치적 관점과 같이 총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된다(Stancliffe, 2001; 김교연, 2007).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자기결정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관점인 심리교육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에 초점을 두어 다루고자 한다.

가. 심리교육적 관점

Wehmeyer(1999)는 자기결정을 심리교육적 관점에 기반하여

개념화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 모델에서의 자기결정은 심리적인

속성을 근간으로 하여 정의되며, 자기결정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자기결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해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는 곧 교육에 대한 당위성과도 연계될 수

연구자 정의

Deci & Ryan(1985)
외부의 강압적인 권유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

고 결정하기 위한 자기의 내적인 동기화된 행동

Ward(1996)
개인이 스스로 목표를 구체화하려는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능력

Martin &

Marshall(1995)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지, 그것을 위해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능력

Field & Hoffman

(1996)

환경의 조건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자기존

중을 바탕으로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해

내는 개인의 능력

Wehmeyer(1996)

타인의 강요나 설득 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바탕

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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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시한다(김교연, 2007). 심리학자 Deci와 Ryan(1985)은

자기결정은 선택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강화의 가능성, 욕망,

외부의 힘이나 압력이 아닌 선택이 자기 행동의 결정 요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자기결정은 능력(capacity)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는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결정을 하는 본능적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Wehmeyer는 특정한 반응으로서 자기결정을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자기결정적’인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가를 모형화하여,

특정한 행동을 자기결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자기결정을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라고 정의하게 된다면, 특정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것에 따라 자기결정이 성취되었거나 아닌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김교연, 2007). 이런 비판의 맥락에서 Wehmeyer(1999)는

자기결정에 대하 정의는 행동의 기능(목적)에 바탕을 두고 내려져야

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자기결정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일차적인

주체로서 행동하고, 부당한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정의에

따라 자기결정적 행동이 네 가지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둘째, 자기규제적으로 행동하기, 셋째,

임파워된 방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주도하고 반응하기, 넷째, 자아실현적

방식으로 행동하기로서 행동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속성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기결정 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11가지의 자기결정기술 구성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택하기 기술 둘째, 결정하기 기술 셋째,

문제해결 기술 넷째, 목표 세우기와 유지하기 기술 다섯째, 자기관찰, 



４３

자기평가, 자기강화 기술 여섯째, 자기교수 기술 일곱째, 자기옹호와

리더십 기술 여덟째, 내적 통제소 아홉째, 효능감의 긍정적 귀인과 성과

기대 열째, 자기인식 열 한번째, 자기지식의 요소가 필요하며 이

기술들은 전 생애 발달 과정에서 학습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상 설명된 자기결정 개념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과 같다.

도식에 따라 자기결정적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결정적

행동은 자율성, 자기규제, 심리적 역량, 자기실현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적 행동은 개인의 역량과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

그리고 외부의 지원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 자기결정을 위한 개인의

역량은 학습과 발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경우 환경과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역량과 기회는 개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과 신념을 주고 받는다. 이와 같이 복잡한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 자기결정 행동을 통해 개인은 상대적으로 더

자기결정적이 되어가는 것으로 설명된다. Wehmeyer의 자기결정 기능적

모델에서도 자기결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영향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 생애에 걸쳐 형성될 수 있는 자기결정

행동에 대해 교육적 개입을 통해 네 가지의 심리적 속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Stancliff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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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ehmeyer의 자기결정 기능적 모델

출처: Wehmeyer, M. (1999). A Functional model of self-determination: 

Describing development and implementing instruction.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4(1). P. 57

나. 생태학적 관점

Abery와 Stancliffe(1996)는 자기결정이라는 것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생활 영역 안에서 개인이 원하는 정도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의 지배력이라는

것인데, [그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의 지배력이란 자기결정의

세 가지 주요영역: ① 중요도(importance), ② 선호도(desired control), 

③ 수행도(exercised control)가 일치할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중요도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순간, 그 일이 개인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고, 선호도란 결정이나 선택의 주체가 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행도는

중요도와 기대도 간의 일치에 따라 실생활에서 선택 또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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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시키는 방법에 대한 개인의 결정을 의미한다.

한편, Stancliffe(2000)는 개인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이

다르며, 동일한 개인이어도 장소, 상황과 같이 환경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절대적 수준’의 속성을 갖는다 하였다. 즉,

자기결정력을 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적 속성들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적 속성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Abery와 Stancliffe(1996)의 생태학적 자기결정 모델의 정립은

Bronfenbrenner(1977)의 환경구성모형(comprehensive model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주변 즉,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측면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기결정 실행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부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총 4가지 차원으로서

분류한다(Abery, 1994). 

첫째, 미시체계 중 자기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족, 학교, 직업

환경, 동료이며, 이 각각의 요인들은 자기결정을 촉진 또는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중간체계에서는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복합적인

환경들간의 연결 또는 관계라 할 수 있으며 기관과 가족, 기간 내 협력,

기관 간 협력으로 각각의 집단 또는 기관끼리의 연계와 협력이

자기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외부체계는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또는 외부적 맥락을 의미하며, 

이러한 환경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결정, 장애학생에게 자기결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사나 직원의 훈련, 장애인의 인권보호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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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회의 제도와 이념에 영향을 주고 받는 신념 또는 가치체계를

거시체계라 한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내 주거,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을 강조하는 입법, 지적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성년 후 견인제, 

장애인들만의 하위문화와 같은 요인들이 자기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자기결정에 관한 개인의 내적 역량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자기결정 개념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Abery와 Stancliffe의 생태학적 자기결정 모델

출처: Abery, B, H., Mithaung, D. S., Stancliffe, R. J., & Wehmeyer, M. L.

(2003). A Tripartite-ecological theory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self-determination. 

한편, Abery아 Stancliffe(1996)는 개인의 지배력이 개인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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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역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개인의 내적 역량은

구체적으로 자기결정 기술, 자기결정 관련 지식, 자기결정 관련 태도와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Abery et al., 2003).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결정 기술은 8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목표를 세우는 기술 및 미래를 향해 개발하려는 능력, 둘째, 선택하기와

의사결정하기, 셋째, 행동에 대한 자기규제, 넷째, 대인관계에서의

문제해결능력, 다섯째, 개인옹호기술, 여섯째, 의사소통기술, 일곱째,

사회적 기술, 여덟째, 자립생활 기술로 구성되며 이러한 기술을

자기결정 실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자기결정과 관련된

지식으로는 실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자기지식으로 분류된다. 실체적

지식은 환경에 대하여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적 지식을 말하고,

절차적 지식은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으로 볼

수 있으며, 자기지식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 한계, 잠재력, 흥미, 감정,

개인적인 가치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자기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에 대한 태도나 신념 역시

중요한데 이는 총 6가지 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통제소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 둘째, 자기효능감과 자기확신, 셋째, 자아존중감과

자기수용, 넷째, 결정력, 다섯째, 타인에 의한 가치 인정, 여섯째, 외모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있다. 이상에서는 자기결정 실행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그러나, 자기결정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듯이 자기결정기술의 하위

요소 역시 학자간 다양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의미상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Wehmeyer(1988)는 자기결정의 하위 요소로 의사결정, 

문제해결, 선택결정, 독립생활, 위기관리, 안전관리, 자기관찰, 자기평가,

자기강화, 자기교시, 목표설정 및 획득기술, 자기옹호 및 지도력,

자기효능감 및 성과기대, 내적 통제소재, 자기지식, 자아인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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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Abery 등은(2003)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표설정,

선택, 자기조절, 문제해결, 자기주장, 의사소통, 사회적 기술, 독립생활,

통제귀인, 자기존중과 자기수용, 자기효능감과 자기확신, 결정, 타인권리

인정을 하위 요소로 포함하였다. 이옥인과 백은희(2007)은 국내외

자기결정과 관련된 24편의 연구를 중심으로 탐색하여 자기결정의 하요

요소를 탐색한 결과 공통된 항목을 추출하여 자기결정기술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개인목표 설정과 획득, 둘째, 선택하기와 결정하기,

셋째, 자기조정과 자기경영, 넷째, 문제해결, 다섯째, 자기옹호와 리더십,

여섯째, 자기인식과 자기지식 총 6개의 항목으로 보았다.

박선아(2011)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평가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자기결정기술의 하위 요소로 선택기술, 자기인식기술,

자기관리기술, 자기옹호기술, 지원망구성기술로 구성하였다.

[그림 4] Abery와 Stancliffe의 자기결정능력 구성요소(Abery & Stancliffe, 2003)

기능적 모형과 생태학적 모형을 비교해 보자면 Wehmeyer(199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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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자기결정 모형에서 자기결정을 목적성, 계획성, 의도성을 지닌

개인의 특성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 특성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네

가지 행동 특성인 자율성, 자기규칙, 심리적 역량, 자아실현을 개발할 때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자기결정과 관련된 지식 또는

기술을 학습하고 그것들을 실제 생활 맥락에서 스스로 직접 실행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개인의 자기결정능력이 증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Abery와 Stancliffe(1996)는 생태학적 모형에서 자기결정을

개인의 특성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자기결정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 개발과 동시에 태도와 인

그리고 환경과 개인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법 또는 제도를

포함한 문화적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생태학적

모델에 따라 자기결정능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환경 내에서 자신이 직접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김교연, 2007).

나. 지적장애인과 자기결정기술의 중요성

자기결정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주체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실질적으로 누구와

어디서 사는가, 어떠한 것을 먹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등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에서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Smith, Morgan, & Davison, 2005).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어느 특정

시기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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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 때문에(Karr, 2009), 개인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개인의 가치와 자아존중감, 독립성 등

같은 심리적 영역의 발달이 잘 일어날 수 있다(Guess, Benson, & 

Siegel, 1985). 따라서, 자기결정은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이 분명하다(강동선, 2016)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선천적으로 타고난

적응행동 능력에서의 결함으로 영∙유아기부터 부모 또는 교사 등에 의해

모든 선택과 결정이 되어짐에 따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선택하는

기회와 경험이 부족하다(Agran, Cavin, Wehmeyer, & Palmer, 2006).

이러한 원인에 기인하여 지적장애인의 경우 낮은 수준의 자기결정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며(Zittel, Pyfer, & Auxter, 2016), 결국

성인기에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능력에서 한계를 보이게

된다(박선아, 2011). 따라서, 지적장애인이 성공적인 성인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 시기에서의 반복적인 자기결정기술을

학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McNally & Harvey, 2001). 

특히, 청소년기에 자기결정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 자기결정능력의 심리적 기초인 자아의식과 자존감이

발달하는 시기이고, 둘째, 자립 또는 직업에 대한 탐색과 결정에 있어

자기결정이 필요하며, 셋째, 이와 같은 모든 의사결정의 선택권이

부모에서 장애 학생으로 전가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Field, Hoffman, 

& Posch, 1997). 이와 같은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적장애인과

자기결정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오랜 시기 이전부터 실시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지적장애인과 자기결정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탐샊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실시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김교연, 2011; 이숙향, 홍주희, 염지혜, 이정아, 2018).

첫째, 자기결정에 대한 평가척도와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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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국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을 평가하는

척도로 The Arc’s Self-determination Scale; SDS(Wehmeyer &

Kelchner, 1995), Self-determination Student Scale; SDSS(Hoffman, 

Field, & Sawilowsky, 1996), Self-Determination Scale(Wolman et 

al., 1994) 등이 개발되었으며, 국내의 경우 김정권, 조인수, 문태형,

김혜경(2000)이 발달지체 청년을 위한 자기결정능력검사를 개발하였고,

방명애(2006)가 개발한 자기결정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평가도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결정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Field, Hoffman, 1996; Konrad 

et al., 2007; 김수진, 정대영, 2011; 이현명, 이숙향, 2017)

  둘째,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에 대한 비교 연구들이

실시되어 왔었는데(Abery, MCgrew, & Smith, 1995; Wehmeyer & 

Schwarz, 1998; Wehmeyer & Schwarz, 1997; 류숙렬, 2003; 김언아, 

김동일, 2006; 권회연, 이미애, 2015; 김시원, 김정연, 2015; 정훈영,

2015), Abery와 McGrew 그리고 Smith(1995)의 연구에서 지적장애

학생들의 자기결정은 개인의 장애 수준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결정을 위한 기회가 제공된 지적장애 학생들의

경우에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학생들보다 자기결정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Wehmeyer와 Schwarz(1998)은 그룹 홈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과 질을 비교한 결과

자기결정적인 지적장애인들의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것을 통해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시절 자기결정능력이 높았던

지적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고용률과 임금 수준이 높았으며, 사회

통합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사는 경향을 규명한 연구들도

있었다(Wehmeyer & Schwarz,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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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기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이다(Wehmeyer, & 

Bolding, 1999; Stancliffe, Abery, & Smith, 2000; Wehmeyer &

Bolding, 2001, Stancliffe, Abery, Springborg, & Elkin, 2000; 김고은,

이해영, 2015; 김교연, 2012; 정성민, 김재천, 조인수, 2013; 이숙향

2009).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았을 때, 결국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 함양에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 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주거의 형태

및 고용 환경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 함양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 함양과 향상에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부모,

교사, 지원 형태 등)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자기결정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 모델과

적용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Lee, 

Wehmeyer, Palmer, Soukup & Little, 2008; Wehmeyer, Field, Doren, 

Jones, & Mason, 2004; 이숙향, 2013; Lee, Wehmeyer, & Shogren, 

2015; Williams-Diehm, & Little, 2011; Wehmeyer & Field, 2007).

그 중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자기결정교수학습모델(Self-Determined 

Learning Model of Instruction: SDLMI)을 적용하였을 때 학업 및

전환과 관련된 모든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결정능력의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교수-학습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능력은

사회적 관계와 환경들에 의해 형성될 수 있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통해 개인의 역량이 증진될 수 있기에(류숙렬, 2003; 조인수,

2006), 학령기에서 뿐만 아니라 성인기 지적장애인에게 지속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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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Wehmeyer & 

Palmer, 2003), 여전히 선행연구들은 학령기 및 청소년기 장애

학생들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실제 습득한 기술의

적용과 실천이 필요한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연구들도 일부 실시되어왔지만, 대부분 평가척도를

개발하거나, 가족 또는 부모(보호자)의 인식,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연구, 국내∙외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을 비교한

연구(박선아, 2011; 이복실, 2013; 황성혜, 2011; 윤성필, 2016; 김유리, 

2017; 이복실, 제철웅, 이동석, 2018; 정상미, 김민아, 2019)등으로

머물러 있어 프로그램 개발이나 실행을 통해 효과를 규명하는 것,

미치는 영향과 요인을 탐색하는 것,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는

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자기결정기술과 신체활동

자기결정기술은 모든 생애주기에 필수적인 생활기술 영역이며 삶을

영위하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에 반복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언급되어 왔다(Sitlington & Clark, 2006; Eldevik, Jahr, Eikeseth, 

Hastings, & Hughes, 2010). 이에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기술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효과 규명을

실행해왔다(Abery, Mcgrew, & Smith, 1995; Wehmeyer & Schwarz, 

1998; 홍국진, 이은주, 2017; 박종화, 전병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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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신체활동과 스포츠는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PYD)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점이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의해 제시되어왔다. 이는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연구결과들로부터 더욱 지지된다(임태희,

장창용, 2017; Holt, Deal, & Smyth, 2016). 특히,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은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고난과 역경, 팀워크, 규칙, 의사소통,

배려, 의사결정 등 수많은 요소들이 실제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과 미술 등의 영역보다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학습하는 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다는 장점을

지닌다(Marsh, 1992; Goudas & Giannoudis, 2008).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반복연습을 통해 운동기술과 그에 대한 전술

등을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수 많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지적 사고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과 의사결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통해 자기결정 행동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의 장소가 될 수 있다(Fraser-Thomas, 

Cote, & Deakin, 2005). 이러한 장점들은 일반적인 교육상황 또는

일상생활에서 자기결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지적장애인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이 될 수 있다.

신체활동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기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윤광섭과 김수연(2009)은 자기결정기술 요소를 반영한

체육 게임 수업을 초등학교 장애 학생과 일반 교육과정에 제시된 체육

게임 수업을 비장애 학생에게 적용시켜 비교한 결과 자기결정기술

요소를 반영한 체육 게임에 참여한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자기결정기술이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김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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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11)는 규칙적인 12주간 방과 후 순환운동을 지적장애 학생에게

적용한 결과 자기결정기술이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 하민진, 김정기, 전병운(2019)은 자기결정 학습모형을 적용한

체육 수업을 경도 지적장애 초등학생에게 적용한 결과 자기결정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손유나(2013)는 보드게임을 통한 여가활동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참여 후

실험집단의 자기결정능력이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들은 신체활동 또는 스포츠 활동 안에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스스로 선택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들을 경험함에 따라 자기결정기술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술이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과정들 속에서 자기결정능력이

향상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를

해나가는 과정 등은 자기결정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김한철

외(2011)의 결과를 통해 신체활동 또는 스포츠 활동은 지적장애

학생들의 자기결정기술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선행연구들 중 신체활동 및 스포츠

활동을 적용하여 자기결정기술을 학습해 가는 과정에 대한 경험 이나

의미를 탐색하거나 영향을 주는 요인 등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며,

최근까지 실시된 연구들이 대부분 아동이나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 생애 걸쳐 자기결정기술의 학습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의 제언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일환으로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자기결정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적용하여 나타나는 변화들을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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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제 1절 연구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연구에 임하기 전 방법론적인 관점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연구의 문제를 면밀히 탐색하기 위한 렌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렌즈를 통해 중심 현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적인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이종규, 2006).

질적 연구란, 인간이 어떠한 현상에 부여하는 의미를 바탕으로 그

현상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 시도하며 자연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물들을

연구하는 방법이다(Denzin & Lincoln, 2011). 또한, 참여자들이

현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의미와 관점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곽영순, 2009).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증진을 위해 개발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 또는 참여 후의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관찰하고 기술들을 통해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면밀히 탐색해 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연구 방법론적인 관점을 먼저 선택했다면, 그 후에는 연구의

패러다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패러다임이란, 연구자가

연구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이론적 틀이자 해석의 철학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패러다임의 선정은 연구 문제와 질문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정하는

밑바탕이 된다(Creswell, 2015). 이에 본 연구는 Creswell(201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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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후기 실증주의, 사회구성주의 옹호 및 참여주의, 실용주의 중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해석적 틀로 삼았다.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해석적 틀이며, 구체적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

의미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해하며, 해석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인 성인

지적장애인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개발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해가면서 이들이 각각의 기술들을

습득해가는 과정과 경험에 대한 의미, 요인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방향과

같은 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Creswell(2015)이 제시한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연구, 근거이론 연구, 현상학적 연구, 문화기술지 연구, 사례 연구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연구란, 어떤 특정한

사례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하나의

경계나 체계를 가진 사례 또는 여러 사례에 대해 탐색하고 다양한 수집

방법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Yin,

2003). 특히, 사례 연구는 교육분야에서 진행 과정 또는 경험에 대한

역동성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효과적인 연구방법 중 한 가지로

알려져 왔고 특히 특정한 사건, 사례, 프로그램, 인문, 제도 등과 같은

현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이라 알려져

왔다(Merriam, 1998). 

사례 연구의 특징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 

프로그램 또는 현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

특징적(particularistic)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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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풍부한 서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descriptive)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례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거나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발견적(heuristic)이라고 볼 수 있다(Merriam, 1998). 이에,

Yin(2003)은 과거 지향적인 질문보다는 질문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혹은 ‘왜’와 같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관한 연구, 또는 연구자가

현장에 대한 통제력이 가장 낮을 경우 사례 연구 방법이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사례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단일 사례 연구, 다중 사례 연구,

본질적 연구 사례로 구분되기도 한다. 우선, 단일 사례는 연구자가

하나의 현상이나 관심에 초점을 맞춘 뒤 이 현상을 예증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중 사례 연구는 하나의 현상이나 관심에 초점을

두지만, 그 현상을 예증하기 위해 복합적 현상이나 사례들을 통해

실시되는 연구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본질적 사례연구인데, 이

설계에서는 초점이 사례 그 자체에 맞추어지는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

특히, 그 사례가 비일상적이거나 독특한 상황을 보일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내러티브 연구의 초점과 비슷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나 어떤 현상이나 특정 사례를 상세히 기술하는 사례연구의 분석

절차의 경우 좀 더 유효한 맥락 또는 그 사례에 대한 주변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Yin, 2003).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변화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조건 등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자가 주체가 되어 개인과 사회적 삶을 탐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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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반성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이기도 하다(이용숙 외, 2005). 실행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일상에서 실천적이고 유용한 지식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역시 매우 강조된다(Reason & 

Bradbury, 2001). 조용환(2015)은 실행연구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첫째, 현장 속에서의 실행이 곧 연구가 되는

현장연구이다. 둘째, 실천적 지식과 지혜에 초점을 두어 생활세계에서의

실질적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 셋째, 연구의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허락하지 않으며 현장 사람들이 실행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넷째, 현장에 뿌리를 둔 현장 지향적인 이론을 생성한다. 현장 지향적인

이론이란, 반드시 학문적 이론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다양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현장 지도자이인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인 성인 지적장애인

및 보호자가 모두 연구의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하고

실천하며 교육현장의 맥락 속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이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역량을 함양해나가는 과정과 요인에 대해 자세히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체육

현장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현장에 대한 이론의 생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이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함양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해 개발 방향을 탐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 과정과 효과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성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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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체육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5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 절차는 크게 계획, 실행, 결과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그림 5>과 같다.

[그림 5] 연구절차와 단계

첫째, 계획 단계(2020년 08월 ~ 2021년 02월)이다. 본 연구자는

현재 장애인체육 지도자로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의 마주하는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지도 현장에서

마주하는 성인 지적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을 지도하면서 나타나는

행동과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체육 활동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인 지적장애인은 학령기부터 적응행동기술, 

일상생활기술, 자기결정기술 등과 같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학습하며 성인기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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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수동적인 행동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보다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후, 지적장애인과

관련하여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적응행동기술 등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연구 문제를 구체화시켰다. 연구

참여자의 경우 연구자가 체육 현장에서 근무하며 소통하고 논의하며

지내왔던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장애인체육지도자와 성인 지적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로 설정하여 이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성향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개발 방향과 프로그램 구성 및 실행에

반영하였다. 

둘째, 실행 단계(2021년 03월 ~ 2021년 09월)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이자 주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인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성인 지적장애인, 성인 지적장애인의 보호자, 사회복지사,

장애인체육지도자,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인기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요소를 파악하고, 신체활동 프로그램 내용

구성과 개발 방향에 대해 탐색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탐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특수체육 연구실 박사 3인과 특수체육 전공

교수 2인의 조언을 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설문조사, 심층 면담, 지도자 관찰일지, 현지 문서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의 경우 성인

지적장애인의 수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지도자의 관찰 일지

역시 프로그램의 실행기간 동안 성실히 작성하였으며, 이외에도

보호자의 프로그램 결과로 제출한 산출물들도 자료로 포함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Creswell과 Poth(2017)가 제시한 나선형 자료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실행 단계에서는 Kemmi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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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Taggart(1988)가 제시한 ‘계획-실행-관찰-반성’의 단계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자기 반성적 실행연구 사이클 모형’을 따라

진행되었다.

셋째, 결과 단계(2021년 10월 ~ 2021년 12월)이다.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체계화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관찰되거나 수집되지

못한 자료들을 발견하고 해석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서 동료의 조언을

구하고 관련 문헌 속에서 연구 결과를 맥락화 하였다(Mills, 2011). 

제 3절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의 나

  질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 사이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조용환, 1999),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도구로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김영천, 2016). 또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연구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시 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본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나’를 다음과 같이

돌아보았다. 또한, 연구 수행 간에서도 지속적인 성찰과 비판적 자기

점검을 통해 연구자 자신의 선입견에 대한 판단 중지를 경계하고자

하였다(Creswell, 2015).

학창 시절부터 나는 선생님들로부터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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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반장’이라는 호칭이 따를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였다. 다른

과목보다는 체육 수업을 훨씬 더 좋아하였으며, 그만큼 다른 학생들에

비해 운동수행은 누구에게도 뒤쳐지지 않았고 수행에 대한 자신감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일시적이었지만 축구 선수를

꿈꾸며 엘리트 선수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로

운동을 중단하였고 학업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운동 선수로서의 삶을 마주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을 좋아했고 한때 축구 선수의 꿈을 가지고 생활했던

나로서는 다시 한 번 운동선수로의 꿈을 펼치기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시금 얻은 운동선수로서의 삶의 기회를 바탕으로

운동과 학업에 매진하며 열심히 생활하였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점 엘리트 운동 선수로의 삶보다는 학생들에게 체육을

지도하는 체육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확고한

신념을 통해 꿈을 키워나갔으며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결국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로 입학까지 하게 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이렇게 체육 교사의 꿈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던 중 나는

체육교육과에서 운영하던 장애아동 체육교실에서 인턴교사로서의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초등학교 3학년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아동을 담당하였다. 이 아동의 특성은 교사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혼자말과

독특한 행동이나 소리를 반복하며 내는 등 체육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던 학생이었다. 장애인을 마주하거나 같이 활동한 적이 전혀 없던

나로서는 굉장히 낯선 환경이었으며, 돌발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났던

담당 아동에게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전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주변에 경험이 많은 특수체육 대학원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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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매번 새로운 특성을 보이고 상동 행동이 나타나는 아동을

담당하여 지도하는 것에는 많은 경험이 필요한 듯 하였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며 담당 학생과 나는 조금씩 알 수 없는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특정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욱 많은 장애 학생들을 지도해보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체육강사와 장애인복지관에서 체육지도자로 지원하였고 강사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특수체육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현장 경험들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었지만, 대상자마다 각기 다른 특성들을 고려하며 진행해야 하는

체육 수업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힘들게 느껴졌다. 결국,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체육을 전공한 전공자로서 또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 끝에 현장 경험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학교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특수체육이라는 학문에 입문하게 되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지내면서 현장지도와 연구를 병행하며 운동이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특정 운동 또는 활동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전공 서적과 대학원 강의를 들으며 각

유형의 장애인들의 특성과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체육학적

인 접근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역할에 대해 익힐 수 있었으며

다양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한 부분들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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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연구 결과나 지도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조사하거나 분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당 요인들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및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운동이 장애인들에게

중요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규명하고 해당 결과에 대해 자세히 전달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지닌 특성, 수준, 경험 등은

모두 다르고 그 의미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을텐데, 수치화 된

데이터를 통합한 결과가 긍정적이었거나 유의하였다면 이들을 동일한

장애인으로 범주화하여 모두에게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운동을 참여하며 경험한 것들이 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기능적 향상이 일어났다면 모두 성공적인 체육 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고민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에 있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경험하는지, 효과는 어떠한 요소로부터

나타나는지 등과 같은 개인의 경험과 의미에 대해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본 연구와 맞닿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특수체육지도자이자 연구자로서 활동하는 나에게 있어

성인기 지적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이러한 요소를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경험해가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탐색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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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참여자의 선정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가장 적합한 예를 담고 있는

사례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김영천, 2016). 뿐만 아니라 연구 질문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Padgett, 1998). 따라서, 본

연구문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질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목적 표집의 방법으로 연구의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

먼저,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요구 조사와 개발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총 19명의

참여자(성인 지적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8명, 장애인 체육 지도자 5명,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 3명, 전∙현직 특수교사 3명)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3개시(S, G, C)의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 전반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복지사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근무

경력은 평균 11년이었다. 또한, 학령기와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에서 신체활동을 지도해 온 장애인체육지도자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지도 경력은 13년이다.

특수교육 현장(일반학교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지도하고 있거나 지도했던 전∙현직 특수교사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의 평균 근무경력은 약 18년이다. 마지막으로, 20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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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인 성인 지적장애인을 자녀로 둔 8명의 부모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녀의 장애 정도는 주변 지인의 간헐적 지원과 보조가

필요한 수준으로(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2002),

현재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지적장애를 지닌 당사자가 아닌 부모로 선정한 이유는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을 해 온 보호자이며, 장애

자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한 삶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문산희, 정희경, 2020). 따라서, 선정된

19명의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요구조사 및 개발방향 탐색을 위한 연구참여자 정보

이름

(가명)
성별 경력

(나이)
담당업무 또는 자녀의(연령) 특이사항

1 김조훈 남 11

C장애인복지관, 성인복지 팀장, 성인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 담

당하고 있음

2 최서윤 남 11

G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 팀장, 성인 발달장

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센터에서 모든 프로그

램을 총괄 담당하고 있음

3 서지현 여 11

K장애인복지관, 성인지원 팀장, 성인 장애인

들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취합하고 지원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4 김미현 여 (53)

지적장애 1급(22), 취업중(카페)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자신의 의사를

어느 정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상에서

부모의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준

5 신유림 여 (53)

지적장애 1급(21), 취업중(사무보조), 의사

소통은 가능하나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움.

일상 생활에서 부모의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

한 수준

6 김지윤 여 (55)

지적장애 3급(20), 취업중(카페), 의사소통

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부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임.

7 이미자 여 (54) 지적장애 2급(22), 취업중(사무보조),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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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의사전달은 어려

우며, 부모의 간헐적인 보조를 통해 일상생활

을 영위할 수 있음. 반복적 훈련을 통해 독립

적인 이동이 가능함

8 홍수미 여 (56)

지적장애 2급(23), 취업준비, 수용언어는 가

능하나 표현언어에 어려움을 보이고 부모의

간헐적인 보조를 통해 생활을 영위함. 반복적

인 훈련을 통해 작업은 할 수 있으나 집중력

이 낮아 지속성이 낮음

9 오수진 여 (57)

지적장애 3급(21), 취업준비, 부모에 게 의

존하는 편이며,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것에 두려움을 보이거나 어려움이 있음. 의사

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타인과 어울리

는 것을 어려워함

10 최유라 여 (55)

지적장애 2급(22), 취업준비, 상당히 밝은

성격이며 낯을 가리지 않고 사교성이 좋은

편이나 상황이나 맥락에 부합한 행동이나 언

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일상 생활에 제한

이 있음(타인과의 관계 유지의 어려움)

11 지연수 여 (56)

지적장애 3급(21), 취업준비, 의사소통은 가

능하나 움직임이 둔하고 소근을 이용한 조작

력과 집중력이 낮아 직업 활동에 6개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움

12 조신혜 여 13

장애인 체육 지도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랜 지도경력이 있으며 현재 성인 발달장애

인을 대상으로 체육 활동을 지도하고 있음

13 지현우 남 11

장애인 체육 지도자, 발달장애인과 뇌성마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랜 지도 경력이 있으며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체

육 활동을 지도하고 있음

14 김성식 여 7

장애인 체육 지도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랜 지도 경력이 있으며 현재 다양한 기관

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을 지도

하고 있음

15 최윤석 남 11
장애인 체육 지도자, 성인과 유아 발달장애인

을 대상으로 오랜 체육 지도 경력이 있음

16 한상수 남 11

장애인 체육 지도자,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체육활동

을 지도한 경력이 있음

17 김형석 남 34
전직 C학교 특수교사 출신이며, 오랜 기간

동안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음

18 이주선 남 10

현재 A학교 특수교사이며, 학부시절부터 오

랫동안 발달장애인의 체육을 지도해왔던 경

험이 있음

19 선재식 남 12

현재 A학교 특수교사이며, 대학교 학부를 특

수체육을 전공하며 오랫동안 발달장앤 학생

에게 체육을 지도한 경험이 있음.



６９

한편, 개발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변화를 탐색해보기 위해

만 18세~30세 사이의 성인 지적장애인 12명과 그들의 보호자 12명을

총 24명을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성인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직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을 통해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모집된 대부분의 지적장애인 참여자들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큰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수용적 언어

능력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말을 더듬는 특성

등과 같은 표현적 언어 능력에서는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의 보호자의 경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모두 참여하기 보다는

자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습하였던 활동들에 대해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상자이자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간헐적

참여자였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변화하는 자녀의

모습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으로 만 18세~30세 사이에 있는 성인 지적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지적장애 학생들이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기에

배움과 보호가 이루어지는 학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경험을 하게되며 그 동안 학습해왔던 많은 지식과

기술들을 적용해보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시기에서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참여자들은

신체활동을 참여하는데 있어 제한이 될 수 있는 근골격계 손상 또는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자로서 연구자의 동작과 움직임 지시에 대해

자발적 수행 또는 모방이 가능한 자로 한정하였다.

반면, 연구 참여 제한 기준으로는 그룹 홈에서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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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로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룹 홈은 지적장애인이 여러 자립

영역(주거생활, 직업생활, 여가생활, 사회생활 등)을 통합적인

적응기술의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지닌

복지지원의 체계의 일환이기 때문에(박승탁, 2010), 본 연구에서의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소통(수용언어, 표현언어)이 전혀 가능하지 않거나, 연구자의

움직임 동작을 모방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증 지적장애인과

기타 다른 중복장애를 지닌 자는 모집에서 배제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24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 6]와 같다.

[표 6] SMART 프로그램 참여자 정보

[가명]

이름

(부모)

성별

(부모)

나이

(부모)

연구 참여자의 특성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1

이지훈

(이지훈

부)

남

(남)

20

(54)

현재 일상이 매일 같으며, 바리스타로 근무

한지 5개월 정도이며, 자신이 좋아하고 관

심 있는 것은 보통 스스로 하나 그 외의 응

용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워함. 상대방의 이

야기를 들어주거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약함. 잘하는 것엔 자신감을 보이지만 그

외 못하는 것에는 자신감이 낮고 부끄러워

함.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도 있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운동은 없음

2

김지연

(김지연

모)

여

(여)

21

(48)

현재 일상은 매주 2회씩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언어, 음악 치료 등에 참여하고

있음. 직업활동은 해본 적은 없으며 구직활

동 차원에서의 소수의 경험은 있음. 언어적

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단순한 단어

를 읽고 쓰는 것은 가능함. 숫자의 개념에

혼란을 느끼고, 발음이 좋지 않아 표현언어

에 제한이 있음. 외출 후 보호자의 지시에

의해 자신의 옷을 정리하는 성향.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감이 낮

은 편임. 고관절 수술로 인해 활동이 적은

편이기에 체력 수준이 낮음.  

3
지소현

(지소현

여

(여)

27

(60)

현재 일상은 매주 2회씩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근무는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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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 않지만 근무를 하기 위한 교육기관에 참

여하고 있음. 자신이 정해진 자리, 책상, 식

탁 등에서 스스로 수행이 가능하지만 시간

이 오래 걸림. 긴 문장은 어려워하며 정확

한 발음으로 발화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

음. 부모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편이며

관계형성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자기 중심

이 강하여 의견이 다른 것에 이해가 어려

움. 타인에 대한 의존은 크지 않지만 어려

운 부분이 있을 때는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

음. 직업에 대한 개념이 부족함. 현재 참여

하고 있는 체육활동은 없음.

4

김민규

(김민규

모)

남

(여)

20

(50)

현재 일상은 규칙적인 직장 생활 영위에 있

으며, 퇴근 후에는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부

모와 대화하는 경향이 있음. 대부분 집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폰을 하며 지냄. 기억력은

좋은 편이며, 수용 및 표현 언어측면에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표현언어 측면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 수용언어 측면에서

는 대부분 상황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항상 자기 잘못이라 판단하여 지나치게 반

성하거나 고치려는 행동들이 강함. 한편, 일

상에서 스스로 하려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대부분 부모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성향

이 강함. 주변 사람을 좋아하고, 회사 동료,

직장 상사 등과의 관계도 좋아 인정을 받는

경향이 높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운동은

없음.

5

소남규

(소남규

부)

남

(부)

20

(53)

현재 일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회사에 출근함. 그 외의 활동은 대부분 가

정에서 있으며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나

들이를 가거나 교회에 가고 있는 정도. 숫

자, 계산, 시간 개념 등 논리적 사고가 필요

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수용언어 및 표

현언어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상대방과 눈

맞춤에 어려움이 있음. 눈치가 있는 편이기

에 타인에 대한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음. 일상 생할을 어느 정도 스

스로 영위 할 수 있으나, 대부분 부모의 지

시에 의해 움직이는 편이 강함. 또한, 소근

육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현재 참

여하고 있는 운동은 없음.

6

최지훈

(최지훈

모)

남

(여)

21

(55)

현재 전공 과에 재학 중에 있으며, 가정으

로 돌아오는 후 집에 머무르는 것을 싫어하

여 마트를 다녀오거나 도서관에서 책 대여

하는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음. 또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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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음의 부

정확성이 나타나고 있음. 간단한 문장에 대

한 이해력과 수리력은 매우 낮은 기능을 가

지고 있음.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잘 어울리는 편이지만 대인관계에 대

한 스킬 부족으로 인해 본인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다 보니 주변인들과 오해도

발생함. 이로 인해 행동에 대한 제지를 많

이 받으며 자존감이 낮아져왔음. 현재 체육

활동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편임

7

소현석

(소현석

모)

남

(여)

27

(61)

현재 낮에는 약 3년 동안 바리스타로 직업

활동을 통해 생활하고 있으며, 오후 시간에

는 야외 활동을 하는 편임. 읽기는 것에서

는 어려움이 없지만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

음. 수리력이 낮고 이해력, 추상적인 사고에

서는 어려움을 보임.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어려움은 없지만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움. 상대방의 이야

기를 경청하지만 집중력은 낮고, 생활정리,

설거지, 음식 차리기 등이 가능하한 편이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편이 강함. 모든 생

활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지만 자존

감은 낮은 편이며 자기결정이 미흡하여 타

인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임. 현재 태권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8

김정호

(김정호

모)

남

(여)

29

(62)

현재 직업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부분

집에서 하는 모든 것이 휴대폰과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 참여임. 대부분의 인지적 기능

은 높은 편이며 말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로

인해 표현언어와 수용언어 능력에서는 높은

수준에 있음. 반면, 추상적인 사고나 단어에

대한 이해가 적은 편임. 일상 생활에서 라

면 정도는 끌일 수 있는 수준임. 그러나 대

부분 능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나

주변 타인타인부터 지시에 의해 나타나는

경향이 강함. 또한, 인내심과 성실성이 부족

하며,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여 도전하려

하지만 대부분 실패 경험이 많아 자신감이

낮은 편.

9

홍정림

(홍정림

모)

남

(여)

20

(53)

현재 직업 생활은 하고 있지 않으며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음.

여러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인지가 가능하

며, 핸드폰이나 노트북 인터넷 사용에 대한

학습은 매우 빠른 편임.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억을 잘 하는 편이지

만, 표현하는 능력에서는 어려움을 보임. 자

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려 하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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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

대부분 지시에 따라 피동적으로 이루어지

며, 여러 번의 지시에 마지못해하는 편임.

대인관계 능력은 좋은 편이나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며 호기심이 많아 계속 질문

을 하는 경향이 있어 오해가 생기기도 함.

자기 선택과 결정에 있어 책임을 지는 모습

들은 나타나지 않음.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겁이 많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 현재 체육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

음.

10

이호준

(이호준

부)

남

(남)

20

(53)

현재 직업 생활은 하고 있지 않으며, 직업

을 갖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스스로 판단

하거나 움직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

시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일상생활

에서 대부분 지시에 의한 행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성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임. 또한, 수용 언어 측면에서는 큰 어려

움이 없지만 표현 언어는 가능하나 정확한

표현이나 의사전달에 있어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현재 특수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

며 과거에도 체육 활동은 적극적으로 참여

해오고 있는 편임. 

11

신호진

(신호진

모)

남

(여)

22

(58)

현재 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정으

로 돌아 온 후 대부분 핸드폰과 컴퓨터, TV 

시청 등 신체활동량이 거의 없음. 수의 개

념과 추상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나 추측하거나 눈치껏 판단하

는 경우가 있음.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의사

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있어 단어 또는

어휘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수용

언어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음. 스스로 수행

이 가능하긴 하나 대부분 부모에게 의존하

는 경향이 있음.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먼저 다가가거나

많은 대화를 주고 받지는 않아, 아주 가까

운 친구가 있는 편은 아님. 현재 운동 참여

를 하고 있지 않음.

12

조지훈

(조지훈

모)

남

(여)

25

(55)

고교 졸업 후 인턴활동을 하였으나 현재는

약 3년 정도 보호 작업소에서 근무하고 있

음. 오후 5시에 일과 후에는 대부분 집에

머무르고 있음.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어

많은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편임. 말

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황과 맥락

에 맞지 않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

음. 부모에게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만

타인에게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편임.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하려는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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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자료 수집

가.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문제와 관련된 정보, 인식, 사고,

신념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으로부터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언어적인 의사표현 체계 또는 대화이며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 수집의 방법이다(김영천, 2016). 즉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살펴보고자 할 때 사용되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신뢰 높은 관계를

형성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도 알려져 있다(Padgett, 1998).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이 가장 주요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전에 연구자 준비한 반 구조화된 면담 가이드를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하되, 연구 참여자와의 대화 중 새롭게 나타나는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질문의 요점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대화의 흐름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1회 또는 2회,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진행되었다. 1회차 면담에서는 연구

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지시에 의해서 움

직이는 편임. 소근육 기능이 낮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

는 편임. 현재 체육활동은 참여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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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게 면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여 질문 내용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화 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회차 면담에서는 1회차 면담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면담 내용의

경우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동의를 얻은 후 휴대폰으로 녹음하여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면담질문지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와 개발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질문이지며, 나머지

한 가지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변화와 변화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구성된 질문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7]과 [표 8]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7] 요구 조사 및 개발 방향 탐색에 대한 심층면담 문항

연구

참여자
심층 면담 질문지 내용

사회

복지사

(프로그

램 운영

담당자)

- 성인 지적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은 어떤가요?

- 성인 지적장애인의 삶의 패턴은 어떠한가요?

- 성인기 지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성인 지적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성인 지적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

영되고 있나요?

- 성인 지적장애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신체

활동 또는 체육활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떠한가요?

- 성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 및 체육 활동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나요?

- 성인 지적장애인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 운영자 입장에서 신체활동 또는 체육활동에서 잘되

고 있는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 운영자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체활동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들의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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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지도

자

- 지적장애인에게 체육을 지도한 경력은 얼마나 되시나요? 

-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신체활동 참여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

시나요?

- 성인 지적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성인 지적장애인이 독립적인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체육활동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성인 지적장애인이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습

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학령기 프로그램과 성인기 프로그램을 지도 및 운영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성인 지적장애인의 체육을 지도하시면서 어떤 점을 강조하시

나요? 

-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결정과 생활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지도 방법과 전

략이 필요 할까요?

장애

부모

- 현재 자녀의 특성은 어떠한가요?

- 과거 학령기와 현재 성인기로서의 삶과 생활은 어떠한가요?

- 현재 자녀분께서 스스로 생활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

요?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가요?

- 자녀분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

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자녀분에게 신체활동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현재까지 참여해온 신체활동 및 체육을 통해 얻은 가치는 무

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자녀분이 신체활동을 참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은 무엇인가요?

-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녀분이 신체활동이나 체육활동을 참여

하기 전, 후로 나타났던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 신체활동 또는 체육활동이 자녀분의 독립적인 삶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현직

특수교사

- 학령기와 성인기에 있는 지적장애인에게 신체활동을 지도하

였을 때 지향했던 가치나 목표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 실제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생활기술 함

양 또는 증진을 위해 어떤 영역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있나요? 

- 특히,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학령기에서 학습된 생활기술이 성인기로 잘 전이가 되고 있

다고 생각하시나요? 

- 잘 전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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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변화와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심층면담 문항

나요?

- 성인 지적장애인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영역과 기술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선생님께서 성인기로 전환되기 전에 있는 지적장애 학생과

성인기로 전환된 지적 장애인에게 신체활동을 지도하신다면 어

떠한 점과 측면을 교육하시겠나요?

- 신체활동 및 체육을 통한 교육은 성인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이 자립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으로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갖추어

야 할 기술들을 학습하는데 효율적인 지도 방법이나 전략이 있

다면 무엇일까요? 

심층면담 질문지 내용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 다른 체육수업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은 어떤 점이 달랐나요? 

-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

엇인가요?

- 이번 수업 참여하며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어떤 기대를 했나요?

변화

- 본 프로그램을 어떤 마음을 참여했었나요?

-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다른 코치님들하고의 관계는 어땠나요? 

- 지도자는 수업을 하면서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나요?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건강을 위해 한 활동 중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계획한 목표를 잘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프로그램 참여하는 날이 오면 기분은 어땠나요?

- 프로그램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활동)은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얻게 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

일까요?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생활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배웠던 가장 큰 배움은 무엇일까요?

-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신체활동을 엄마 또는 아빠에게 가르쳐주

니 어땠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 출석확인, 체조, 템포트레이닝, 체력활동, 마사지, 정리운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보조코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고 어떤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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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았나요?

-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조코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 다른 사람들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코치하고 보조해준다면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신가요? 

요인

1) 지도자

- 지도자가 수업을 지도하는데 어떤 모습이 가장 보기 좋았을까

요? 

-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서 지도자가 했던 가르침(말, 행동, 과

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

가요?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도자는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얘기(강

조)했나요?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도자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었나

요?

- 다른 체육 지도자와 본 프로그램의 지도자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도자를 보며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요? 닮고 싶은 점이 있었

나요? 그렇게 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였나요?

2) 부모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행동이나

말은 무엇이었나요?

- 부모님에게 운동을 지도해주었을 때 어떤 좋았던 점이나 나빴

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본인이 부모님에게 운동을 지도해주었을 때 부모님 어떤 반응

을 보이셨나요? 

- 본인이 부모님에게 운동을 지도해주면서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

가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나요?

3) 동료

- 동료들과 함께하니 어땠나요? 어떤 점이 가장 좋았고, 또 안

좋았나요?

- 동료와 함께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

요? 

- 다른 동료들이 보조코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어땠나요?

- 다른 동료들이 활동하면서 잘했던 점과 못했던 점이 있다면 무

엇인가요?

- 다른 동료들을 보고 따라 하거나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신 부분

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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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관찰

관찰은 연구 목적과 문제들을 기반으로 연구자 스스로가 오감을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Angrosino,

2007).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서 머무르며 오랜 시간

관찰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천, 2016).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프로그램 운영자 및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참여자’의 입장에서 내부인의 관점으로

주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관찰 시에는 항상 현장노트를

작성하였고 관찰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현상들에 대한

내용을 메모해 둔 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성인

지적장애인)들이 프로그램 중 의미 있는 행동을 보이거나 타인과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모습 등이 관찰되었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두었고 이러한 자료들은 현장 노트를 재구성할 때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낯설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낯선 현상을 친숙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찰한

것을 기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성적 사고를

가졌다(Wolcott, 1994).

4) 기타

- 지도자, 부모님, 동료들 이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즐겁거

나 좋았던 것이 있으면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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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문서

연구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문서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계획서, 출석부,

운동수행 체크리스트, 학습 활동 자료, 동료 평가 자료, 수행 자료 등을

연구 참여자의 동의 후에 수집하여 면담자료와 함께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계획서, 출석부, 운동 수행 체크리스트 등은 연구 참여자가

진행한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림 6] 현지자료(출석부, 체크리스트, 반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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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자료 분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나타나는 활동이고 질적

자료 분석의 경우 수집된 자료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를 도출해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은 상호작용적 과정이라 설명할 수 있다(Merriam, 1998).

Wolcott(1994)은 자료 분석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자료 분석의

과정을 다시 자료의 기술과 분석, 해석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기술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로 하여금 보게(see) 하는

일이고, 분석이란 연구자가 알게 된 것을 독자에게 알게 (know)하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해석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을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게(understand)하는 일’이라 하였다(Wolcott, 1994. p.412).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의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이 선후관계가

아닌 순환관계라는 것이다(김영천, 2016).

연구자는 이와 같은 질적 연구의 전통에 근거하여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의 모든 과정을 순환적 과정으로 이해하였고. 연구 주제와도 관련

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심층 면담과 참여 관찰, 현지 문서 등을

통해 수집된 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 현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연구참여자들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며, 어떻게 학습해 나가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분석의 순환적

과정을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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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member check)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삼각검증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인 방향으로

살펴봄으로써 자료에 대한 진실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삼각검증법이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료 해석에 대한

오류와 판단의 결점을 줄이는 방법이다(Mills, 2011). 따라서, 본

연구자는 삼각검증법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할 때에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에도 코드화나 주제가 다양한 자료 및 정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두 번째로, 동료 간 협의를 통해 연구자가 지나치게 사변적으로

기술하거나 분석 및 해석 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으로 방법, 해석, 절차적 오류를 최소화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조용환, 1999).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지도교수 1인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많은 연구실 실시한 특수체육을 전공한 박사 3인 등 총 4명의 동료들과

협의를 실시하여 서로 간의 충분한 조언과 의견 교환을 통해 연구자의

독단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보완할 점을 충분히 받아들이며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작업을 통하여 도출한 분석과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혼자만의 경험이 아닌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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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에 대한 전사내용을 요약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내용이

당시 현상에 대한 환경적, 맥락적 요인과 일치하는 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중 일부 대상자를 선발하여 결과의

초안을 읽고 평가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이를 수정하며

분석 과정에서 생길 수 있었단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제 6절 연구의 윤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소속대학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CITI(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이후 연구의 실행에 앞서 연구의 윤리를 위해

연구자 소속대학교의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에서 연구 계획 심의를 받아

승인 문서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의용 연구 계획서,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결과 정리 양식(심층 면담지 및 수업 관찰지),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지도교수 서약서, 연구자의 경력과 사전 및 사후

인터뷰 가이드 등을 서류로 제출하여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연구 윤리위원회의 가이드에

따라서 연구 시작부터 연구 종료까지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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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결과

1절.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본 연구자는 장애인 체육 지도 현장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을 직접

지도하고 관찰하던 도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고 지시에 따라 생활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기 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에

대한 역량을 함양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성인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부모),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장애인 체육 지도자, 전∙현직

특수교사 의견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원리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내용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프로그램 요구 분석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을 위해 성인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부모), 장애인 복지관에서 성인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 지도자, 전∙현직 특수교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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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성인 지적장애인의 일상 생활과

교육현장에서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방안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결과,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대인관리,

건강관리, 자기선택과 자기결정, 의지와 동기부여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1) 대인관리

장애인 부모가 응답한 면담에서 성인 지적장애인들은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먼저 성인 지적장애인들은

명확한 의사소통 전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서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의 부모는

자녀가 학령기부터 겪었던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성인기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면담 내내 안타까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성인기에 접어들어 취업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술과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행동

등이 요구되지만 이를 수행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 애는 자기가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잘 모르고 계속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하려는게 있어요. 친구가 되고 싶은데 말보다도 행동이

먼저 나가니까 상대방이 그 의도를 모르고 밀쳐내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사람들과 친해지기 못하게 되는 거 같아요

(오수진, 부모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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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이라는 것의 기본은 의사소통이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직장에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것도 긴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래야하는데…… 단어로만 끊어서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가 뭘 표현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는거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미현, 부모 심층면담)

  제과제빵 과에 장애 아이들이 열다섯 명인데 우리 애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왜 학교를 안가냐고 물어보니까 “학교를 일찍가면

애들이 괴롭혀, 그래서 선생님이 온 다음에 갈거야.”라고 하더라구요. 그

얘길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일반 애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애가 워낙 기능이 좋다 보니 이 아이가 장애아

사이에서는 더 부족한 아이를 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가만보니, 거기서도 상황에 맞지 않는데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고…… 소통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자기 얘기만하니 다른

아이들이 싫어할 수 밖에…

(최유라, 부모 심층면담)

이와 같은 장애 부모님과의 면담결과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경우

성인기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처한 환경과 맥락에 대한

적응행동 능력의 제한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Gilson & Cater, 2016). 특히, 의사소통의

기술의 경우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른 부모 역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러

상황과 맥락이 공존하는 장소 또는 타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에서부터 적응행동 기술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성인 지적장애인의 대인관계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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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직장생활의 지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성인 지적장애인분들께서 대부분의 경우 취업을 하셨다가 복지관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이유가 실제로 그 해당 업무를 못해서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취업을 한지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면 일을 안하려 하거나 동료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과 같은 어려움…… 결국에는 사람들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맞추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보여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서지현, 사회복지사 심층면담)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는 지적장애인이 취업 후 직업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을 직장 동료 및 상급자와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다른 복지사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인관계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업무에 대한 기능적인 수행보다 오히려

상급자의 지시이행과 직장 내 규칙 준수와 같은 수용적 태도가

직업생활 지속성에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박영근과

조인수(2013)가 지적장애 학생이 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직업

기술보다는 개인 및 사회적 기술과 성실성, 지시따리기 등과 같은

대인관리 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과도 같다.

따라서 성인 지적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과의 적절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리

능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과 이를 통한 대인관계 기술 및 규칙과 규율 준수,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Walton & Ingersoll, 2013)



８８

2) 건강관리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성인기 자녀가 신체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성인기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개설된 프로그램의 부재와 같은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은 결국 자녀의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직장 등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는 등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애는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걷기 운동이랑 숨쉬기 운동 밖에

안해요. 더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 못하고 있구요. 대부분

집에서 핸드폰 게임하고, 숨 쉬는 것만 하는거예요. 그러니 살은 점점 찌고, 

비만으로 되고, 체력은 더 나빠지고…… 사실, 나가서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도 하는 부분도 있어요

(홍수미, 부모 심층면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집에 혼자 있거나 갑자기

얘기도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종이를 찢거나 하는 행동들도 나타나기도

했구요. 직업 활동을 하면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엄청 큰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연수, 부모 심층면담)

이와 같은 면담결과를 통해 학령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된 자녀가

부족한 활동량으로 인해 낮은 체력 수준을 보여 비만이 되거나

스트레스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과 같이 신체적∙심리적 측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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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신체활동이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적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의 경우 운영되고

있는 체육 프로그램의 시간 제약으로 인해 참여가 더욱 어려워졌음을

토로했다.

초등학교부터 꾸준히 체육활동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안 맞아서 많이 못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요.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우리 얘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시간대가 맞지 않아요. 보통 우리 애들 같은 직업

있는 애들은 아예 못하는 거에요. 퇴근하고 오면 집이에요

(심유림, 부모 심층면담)

위의 면담에서처럼 직업이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맞지 않아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서 신체적∙심리적 건강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참여 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의 제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증진 욕구와 효과 등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인식은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성인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부터 스포츠 활동 및

체육과 같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관련한 문의와 개설 요구를 받고

이었으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인 성인 지적장애인들 역시 체육활동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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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건강이나 체력과 관련된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아요. 저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립, 건강,

문화 등과 관련된 것이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신체활동은 꼭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생활 프로그램에서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은

안해도, 자립생활 프로그램에서 건강을 위한 걸 진행하려 해요

(최서윤-사회복지사 심층면담)

이처럼 신체활동에 대한 성인 지적장애인의 선호 현상과 부모의

강한 요구들은 면담에 참여한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설된 체육 프로그램 수와 운영

시간의 제한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성인기

지적장애인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정리해보자면, 성인 지적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경우

성인기에 있는 자녀들의 신체활동 참여 수준이 매우 낮고 이로 인해

비만과 같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건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건강 상태는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현존하는 장애인

복지관에서의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는 수가 적거나 시∙공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을 한 자녀의 경우에는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양질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정희정, 김동민, 조가람, 이용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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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선택과 자기결정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은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이며 자기결정력의 향상은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정성민, 조인수, 김재천,

2014). 그러나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가 학령기부터 반복적인

교육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저희 애는 저한테 아직까지도 의지하려는 것이 강해요. 예를 들면,

출퇴근 할 때도 혼자 연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저한테 ‘엄마 나 몇

번만 같이 가주면 안돼?’ 라고 매번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혼자 하는

것에서의 자신감이나 두려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미자, 부모 심층면담)

출근 전 옷을 입고 와서 검사를 받아요. 어떤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정해달라고 하기도 해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해본 적이 거의 없으니 저한테

와서 확인해보고 결정하려는 거죠.

(신유림, 부모 심층면담)

  위의 면담내용을 통해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일상생활을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태도에는 과거부터 자녀의 활동과 참여를 대신

선택하고 결정하였던 학령기의 양육 방식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부모 역시 학령기부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랬으나, 수동적인 삶의

형태가 성인기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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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인 지적장애인의 타인에 대한 의존 경향은 장애인

복지관에서의 생활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이들의 의존적인 태도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과거와 현재의 부모의 양육방식 외에도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만 하는

사회복지사의 책무와 역할도 기인하는 요인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자기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저희 복지관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성인이 된 자녀에게 여전히 옷도 다

입혀주시고, 집에서 복지관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태워다 주시는 경향이

있으시죠. 저희 역시 복지관 내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나 귀가할 때

안전문제로 직접 셔틀버스로 다 데려다 주고 확인해주고 하죠……(생략)…… 

그런걸 보고 저는 이용자분들이 ‘스스로 하는 연습을 우리가 도와야

좋을텐데’ 하고 반성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이 저 또는 다른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또 다 하게 되는거죠. 이런 환경과 제도,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김조훈 사회복지사, 심층면담)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특수교사 역시 지적장애 학생이 졸업 후

성인이 되어서도 의존적인 태도가 지속되는 데에는 장애 당사자의

내적인 역량과 주변 환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물론, 학생들 중에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 다른 친구에 비해 지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서 위축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통합수업이나 특수학교에서

분리 수업을 받을 때 모두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비장애 학생에

비해 많이 적은 환경적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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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는 하지만 실제 수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시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지는 거 같아요.

(이주선, 특수교사 심층면담)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의존적인 태도는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것에는 장애인 개인의 내적인 역량뿐 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방식과 교사의 지도 등 주변 환경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나타났을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지적장애인의 의존적인 태도는 개인의 역량을

증진시켜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할 수 있는

다각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 의지와 동기부여

  지적장애인의 부모는 현재 성인이 된 자녀가 삶에 대한 목표 설정,

목표에 대한 성취 의지,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 등의 삶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학령기보다 감소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자녀가

학령기에서의 의무교육을 벗어난 후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많이 감소하고 취업의 문턱에서 잦은 실패 경험 등과 같은 요인이

겹치며 삶에 대한 의지와 동기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는 도전의 기회와 성공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고취해 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약속이든

아니면 숙제든,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해내려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는 그런 의지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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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들이 사라졌어요……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취업을 준비해도

잘 안 되고, 계속 실패만 하다 보니 ‘이걸 꼭 해야 돼, 해야만 해’ 같은

이런 어떤 동기부여도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참 속상하네요.

(홍수미, 부모 심층면담)

현민이가(가명)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야 생활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감 있게

해결해 나가고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연수, 부모 심층면담)

이는 부모들의 면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에서도

성인 지적장애인에게는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이유와 목표에 대해서 인식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와 동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

상황과 과제에 대한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일단, 장애 당사자가 직업을 꼭 갖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직업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그러다 보니 잘 할 수 있게

되고, 잘하면 따라오는 보상을 경험하는 것…… 그런데, 이 의지는 성취감을

느끼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서지현, 사회복지사 심층면담)

한편, 다른 부모의 경우 자녀가 도전에 따르는 적절한 보상을 먼저

인식한 뒤 실제로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경험을 하면, 이 성취감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성준이는(가명), 자기가 번 돈으로 쇼핑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 전에는

돈의 쓰임도, 왜 벌어야 하는지도 몰랐었거든요? ‘너가 열심히 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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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것을 살수 있고 할 수도 있다’라고 알려주니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또 월급이 들어오면 본인이 원하는 걸 사니까 더 만족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일 하러 가는 걸 한번 도 빠진 적이 없어요

(김미현, 부모 심층면담)

종합해보면, 부모들은 자녀가 학령기 시기에는 학교에서 교사 또는

과제에 대한 의무감 또는 정해진 루틴 등으로 인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행해지는 도전과 성취감의 경험이 있는 반면, 성인으로

전환되면서부터는 과제나 목표에 대해 도전하는 기회와 환경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성인의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성취의 경험이 필요하며 이것을 성공했을 때에

대한 내∙외적인 보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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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개발 방향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을 위해 성인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부모), 장애인 복지관에서 성인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 지도자, 전∙현직 특수교사와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요구분석에 대한 결과에 따라 다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성인 지적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면담 결과 인내와 규칙 준수의 기회, 자기

주도의 기회, 역할의 기회, 성공과 성취의 기회로 범주화 될 수

있었다.

1) 인내와 규칙 준수의 기회

장애인 체육 지도자는 체육활동의 주요한 특징으로 참여자가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하기까지 인내를 경험한다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체육활동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일상적 삶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통 우리가 체육수업에서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현재 자신의 기록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힘들어도 목표를 위해

참으면서 계속 연습하는 것을 통해 기록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도전들이 바로 신체활동, 체육활동을 통한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계에 부딪혀도 참고 계속하는 걸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운동이 아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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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도 도전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인내하도록……

(한상수, 장애인체육지도자 심층면담)

한편, 학령기부터 꾸준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해 온 자녀를 둔 한

부모는 자녀가 단체 체육 프로그램에서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면서

활동에 참여해왔기에 인내심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것이 꾸준히

이어져오면서 성인기 삶까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단체 생활에 필요한 질서나 규칙을 배울 수

있었다’고 진술한 최유라 부모의 의견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다.

장애인 부모회에서 진행했던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애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그 프로그램도 자세히 살펴보면 일종의 단체

생활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참여하며 단체 생활에서

필요한 질서나 규칙 이런 것들을 잘 배운 것 같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유라, 부모 심층면담)

즉, 지적장애인은 학령기에서 단체로 구성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전과 성취 경험 사이에서 인내심과 단체생활에서 필요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는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위 면담

내용은 결국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이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특수교사는 인내와 규칙 준수는 배려와 협동 등의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와도 연결되며, 특히 지적장애 학생이 이러한 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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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습득해 나가는 것이 곧 성공적인 취업과 연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신체활동이 인내와 규칙준수를 가르치는 교육적인

콘텐츠로 활용되기 적합하며, 특별히 스포츠 활동 참여의 기회가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신체활동은 규칙을 알려주는 좋은 도구에요. 그 중 스포츠 활동은 그

활동 자체에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죠. 

예를 들면, 축구를 하더라도 골을 넣기까지 슛이라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하고, 또 답답하더라도 손을 사용하지 않는 규칙을 지켜내는 것이 있죠.

이런 사소한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체육 이외의 상황에서

규칙을 준수하거나 인내하는 태도들이 실제로 길러지고 있다고 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나면, 향후에 직업 전선과도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죠.

(김형석, 특수교사 심층면담)

이러한 특수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통해 체육과 스포츠 활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들의 근간이 되므로 참여자가 사회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고 습득 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생활기술 중

대인관리 기술이 취업준비와 직업생활에서의 지속성과 연관이 있다는

사회복지사의 면담 내용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들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성인기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비슷한 연령과 기능 수준을 고려한 대그룹 형태로 구성하여 단체

생활에서 필요한 규칙들을 준수하는 생활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기까지 인내심을 습득하도록 하는 실천적 교육 활동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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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주도의 기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지적장애인이 성인기에도

타인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체육 지도자와

특수교사는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이 다른 영역에 비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도와 범위가 다양하다는 장점을 강하게 강조하였다.

일반 학습상황보다 체육현장에서는 지도자의 교육적 의도나 설치된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 반영해서 지도하게 된다면 충분히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회를 충분히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신혜, 장애인 체육 지도자 심층면담)

체육 수업에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폭이 크죠.

예를 들면, 오늘은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지 또는 어떤 도구를 선택하고

수행할 것인지 등등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자신이 참여할 활동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최윤석, 장애인 체육 지도자 심층면담)

결국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결정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교과목에 비해 체육이라는 영역은 지도자와 환경에 따라 자기결정의

기회를 가장 크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처럼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기르고

자기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의 체육을

지도하는 지도자 차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서 제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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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프로그램 교수 과정부터 과제 설정까지, 지도자 중심보다 참여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에도 참여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죠. 이런 것들을

신체활동 프로그램 속에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가는 바로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있겠죠?

(지현우, 장애인 체육 지도자 심층면담)

이와 같이, 장애인 체육 지도자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기술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극대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목표 설정과 도구사용, 과제

수행의 방법을 선택하고 수행까지에 이르는 프로그램의 전 단계에서

장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지도자들은 이를 실행할

시에 강한 인내심을 요구하며, 실제 현장에서 매 단계마다 참여자의

자기결정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한 지도 방략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지적장애인을 지도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어렵지만 항상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매 수업

시간마다 보기를 제공해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주며, 

결정을 했다면 책임을 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설령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있어 기존의 계획과 방법이 바뀔 수

있더라도 기다려주고 지원을 해주는게 필요하지 하죠

(김형석, 특수교사 심층면담)

이상 면담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적장애인이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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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현장에서 체육 지도자가

참여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수설계가 필요하며,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 지도자의 지도 역량에

따라 교육적 가치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와

원칙들을 고려한다면 성인기 지적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참여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도자의

지도 역량 및 역할까지 고려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다.

3) 역할 수행의 기회

연구 참여자들은 성인 지적장애인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지적장애인이

성인기로의 전환에 중요한 목표와 도전 과제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취업 및 직업생활 영위임을 언급하며 다양한 역할 수행의 기회가

이들의 생활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 체육 지도자와의 면담을 통해 신체활동의 맥락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의 기회가 자기표현 활동 또는 역할수행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체육, 스포츠 활동 상황에서 자기표현 활동이나 역할 놀이 등을 통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직∙간접적인 역할을 충분히 경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역할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반장

역할? 또는 강사를 보조해주는 역할? 또는 코치가 되어보는 것 같은 게

있겠죠?

(조신혜, 장애인 체육 지도자 심층면담)

한 명의 선수로서, 또는 동료를 지원해주는 코치로서, 역할 놀이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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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나가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성취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한상수, 장애인 체육 지도자 심층면담)

또한 다른 지도자 역시 역할수행의 기회는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그것에

만족감을 느낀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그 역할에 따른 행동을 연습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아래 특수교사의 경험을 통해도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다. 지적장애 학생에게 체육을 포함한

다수의 교과목을 지도하였던 한 특수교사는 체육 수업에서 학생에게

역할 부여를 통해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적 효과를 보았음을 언급하며

역할 수행에 대한 기회 제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학생들이 호명이나 시범과 같은 반장의 역할을 체험할 때

더욱 수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체육수업 시간마다 돌아가며 반장 역할을 하게 해주고, 대표로 출석을

부르거나 전체 인사, 시범 보이기, 체육 장비 준비 돕기 같은걸 시켰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도 해보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반장을 맡으면

눈빛에서부터 책임감을 보이기도 했고, 다른 애들 앞이나 저와 대화할 때

말투부터 바뀌는 모습도 봤었어요. 반장을 해보면서 진지한 태도나 정중한

말투를 연습해보는 거죠.  또 반장을 하면 다른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구요.

(선재식, 특수교사 심층면담)

특수교사의 경험에서처럼 체육 수업에서의 역할 수행은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므로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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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기술을 계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포함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체육과 스포츠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 대한 수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회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직업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도움을 제공해줄

것이다.

4) 성공과 성취의 기회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학령기

이후 삶의 목표와 성취에 대한 의지와 동기부여는 보다 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신체활동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렸을 때, 우리 애는 자신감이 없어서 맨날 의기소침해있고 뭘 하든

소극적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걸 한 번 해내고 난

뒤부터는 거기서 오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긴 것 같더라구요. 그

이후부터는 무엇이든 하나를 하더라도 끝까지 하려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오수진, 부모 심층면담)

위의 면담 내용은 과거에 자녀의 성공과 성취에 대한 경험이 향후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과 성취를 경험하고 난 후에는 자신감 있게 새로운

동전을 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더 많은 성취를 경험하면 삶에 대한

태도가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어떤 부모는 자녀의 장기간 체육 프로그램 참여가 성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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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우리 아이가 축구 프로그램을 어려서부터 꾸준히 참여해왔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 번 시합을 나갔는데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때

본인도 그 부분에서 많은 성취감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걸 도전하려는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어떤 거를 하든 뭐를

하든지 계속 뭘 성취하고 싶어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면에서 우리

애들에게는 체육 활동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지윤, 부모 심층면담)

이처럼 참여자들이 인식한 성공 및 성취 경험의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삶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신체활동에 참여했던 자녀들이 프로그램과 활동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적인 경험과 성취 경험을 통해 이후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체육 지도자들 역시 지적장애인에게 성공과 성취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 지적장애인이 목표에 대해 최대한의 성공과

성취를 경험하기 위한 지도 방략으로 개인의 수준에 맞는 과제 제시를

강조하였다.

모든 이용자들이 체육 활동에 계속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성공과 성취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목표 지향적이고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형태의 과제

활동을 지도 한다고 하면, 목표 사이에 세부 목표를 계속 두어서 난이도를

적절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마치 ‘아, 내가 저건 할 수 있겠다.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이요. 이건 실제로 지도하는데 매우 어려운

요소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상수, 장애인 체육 지도자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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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달리기 활동을 한다고 하면, 기록을 아주 살짝

단축하게 환경을 조성해주려 해요. 물론 할 수 있은 만큼이요. 실패를

하겠지만 계속 도전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공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너무 쉽거나 어렵게 말고, 실패와

성공의 사이? (웃음) 그래야 자신감도 생기고 재미도 있고 계속 참여하게

되니까요.

(최윤석, 장애인 체육 지도자 심층면담)

이처럼 지도자는 적정 수준의 과제 제시가 참여자의 성공 및 성취

경험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와

같은 내적 동기가 과제 수행의 흥미와 노력 그리고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성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성취와

성공을 반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세부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지도자의 역량도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신체활동을 통해 반복적인 성취감 경험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데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감 있고 능동적인 태도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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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개발방향 탐색 결과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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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지적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단순히

반복적으로 학습해나가는 방식으로는 성인기의 환경과 맥락 속에서

기술이 구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Ayres, Lowery, 

Douglas, & Sievers, 2011). 특히,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은 기존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변화들을 마주하게 되고 더

이상 학생으로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통해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만

하는 시기인 만큼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에게 직면한 도전적 과제들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

지적장애인이 성인기의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역량 함양’을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크게 행동적, 인지적, 태도적

기술로 분류하여 설정할 수 있는데, 행동적 기술은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고,

인지적 기술은 나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념과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도적 기술은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름을 이해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개발 방향을 탐색하였으며, 프로그램 목적에 맞는 교육적 모형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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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요구조사와 개발 방향에 대해 탐색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기준이 되는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다. 또한,

구성원리를 탐색하기 위해 장애 학생의 독립적인 삶에 필요한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는데 강조되고 있는 생태학적

교육과정(ecological curriculum)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였다(Bouck 

& Flanagan, 2010). 분석 과정을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환경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인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려하며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원리는 내용 수준과 방법 수준으로 구성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 8]과 같다.

[그림 8]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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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수준: 연계성, 통합성, 지속성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목적에 따른 구성 원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거나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보다 더 조직화 된 원리들이 잘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 학생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특히,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새롭게 맞이하는 성인기의 환경에서 스스로 삶을 영위해가는데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다(Wehman & Kregel, 2012). 

한편, 지적장애 학생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직장 등이라는 다양한 생태학적 생활영역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장애 학생이 일상생활 환경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과제들과의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구성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학습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정광순, 2019).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기의 생활환경에서의

적합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상호관계와 다양한 생활 환경과의 긴밀하게 연계(connection)가

되어야 하고, 습득된 기술은 다른 환경 속에서도 지속(continuity)될

수 있어야 하며, 학습된 영역별 지식과 행동이 실제 생활에서

통합(integration)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Tyler, 1949). 

그러나, 현재의 실시되고 있는 기능적 교육과정의 경우 학교와

교실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자립에 필요한 기능적 기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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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습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태학적 환경에 따른 교육과정 접근 방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Cooper & Browder, 1998).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역시 지식 중심의 교과 내용과 교수-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립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실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정주영, 정유진, 2017).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하여 체계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지적장애 학생에게 이와 같은 교육과정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면, 졸업 후 실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성인기

환경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는 것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McDonnell & Hardman, 2010). 따라서, 지적장애 학생이

성인기 생활환경에 적합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마주하는 성인기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생활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배울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백수진과 김진호(2019)는 지적 및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생태학적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개발하였는데, 이 교육과정에서

반영되고 있는 생활환경은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직장생활과 같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 대상자인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생활 환경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이 주로 가정생활, 직업재활훈련 생활, 지역사회생활(복지관),

직장생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통합적이며, 지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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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수준: 자발성, 반복성

연계성, 통합성, 지속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 내용이

구성되었다면, 본 연구 참여자인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성과

반복성의 원리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연구 참여자들 요구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 수준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성인 지적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의 세부활동의 내용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목표와 방법을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시켰으며 이를 자발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진행 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묻고 제시한 의견을 프로그램 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연구 참여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 제시와 더불어 자발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코어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수행 해야 할

경우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윗몸일으키기, 레그레이즈, 하늘 자전거,

크런치 동작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후 활동을 수행하고

보조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성인 지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표현하거나 제시하지

못한 체 누락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방법은 실행연구 종류 중 하나인 참여적



１１２

실행연구(PAR: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라고 한다. 본 연구

역시 이와 같은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참여적 실행연구는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연구계획에서부터 연구결과까지 '참여’를 보다 더

강조함으로써 참여자의 임파워먼트를 통한 변화를 중요한 가치로

둔다(Chevalier & Buckles, 2013). 이와 같은 연구는 참여자를 연구

계획에서부터 글을 쓰는 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본 연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조용환, 2015). 

따라서, 선행연구와 요구조사를 통해 성인 지적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리로 자발성을 도출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기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지적장애인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도출하기 위해 참여자 모두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두 번째 방법 수준의 구성원리는 반복성이다. Kemmis와

McTaggart(2000)에 의하면, '실행연구(action research)’는

문제파악과 개선계획, 계획의 실행 및 개선의 과정과 결과 관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다시 수정된 계획, 실행 및 관찰, 반성적 성찰

이라는 '자기 반성적 사이클 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나선형적 순환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연구자가 연구의

맥락과 상황에 대하여 더욱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실천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계획-

실행-관찰-반성’의 단계를 반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프로그램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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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더욱 견고히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하나의 활동을 실행하고 마무리 할

때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반성적 절차를 거쳤고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더욱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 잘 인지해 나갈 수 있었으며 다른 활동들을 수행 해 나갈

때도 이러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3) 프로그램 내용: S.M.A.R.T(스마트)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앞에서 설명하였던 내용과 방법 수준의 구성원리를

반영하여 ‘S.M.A.R.T(스마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명칭이 ‘SMART’라고 선정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Smart’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학습, 이해, 사업적인 판단, 개인적인 결단 등에

있어서 빠른’, ‘영리한’, ’재치 있는’, ‘활발한’, ‘빈틈없는’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가 ‘성인 지적장애인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과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S.M.A.R.T’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또한, 선정된 프로그램 명의 알파벳에는 각각 함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S’는 자기주도학습(Self-directing learning), ‘M’은 건강 및

대인관리(Managing health and relationship), ‘A’는 활동을 통한

의사결정(Activity for decision making), ‘R’은 신체활동 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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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Role performance in physical activity), ‘T’는 일상 생활

전이(Transition to daily life)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주도학습이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동안

연구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의미한다. 건강 및 대인관리란,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체력과

운동 수행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말한다. 활동을 통한 의사결정의 경우 모든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는 상황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을 하거나 선택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의미한다.

신체활동 내 역할 수행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 모두 출석확인,

체조 시범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과 운동 수행 동작에 대한 보조 등을

수행하며, 사실상 ‘체육교실 내 보조코치’로서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코치님’이라는 호칭과 존칭을

사용하며, 실제 코치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일상 생활 전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함양되는 다양한 생활기술들의 양상이 일상 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환경 제공을 의미한다. ‘S.M.A.R.T 

프로그램’의 함축적 의미에 대한 자세한 도식은 아래 [그림 9]과 같다.

[그림 9] SMART 프로그램의 함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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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의미를 바탕으로 개발된 본 프로그램의 세부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석 및 호명활동, 준비운동(정적 및 동적

스트레칭), 템포트레이닝(음악 템포의 변화에 따른 유산소 및 이동운동), 

건강 및 운동 체력 활동, 스포츠활동(변형된 골프), 정리 운동, 정리인사

및 구호제창의 순서로 총 8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하위

활동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래 설명과 같다.

[그림 10] S.M.A.R.T 프로그램 활동구성 및 세부내용

3-1) 출석 및 호명활동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출석 및 호명활동은 단순히 참여자를

파악하기 위한 출석확인의 형태가 아니라, 참여한 참여자들을 앞에서

역할을 부여 받은 참여자가 출석부에 기입되어 있는 해당 참여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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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여, 눈을 마주치고 큰 목소리로 호명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이 나타날 경우 박수를

치고, 손 뼉 마주치기(하이파이브)를 유도하며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진 활동이다. 참여자가 출석을 한 경우 ‘O’, 

결석인 경우에는 ‘X’를 출석부에 기입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출석 및

호명활동은 수업 시작 전 지도자와 참여자들 간의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 회기마다 모든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실시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1]  출석 및 호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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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준비운동

준비운동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신체 부위의 가동성을

증가시켜주고 경직된 근육을 이완하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정적 및 동적 스트레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상 예방의

목적과 더불어 구조화된 스트레칭 동작을 반복 숙달하여 정확한 동작과

순서를 학습해 나가는 것 역시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 준비운동 활동은 단기기억에서의 어려움과 낮은 주의집중

등과 같은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일정한 방향 제시와 일관성 있는 동작의 패턴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동적 스트레칭의 경우 신체 부위의 아래쪽 방향에서부터

위쪽 방향으로 진행되고, 정적 스트레칭의 경우 신체의 위쪽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며 항상 왼쪽, 오른쪽, 위(앞), 아래(뒤)쪽 형태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또한, 정적 스트레칭의 경우 10초, 동적 스트레칭의 경우 8초로

설정하여 동작 수행 시, 구령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때는 구령하는 숫자는 정확한 발음과 큰 목소리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동적 및 정적 스트레칭 동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동적

스트레칭부터 진행되는데 신체 아래쪽 방향에서 위쪽 방향 순으로 손목

발목 돌리기, 앉았다 일어나기, 허리 돌리기, 어깨 돌리기, 목 돌리기

순서로 실시된다. 정적 스트레칭의 경우, 신체의 위쪽 방향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진행되며 (1) 목을 좌/우/위/아래로 늘려주기, (2) 어깨를 머리

앞과 뒤 자세로 하며 좌/우로 늘려주기, (3) 손에 깍지를 끼우고 허리를

좌/우/앞/뒤 방향으로 늘려주기, (4)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고관절 안쪽

좌/우측으로 넣어 늘려주기, (5) 좌/우측 무릎을 들어 올리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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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측 발목 잡고 뒤로 당기기, (7) 좌/우측 무릎 눌러주기 순서로

실시된다.

[그림12] 준비운동

3-3) 템포트레이닝

템포트레이닝은 변화하는 음악 템포에 맞추어 걷기, 달리기, 갤롭, 홉

등, 런지, 뒤로 걷기, 무릎 들어 올리기, 엉덩이 뒤로 다리 차기 등

다양한 기본 및 응용 이동운동기술의 형태로 실시되는 유산소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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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의 경우 빠른 템포의 음악을 통해, 느린 템포의 음악은 걷기,

뒤로 걷기, 무릎 들어 올리기, 엉덩이 뒤로 차기, 런지와 같은

이동운동기술을 구사하게 된다. 특히, 낮은 주의집중, 환경과 자극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1분 30초 간격으로 변화하는 템포 속도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음악의

유형은 대중가요(최신가요)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되었다.

[그림13] 템포트레이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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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음악의 템포에 맞추어 유산소 활동을 적용한 이유는 음악이

특성이 지닌 장점 때문이다. 음악이란 일종의 청각적 자극으로서

대뇌피질의 개입 없이도 자율신경계 활동을 일으킬 수 있고(Bruns et al, 

2002), 음악의 다양한 요들이 호흡, 심장박동, 혈압, 불안 등과 같은

심혈관 순환계 및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템포가 빠른 음악은 각성 수준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Iwanaga & 

Moroki, 1999).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한 템포트레이닝은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 특성에 맞도록 개발된

유산소 활동이라 할 수 있다.

3-4) 체력활동

체력활동은 성인에게 필요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중 근력활동과

균형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근력활동은 상지, 코어, 하지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맨몸 그리고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균형활동 역시

신체의 정렬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맨몸과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수업 초반에 자신의 체력 수준을 평가하여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매 활동마다 수행 한 회수(시간)를

Check list에 직접 기술하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점진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과정에 대한 경험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근력활동은 Push-up(팔굽혀펴기), Sit-up(윗몸일으키기), Leg 

raise(다리 들어올리기)와 같은 맨몸 운동과 튜빙밴드(tubing band)를

이용하여 Front raise(양 팔 앞으로 들어올리기), Lateral raise(양 팔

옆으로 들어올리기), Shoulder press(양팔 위로 들어올리기), 

Squat(스쿼트), Lounge(런지)로 구성하였다. 또한, 트레이닝 원리인

점진성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를 적용하였으며 특히, 개개인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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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고려하여 수행 회수 조절 또는 변형된 동작(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 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균형활동은 눈을 감고 또는 눈을 뜨고 양 발로 균형잡기, 외 발로

균형잡기, 선 따라 걷기, 외 발로 점프하기, 외 발로 서서 물건 집기, 외

발로 앉았다 일어나기로 구성하였다.

[그림14] 체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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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스포츠 활동(변형된 골프)

본 활동은 임상훈, 김동민, 이용호(2018)가 개발한 변형된 골프

프로그램을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SNAG(Starting New at Golf)’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인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수준과 난이도를 고려한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과제들은

풀스윙, 치핑/피칭, 퍼팅 기술, 홀 플레이(Hole play) 총 4가지 활동을

순환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3인 1조로 제한된 시간 동안

해당 과제를 수행한 후 다음 과제로 이동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활동에서 단순히 골프 수행에 대한 감각과 수행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직접 코스를 구성해보고, 목표

거리에 따른 도구 선택과 결정, 수행에 대한 결과지 기록 등 자신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며 수행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을 두고 구성하였다. 활동 구성 내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변형된 골프 활동 구성 내용

A. Full Swing Task B. Chipping Task

1. 어드레스 및 그립 익히기

2. 회전감각 익히기

3. 클럽(7번 아이언)으로 목표물

넘기기(10m, 20m)

4. 다양한 목표 타겟 맞추기

1. 손으로 다양한 거리의 목표

물에 넣기(Chipping Target)

2. 클럽으로 목표물의 거리에 맞춰

보내기

3. 스윙 크기 익히기(하프스윙,

쓰리쿼터 스윙)

C. Putting task D. Hole play task

1. 퍼팅 스트로크 익히기

2.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클럽 및

거리 감각 익히기

3. 적은 타수로 홀 아웃 하기

1. 스코어카드 기록하기

2. 경기규칙 이해하기

3. 3홀을 스스로 구성하여 수행하기

4. 5홀을 스스로 구성하여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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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 변형된 골프 활동

3-6) 마사지 활동

마사지 활동의 경우, 대면에서는 실시하지 않았고 비대면 상황에서

실시되도록 구성하였다. 마사지 활동의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시 연구 참여자인 성인 지적장애인이 부모에게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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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다. 이 활동은 심신이완 및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주어 활동에서 얻은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자신이 아닌 타인-

참여자(보호자)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활동을 구성하였다.

마사지는 손, 팔, 어깨, 목, 머리, 허리까지 양 손 가락과 바닥을

이용하여 지긋이 지압하며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은지, 아프진 않은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6] 마사지 활동

3-7) 정리운동

정리 운동은 준비운동에서 진행되는 동적 스트레칭으로 구성하였다.

준비운동에서 실시되었던 8초간의 구령에 맞추어 손목 발목 돌리기,

무릎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허리 돌리기, 어깨 돌리기, 목 돌리기

순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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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정리인사 및 구호제창

본 활동은 수업이 종료됨을 알리는 일종의 패턴이며 완성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정리 인사 역시 출석과 호명활동과 같이 모든 참여자가

돌아가며 인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활동의 목적은 향후

수업에 대한 공지를 알림과 동시에 수업 참여를 돌아보며 어려웠던 점과

힘들었던 점, 잘했던 점 등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향후 수업 참여에

대한 태도를 갖추기 위한 반성적 사고를 실행하는 것에 있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 초반,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소속(팀)명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고, ‘청춘’이라는 팀 명을 선정하였다.

이 팀 명에 대한 구호제창은 수업이 종료된 후 정리인사와 동시에

참여자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동그란 원을 만들어 구호를 외치며

퇴장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활동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 간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소속감이 결국 사회성이라는

생활기술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구성하였다.

[그림 17] 정리운동 및 구호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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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크게 연구자는 세가지 단계(프로그램 이해하기,

프로그램 실행하기, 프로그램 적용하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17주, 주 2회, 회당 120분으로 운영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18]과 같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연구자는 각

단계에 맞추어 계획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실행해 나가기 위해 프로그램

시작 전 계획서를 확인하며 준비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 중과 종료 후

반성일지를 작성하였다.

  

[그림 18] 프로그램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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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이해하기 단계

먼저, 본 연구는 참여적 실행연구 형태로 진행되기에 프로그램

이해하기 단계(1~2주차)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장애 당사자 및

보호자)가 모두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목표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고,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사항 등에 대해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신의 체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다. 체크리스트 안에는 각각의 체력활동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면서 실제로 수행한 횟수

또는 시간을 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팀 명(단체명)을 만들고,

구호 제창하는 방식을 선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팀 명과 구호는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반영하고 종합한 뒤 투표로 결정되었다.

[그림 19]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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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2) 프로그램 실행하기 단계

프로그램 실행하기 단계(3~10주차)에서는 프로그램 내 모든 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숙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이해하기

단계에서 파악된 자신의 체력 수준을 바탕으로 개별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성취해나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내 모든 활동을 숙달함과 동시에 참여자들 간 1:1 방식으로

보조코치 역할을 수행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보조코치 역할은 세부 활동 안에서 출석 확인, 체조 시범 및 진행,

동작에 대한 피드백 및 보조, 골프 스코어 기록, 독려 등 실제 운동

코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활동(템포트레이닝, 체력, 골프)에서 수행한 운동기술과 동작들에 있어

어려움을 보이거나 정확하지 못한 자세로 수행하는 경우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습했던 보조의 방법을 적용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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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OO코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실행하기 단계에서는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의

운영자이자 지도자의 역할로서 매우 적극인 개입을 통해 진행하였다.

(3) 프로그램 적용하기 단계

프로그램 적용하기 단계(11~17주차)는 프로그램 이해하기 단계를

통해 학습한 활동 방법과 보조 방법을 실제 다른 대상자에게 적용해보는

단계이다. 기존의 계획은 새로운 지적장애 학생(중∙고등학생)을 추가

모집하여 실행하기 단계에서 반복 숙달한 활동과 보조코치의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COVID-19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상자 모집과 대면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없었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개인의

가정에서 실시하는 비대면(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으며,

모집하고자 했던 지적장애 학생은 보호자(부모)로 대체하여 진행하였다.

한편, 프로그램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실행하기 단계에서

학습했던 프로그램 내 활동을 난이도와 강도를 높여 수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참여자(보호자)에게 활동에 대한 보조코치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자의 운영과 지도에 대한

개입과 역할의 비중을 최소화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새로운 참여자에게 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실제 보조코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소속감과 코치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촉진제가 제공되었다. 촉진제라고 한다면,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선정한 ‘청춘’이라는 단체명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로고를

단체 유니폼에 부착하여 제공하였고, 이와 더불어 코칭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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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와 출석부를 함께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마다 제공된 단체 유니폼, 출석부, 호루라기

지참하여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림 21] SMART 프로그램 출석부

[그림 22]  단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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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SMART 프로그램의 세부 활동과 이에 대한 보조코치의

역할에 대한 예시는 아래 [그림 22]과 같다. 또한, 프로그램 주차 별

세부활동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23] 프로그램 전체 실행단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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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본 결과에서는 성인 지적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변화가 일어난 과정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역량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프로그램의 참여한 성인 지적장애인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하기(행동),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기(인지), 함께하며 더불어가기(정의)로 함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세부 역량별로 함양된 결과는 [그림 24]과 같다.

[그림 24] 연구 결과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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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하기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지적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행동적 측면에서의 역량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수교육의 목적은 장애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되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학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Lachapelle et al., 2005).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독립적인 삶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전략들로부터 학습되어 왔다(Bernie-Smith, Patton, & Kim,

2006; Wilkinson, 2008). 이처럼 학령기부터 실시되어왔던 교육으로

습득된 지식들이 실제 생활환경에서 능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교육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성인기로 전환된 지적장애인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인해 어떻게 함양되는지, 또는 이러한 역량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행동적인 측면을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프로그램에서의 능동적인 참여 모습이 나타났으며, 보조코치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솔선수범하며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들은 일상생활로 기능을 확장하여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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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에서의 능동적 참여

본 연구에 참여한 성인 지적장애인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 움직이거나 행동하는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박희찬(2013)의 연구에서 지적장애

학생이 졸업 후에 성공적인 성인기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대부분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무의미한 생활하고 있음을

보고한 것과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은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스스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체육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되었을 경우에도 프로그램 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 시작 전 활동에 필요한 운동 도구, 단체복,

호루라기, 출석부 등을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연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 나타났던 변화는 무엇

이었나요?

김지현 모: 일단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아픈 곳이 많다 보니까, 제가 거의

다 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현이가 받는 것이 당연해왔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 같은데, 프로그램

참여하면서부터 자기 방에 출석부랑, 단체 티셔츠를 찾아서 입고, 

용기구들을 가져다 놓는 등 여러 준비들을 하는 거예요. 또, 시간을 딱

보고 접속이 빨리 안되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빨리 접속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려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연구자: 이렇게, 스스로 하려는 행동들은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계속

이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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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모: 처음에는 사실 제가 준비하자고 얘기를 해야지만 했었거든요.

대답도 잘 안하고, 그런데 프로그램 중반부터인가요? 이런 모습들이

빈번히 나타났어요.

(김지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참여자 김지현의 경우 대부분 보호자인 어머니와 함께 이동하거나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동적 삶의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수업에 대한 준비를 스스로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김지현뿐만

아니라 지소현과 다른 참여자에게서도 나타났다.

지소현 모: 우리 소현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언제부턴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 시작이 8시라고하 하면 7시 30분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싹 세팅해 놓고 앉아 있는 거에요.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보이니까 저도 안 챙겨주면서 말 안하고 지켜보았죠.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챙기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어른다워 보여요.

알아서 척척 해 내는 거 보면......

(지소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김민규 모: 밖에서 집에 들어오면 시간 맞춰서 옷을 갈아입고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곧 바로 미리 출석부를 챙기고 앉아서 미리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딱 갖춰서 준비하더라고요.

(김민규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연구참여자 지소현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부모와 타인에 의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본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히,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확인하고, 계획에 따라 사전에



１３６

준비물들을 챙겨놓는 모습들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참여자 김민규 역시 김지현과 지소현과 동일한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점차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로서

변화해가고 있었다. 부모들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행동들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입가에는 미소를 띄며

만족스러운 표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수업 준비와 계획에

따른 행동들이 능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음과 동시에 활동에서 끝까지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끈기 있는 모습들이 변화되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신체를 활용한 기능적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 전달 또는 참여자 이름을 정확한 발음으로

부르고자 노력하고 도전하는 등 끝까지 해내려는 심리적 태도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호 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한테는 비현실적인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본인한테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도전해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웃음)아직도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오래 달리는 것이

부족하니 프로그램에서 오래 달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또,

자신의 목표가 템포트레이닝 활동에서 쉬지 않고 빠르게 달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김정호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참여자 김정호는 모든 연구 참여자들 중 인지적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나

꿈에 대해서 연구자와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다. 김정호와의 대화 중

일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과 목표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화에 대한

핵심은 키워드는 주로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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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종목과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하였다. 이처럼 운동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김정호는 매 수업이 종료 된 후에도 연구자를 찾아와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방법, 자세 등에 궁금해 하였고 이에 연구자는 약 15~20분정도로

상담을 해주며 지식을 전달해주었다. 김정호의 운동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흥미로 이어졌고,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더욱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실제 프로그램 참여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대해 끝까지 도전하려는 적극적인 행동들도 관찰되어 나타났다. 이는

아래 기록된 프로그램 영상 속에서 연구자와 김정호가 나누고 있는

대화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연구자: (체력활동 중) 자, 여러분 오늘 윗몸 일으키기는 몇 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계획한 목표는 몇 회인가요?  

김정호: 50회요.

연구자: 최대한 해보는 거예요. 시작. (60초 후). 그만

김정호: (힘들어 하며, 계속 가뿐 숨을 몰아 쉬며) 아쉬워요. 5회 남았는데,

끝나긴 했는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연구자: 안 힘들어요?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2021년 07월 10일 (토), 11:13:14 ~ 14:25, 체육관 매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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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여자 이호준의 아버님의 경우에도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능동적인 태도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응답하였다.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이호준의 아버님의 경우 본

연구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자녀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 비해 본

프로그램에서는 종료되는 시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였다는 점과

프로그램 초반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참여하고자 하는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을 관찰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능동적 참여의 태도는 프로그램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나타났다고 했다.

이호준 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만족해요. 왜냐하면, 호준이의 경우

운동능력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끝까지 참여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중반부터인가? 조금씩 운동을

하는 시간도 늘어가고 자기가 정한 개수까지는 끝까지 하려 하더라고요.

음...... 운동 시간에도 그랬지만 얘가 방 정리할 때도 끝까지 남겨두지 않고

정리하더라고요. 물론 자주는 아니었지만, 제가 끝까지 하라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이호준 아버님과의 심층면담)

이호준의 아버님의 면담에서 볼 수 있듯이 운동 상황에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정해진 목표를 끝까지 달성하기 위한 행동은

부모(자신)에 의해서가 아닌 본인 스스로 하려는 행동으로서

나타났기에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하였다. 반면, 참여자 소현석의

어머님은 자녀인 소현석의 발음이 좋지 못하여 일상 생활에서도 다소

불편한 점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 내에서도 불편한

점을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인지 스스로 타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여 부르며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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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에 소현석의 어머님은 이전의 삶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행동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소현석 모: 얘가 발음이 좋지 않거든요. 사실, 생활할 때도 저도 몇 번을

집중해서 들어야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출석부를 때 정확하게

부르지 못하니까 참여자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에요. 그게 싫었는지

언제부턴가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하려고 계속해서 연습하더라고요. 될

때까지? 이런 건 사실 예전부터 제가 하라고 해도 안 했던 행동들이에요.

(소현석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프로그램의 내용 중 호명활동은 자신이 직접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반응을 유도해 내는 코치 역할 수행 중 한 가지였다. 참여자

소현석은 이 활동을 실시하던 중 다른 동료들로부터 반응(응답)을

이끌어내지 못하자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고민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직면하게 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 또는 목표를

끝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도전과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능동적

태도가 나타났다.

이상 종합해보면, 참여자들의 수업 시작 전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준비하는 행동에 대한 변화와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 해결해나가고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도전하려는 모습들이 변화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변화되어 나타나게 된 행동들은 부모와 타인의 개입이 아닌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하려는 모습이었으며, 이렇게 변화된 행동들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이어져 나타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행동 변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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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솔선수범하는 보조코치 역할 수행

본 연구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 세 가지 단계(프로그램 이해하기, 프로그램 실행하기, 프로그램

적용하기)로 진행되었다. 먼저, 프로그램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SMART 프로그램의 8가지 활동(출석 및 호명활동, 준비운동,

템포트레이닝, 체력활동, 골프활동, 마사지활동, 정리운동, 정리인사 및

구호제창)에 대해 충분히 경험하고 익히는 단계이며, 세부 활동에

대한 시범과 보조 방법에 대해서도 습득해 나가는 단계였다. 이 후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새롭게 모집된 발달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습득한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보조 코치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COVID-19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었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활동하고 보조코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예기치 못한 계획 변화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자는

부모와의 면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에게 어떠한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신호진 모: 저를 가르쳐주고 보조해주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도와주는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체육 활동을 하면서 같이 체험하고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진

않았는데 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에요. 특히, 자기가 잘 하는 활동에 대해 시범 보여줄 때 더 정확하게

하려 하고, 제가 끝날 때까지 눈 앞에서 보조해주었어요.

(신호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신호진의 어머니는 면담을 통해 신호진이 기본적으로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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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임 알려주었다. 실제로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을 초반에 연구자는 신호진이 체육관으로

입장하는 모든 참여자들의 체온을 측정해주거나,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모습 등 다른 동료들이 어려워하거나 꺼려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 나서서 도와주려는 모습들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김지연의 어머님은 프로그램 참여 전 자신의 자녀가 매우

낮은 체력 수준을 지니고 있기에 프로그램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보조해주는 것에 대한 목적보다는 규칙적인 운동 참여에 목표를

두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예상과는 달리 프로그램 적용하기

단계서부터 참여자 김지연의 행동의 양상이 변화되어 나타났다고

하였다.  

연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변화했던 모습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지연 모: 원래 지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체력 수준이 낮았어요. 그리고

아픈 곳도 많았고요. 그래서 또래 아이들처럼 움직이거나 운동하는 것에

거부감이 좀 있었죠. 이 프로그램 초반에는 활동에 참여만 하는 것이

목표였고, 누구를 도와주거나 보조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연구자: 그런데 조금 변하던가요?

김지연 모: 많은 변화가 있었죠. 처음에는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엄마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거나 보조해주라는

선생님의 말에 마지못해 조금씩 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처음에는 일어서서

보조해주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본인의 체력이 다하면 자리에

앉아버리더라고요.

연구자: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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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모: 그런데, 엄마랑 같이한 시간 두 번째부터 인가요? 그때부터

본인이 체력은 떨어지는데 엄마는 가르쳐야 되겠고, 이런 생각들이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판단한게 침대에서라도 걸터 앉아 보조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마 자기 체력에 맞추어 엄마를 책임감 있게

끝까지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던 거 같아요.   

(김지연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2021년 09월 11일 토요일, 템포트레이닝 활동 중 영상)

  초반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김지연의 이와 같은 행동의 변화는

본인이 스스로 보조코치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역량을 펼쳐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조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변화는 프로그램

적용단계에서부터 실시되었던 보조코치 역할을 수행하며 변화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책임감이자 의무감이 형성되는 등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및 대처기술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참여자 김민규와 홍정림 어머님의 면담에서도 드러난다.

김민규 모: 코치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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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규가 뭔가를 잘 배우고 난 뒤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는지, 그

전에는 제가 무엇을 하라고 시켜야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시킨다는 생각에 뭔지 모를 책임감을 느끼는지, 먼저 시범을 똑바로

보여주면서 먼저 막 나서서 하더라고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민규랑 같이 운동할 때 제가 접해보지 않았던 동작을 하는 바람에

움직이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때마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동작도

알려주면서 제가 못하면 허리를 잡아서 들어올려주는데 진짜 보조코치

같더라구요.

(김민규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홍정림 모: 어쨌든 자세 잡아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뒷 발로 엉덩이 차기

동작이었나요? 그거 할 때 정확하게 시범을 보여 주고 손을 대주면서 손

바닥에 닿게 움직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 꼼꼼히 가르쳐주니까 진짜

코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시범을 보일 때도 올바른 자세로

보여주려 하더라고요. 원래는 뭔가를 알려주거나 알려달라고 했을 때

대충대충 대답하고, 반응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자기가 잘 배워서, 잘 아는

걸 알려주려 하다 보니 자신 있게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홍정림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김민규와 홍정림 어머님과의 면담 내용을 통해 자신이 배워왔던

운동 방법과 동작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형성된 책임감이 제시되는 활동에 대해 정확한 시범과 적극적인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서 보조코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초반에 비해 조금씩 자신 있게 가르치려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지훈 모: 지훈이가 출석을 부르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못 들었는지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걸 해본

적이 없으니 땀도 많이 흘리고, 긴장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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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부터 자신감이 생겼는지 점점 목소리도 커지고 자신감 있게 한 명씩

눈을 마주치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때 이후부터 계속 출석을 부르고

싶어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적극성이 생겼어요.

(이지훈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지소현 모: 저를 도와주면서, '엄마 이제 몇 번 남았어요, 엄마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몇 번 남았는지 알려주면서, 제가 조금 힘들어하면 제

앞으로 와서 동작을 똑같이 따라 해 주거나, 뒤에서 보조해주면서 화이팅을

외쳐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그랬죠. 하다 보니 자신감을 느꼈는지 옆에서

응원해주고 끝까지 가르쳐 할 수 있게 끔 해주는 게 좋았어요.

(지소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이처럼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에 대한

변화는 분명해져 갔다. 특히, 프로그램 적용단계에서는 이해하기

단계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실제 자신의 부모에게 보조 및 지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결국, 자신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서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형성되었고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행동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로 보조코치 역할을 수행해가는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3) 일상생활로의 기능 확장

특수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장애학생이 독립적인 삶을 위해

자신의 생활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적인 일을 통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Wehman, Brooke, & West, 



１４５

2006).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의 실체가 자신이 처한 삶의 환경에서 얼마만큼 전이되어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Miller, Lombard, & Corbey, 2007).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서 보조코치로서의 역할

수행을 경험하면서 변화된 자기주도적 행동들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전이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아래 소현석

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녀가 프로그램 활동 안에서

경험한 내용들이 생활 속과 연계되어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들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났던 행동이나 태도 등의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소현석 모: 그런게 있었어요. 현석이 아빠는 몸이 좀 불편해요. 사실 제가

참여하는 것보다 아빠가 참여했으면 더 좋았을 거에요.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참여를 못했어요. 현석이가 그래도 자기가 배운 게 있다고, 

아빠에게 운동을 시킨다고 집에서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저 코치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이런 모습이 처음이라 보기 좋았어요.

(소현석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참여자 소현석의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몇 년 전 장애 판정을

받으셨다. 장애를 입기 전, 소현석은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어려워하는

관계였다고 했다. 장애를 입은 후 아버지와의 소통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는 둘의 관계에 있어 더 제한적인 상황으로 작용되었다.

그러나 소현석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운동과

보조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고, 어머니에게 보조코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태도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１４６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변모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프로그램 상황이 아닌 일상 생활 속에서,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안에서 나타났던 행동이 점차 일상생활 속 행동으로 전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소현석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다.

김정호 모: 정호가 준비성이 별로 없거든요. 매사에 좀 빼먹거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씩 더 확인하고 좀 자기 것을 잘

챙기려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또, 이전에는 제가 바빠서 밥을 못

차려주면 냉장고에 있는 밥과 반찬을 꺼내서 먹으라 해도 잘못 차려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기저기서 잘 찾아먹고 딱 준비해 놓고

식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김정호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조지훈 모: 생활하면서 제가 빨래를 개고 있으면 가끔 도와달라고 할 때

조금씩 도와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 참여하는

동안에 제가 빨래를 갠다던가 빨래를 걷으려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처다 보면서 정리하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조지훈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위의 면담내용에서처럼 참여자 김정호와 조지훈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에서 일상생활로 역할과 기능이 확장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은 서로 모두

‘코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코치 역할에 따른 태도

함양을 심어주기 위한 연구자의 전략적 접근이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반에 자신들이 ‘코치님’이라 호칭 되는 것에 대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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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함을 느꼈고, '코치님’이라는 호칭이 불편한 듯 이름 뒤에 호칭을

생략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었다. 이때마다

연구자는 서로 존칭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고, 호칭에 익숙해질

때까지 강조하였다.

  대부분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는 듯 하다. 참여자들이

나에게도 코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음을 느낀다. 나

역시 참여자들에게 코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치 않음을

느낀다. 최대한 서로의 이름 뒤에 '코치님’이라는 호칭이 불려질 수 있게

반복해서 강조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다.

(연구자 반성일지)

반성일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자 역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코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어색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지려 노력하였고 참여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지속적인 권유를 통해 점차 서로에게 코치님으로서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익숙해졌다. 이와 같은 호칭을 사용함에 따라 참여자들은

보조코치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행동이 점차 형성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가정에서 부모님 역시 자녀에게

‘코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연구자가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코치님’의 호칭을 사용했던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코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을 때 모범적인 행동의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을 때가

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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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현 모: 복지관에서 ‘~님, ~씨’ 이렇게 불러지지만 그거는 의례적으로

느꼈나봐요. 그런데 여기서 운동하면서 ‘코치님‘으로 불러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가짐이 생겼나봐요. 저도 생활에서 조금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

‘지소현 코치님. 이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라고 물어보면 움찔하면서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행동이 나타났던 거 같아요. 근데 이런 태도와

행동이 오래가더라고요.

(지소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이지훈 모: 일단 지훈이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게 특징이었어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고도 항상 책상 위에 올려놓지 쓰레기통에는 안

넣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코치님이라고 할 수

없지’라고 하면 별말 안하고 가져다 놓더라고요. 그 이후부턴 잘해

연구자: 코치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네요?

이지훈 모: 아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으쓱해지고. 무슨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이지훈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지소현의 어머니와 이지훈의 어머니의 면담에서처럼 자녀들의

일상생활에서 자기주도적인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부터 더욱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는 프로그램 내부에서 외부 환경으로 점차 전이 되어갔다.      

이상 종합해보면, 프로그램 내에서 보조코치의 역할 수행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보조해주거나 도와주려는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졌고, 프로그램 내 활용하였던 ‘코치님’의 호칭은 가정

생활에서도 사용되며 모범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안에서 보조코치 역할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자발적이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자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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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로서 변화되어 나타났다. 이지훈의 어머니와의 면담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으쓱해지고, 무슨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이라는

대화에서 느낄 수 있듯이 호칭 사용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１５０

나.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본 연구에서는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인지적 측면의 역량을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념을 습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지적장애인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규범과 규칙을 인식하고 지키며,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황과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행동하는 등 삶 속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Asher, 

1982). 이는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함양되어야 할 기본적인 개인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Sitlington & Clark, 2006), 주어진 상황에 사회적 단서를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Kerr & Nelson, 2006). 즉,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규칙을 익히고 상황에 대한 판단과 자신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은 자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함양되어야 기술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성인 지적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활동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습득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직업 및 진로와 연계하려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활동에 대한 규칙 이해

본 연구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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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때 연구자는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자녀에게 필요한 생활기술 무엇인지를

파악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으며 참여적 실행연구의

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8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었고

정해진 활동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총 12명이었기에,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단체활동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과 태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시켰다. 이를 최

측근에서 바라본 부모는 외부 체육활동과 본 프로그램에서의 체육

활동은 사뭇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지소현 모: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기존

프로그램들은 뭔가 정형화 되어있거나, 아이들의 각각 시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기 보다는 운동만 하고 나오는 느낌이 강했죠. 그런데,

여기는 성인에 맞는, 필요한 운동도 함과 동시에 규칙과 순서 같은 것들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소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지소현의 어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느껴지듯이 본 프로그램은 시작과

끝까지 일정한 패턴으로 규칙과 순서를 지키며 진행되었다. 이러한

규칙적인 패턴의 구조를 통해 진행 한 이유는 연구자가 오랜 기간

동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을 진행해오면서 느꼈던

부분이 규칙 이해와 준수가 이들에게 반드시 습득되어야 할

생활기술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전문가들과 개발 방향에 대해 탐색한 결과와도 동일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성인기로 접어든 지적장애인의 최종적인 목표가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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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활동 및 업무에 대한 이행과 구성원들끼리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자 김지현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준비운동 순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었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스스로 기억하여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적 역량이 변화되어 나타났음을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김지연 모: 지연이한테 일단 준비운동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연구자: 준비운동이요? 준비운동의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김지연 모: 우선, 준비운동이 순서에 대한 규칙이 있었잖아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였나요? 그 순서가

규칙적으로 되어있었기에 지연이가 잘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외워서

프로그램이 끝났는데도 준비운동에 대해서 만큼 계속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시지 않아도요. 

(김지연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본 프로그램에서 준비운동의 경우 손목 및 발목 돌리기와 같이

신체의 아래쪽부터 시작하여 신체 위쪽인 목 돌리기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다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한 부위 당 8초간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일정한 방향 순서와

규칙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초반에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순서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보였지만 빠르게

익숙해지며 다음 동작에 대해서 먼저 수행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위의 김지연 어머니와의 면담 내용도 이러한 연구자의 목적과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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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참여자들에게서는 시간 약속과 순서, 태도에 대한

규칙들을 준수해나가는 모습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변화된 모습들은 아래 면담 내용을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홍정림 모: 활동하면서 정림이가 사람 사이의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활동할 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쉬는

시간을 정해주고 ‘몇 분까지 딱 준비하세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중구난방으로 다른 아이들 모두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알아서 시간 맞춰서 딱 앉아서 준비하려는 ‘준비성?’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칙을 지키는 법을 배운거죠.

(홍정림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이호준 부: 자기 순서에 맞추어서 차례차례 순서를 지키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거나 하는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안에서도 시범을 보일 때나 차례대로 줄을

서거나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호준이가 규칙을 정확히 알고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호준 아버님과의 심층면담)

최지훈 모: 규칙이나 순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활동 안에서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출석을

부를 때는 집중해야 한다.’, ‘출석을 부르거나 시범을 보이거나 사람들한테

대화할 때는 눈을 마주쳐야 한다.’ 이런걸 매번 동일하게 활동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라고 해야 할까요? 지훈이가 이런걸 규칙으로 생각하고

출석부를 때는 눈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지키다 보니까 더

자신감 있게 잘 부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최지훈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위 부모들의 면담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의 여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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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다양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함 따라

프로그램 내에서의 규칙 준수뿐만 아니라 아니라 대인관계 형성에서

필요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 상황에서 준수했던 규칙들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한편, 소현석의 경우 본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변형된 골프활동

통해 습득했던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학습된

규칙을 지역 사회에서 참여한 파크골프 활동에서 적용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소현석 모: 우리 프로그램 활동 안에 골프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연구자: 네, 대면 수업 때 진행했던 스포츠 활동이 있었죠. 아쉽게

비대면에서는 하지 못 했긴 했지만요.

소현석 모: 현석이가 여기서 골프를 배워서 복지관 근처에 파크 골프를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배웠던 골프 규칙이랑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규칙을 이해하고 있더라구요. 다른 사람들한테 ‘점수가 어떻게 되었느니’,

‘어떻게 해야한다느니’ 이런걸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소현석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 진행된 골프 프로그램은 실제 골프 도구와 같지만

안전하면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된 변형된 도구들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으며, 골프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와 기술들을 익히기 위한

시간도 있었지만 참여자들 간 골프 게임(치핑과 퍼팅을 이용한)을

통해 스스로 스코어를 계산하고 기록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COVID-

19의 상황 악화로 인해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진행됨에 따라 기존 대면에서 진행하였던 골프 활동을 이어나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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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지만, 참여자들 사이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활동이었기에

모두가 아쉬움을 표현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골프 활동을

실시했던 목적은 골프에 대한 기술을 학습해나가는 것을 포함하기도

했지만, 연구자가 가장 초점을 두었던 부분은 참여자들이 골프라는

활동을 직접 수행해보면서, 골프에 대한 규칙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골프 시합을 진행하는 중간에도 서로 보조코치

역할을 수행하며 스코어를 계산하고 기록하는 시간을 반복적으로

가졌다. 아마도 이러한 반복적인 활동들을 통해 소현석의 규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림 25]  골프 스코어 카드



１５６

이상 종합해보면, 연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내 규칙을 준수와

순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활동과 방법을 통한 반복적인 학습의

기회를 통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와 인식에

변화를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포츠 활동(골프 활동)을 통해

종목에 대한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지역 사회 내 체육

활동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형성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임을 확인하였다.

2)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개념 형성

신체활동이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요소들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Sherrill, 2004). 특히, 적절한 신체활동은 지적장애인의

의사전달의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해 내는 능력과 같은 인지적 수준에서의

발달을 촉진한다(Frostig, 1970).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활동마다 자신의 목표수행 횟수를 기입하거나, 동료 또는 부모가

수행했던 횟수를 큰 소리로 세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체력 활동에서는 타인 앞에서 정확한 동작으로 시범을 보이거나,

보조를 실시할 경우에도 반드시 수를 세어 자신 또는 상대방의 목표

개수로 하여금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17주차 동안 이와 같은 활동이 반복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참여들은 정확한 수의 개념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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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현 모: 운동을 할 때 하나부터 시작해서 계속 숫자를 세어갔잖아요.

숫자를 세면서 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박자에 맞춰서 숫자를 세기도 하다

보니 이제는 15개까지는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숫자를 순서에 맞추어

헷갈려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많은 발전이라고 봐야겠죠.

(지소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홍정림 모: 정림이는 운동 할 때 숫자를 세면 여섯에서, 여덜로 넘어가면서

꼭 중간에 하나 빼먹더라고요. 숫자를 세는 순서가 맨날 헷갈려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활동할 때 마다 소리를 내면서 개수를 세고 하다 보니까

연습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덜 헷갈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자: 어떤 부분 때문에 더 쉽게 잘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홍정림 모: 아무래도 머리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윗몸

일으키기 같은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저나 다른 친구들을

보조해주면서 세고 몇 개를 했는지 직접 써보기도 하면서 더 쉽게 배웠던

것 같아요.

(홍정림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김지현 모: 일단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운동하면서 목표 개수를 쓰거나

운동을 하면서 숫자를 세거나 하니까 이런 것도 지현이한테 참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어떤 점에서요?

김지현 모: 보통 한 운동의 목표 회수가 열 다섯 개에서 스무 개 정도를

했잖아요. 동작을 할 때마다 따라 하고 반복적으로 소리 내면서 얘길 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는 열 다섯 개 정도까지는 까먹지 않고 하는 거에요. 원래

열까지 세다가도 본인이 까먹거나 중간에 헷갈려 하는 게 있었거든요.

(김지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위의 면담을 통해 참여자 지소현과 홍정림, 김지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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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순서에 맞추어 정확하게 숫자를 셀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들이 수를 세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다기보다 순서에 맞추어 수를 정확하게 세어나가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이는

체력 활동 통해 순서에 맞는 숫자를 세면서 숫자 순서를 기억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대목을 통해 참여자들 스스로 직접 운동을

수행하며 수를 세어보고, 기억하며, 기록하는 과정을 경험함을 통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은 자신이 직접 움직이며 학습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 방범임을 확인한 것이며(Whitley, Wright, & Gould, 

2016), 결국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도 변화되어 나타났다.

김민규 모: 프로그램을 하면서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거나 하면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한참 되더라구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기다리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고 가만히 못 있고 이리저리 움직였을 텐데 설명 들을 때 잘

앉아서 집중 하는 거죠.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끝까지 앉아서 잘 듣게 된

거죠. 왜냐면 나중에 저를 보조해주면서 코치로서 역할을 해야 하니까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김민규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신호진 모: 호진이 같은 경우에도 인지적인 기능이 좀 낮은 편이라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하면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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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 때는 선생님한테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대해야 하고, 중간부터는

엄마한테 보조 코치로서 역할을 해야 하거나 동료 코치들 앞에서는 또

운동을 더 잘하려 하거나 시범을 보일 때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이런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신호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위의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참여자 김민규와 신호진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해나가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수행했던 보조코치 역할을 통해 새로운 상황과 맥락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끼리 서로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에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타인의 행동이나 태도 속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호진의 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한편, 최지훈의 경우에는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자기 의사에 대한

명확한 전달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변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최지훈 모: 옛날에는 지훈이가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 엄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래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게 정말

심했어요. 어떨 때는 제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하거나, 걸러 들어도

괜찮을텐데’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꼭 들어야한다’ 이런게 되게 강했던거죠.

연구자: 그런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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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훈 모: 그런데, 이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훈이가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라기 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한다고 해놓고 이런

것도 안 지키고 뭐하는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깜작 놀랬어요. 옛날

같았으면 틀리거나 맞거나를 떠나서 무조건 선생님 얘기는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 아이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랐어요.

연구자: 아, 기억 납니다. 운동에 대한 유인물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드리기로 한 날에 드리지 못했죠. 그때 상황이

기억납니다. 그럼 이런 행동들은 지훈 코치님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최지훈 모: 그렇죠. 지훈이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자체를 못한다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 해야 하는 거를 따라 하는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또, 지훈이가 자기 주장이 없다기 보다는 남한테 자신의

주장이나 의사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훈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최지훈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위의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과거 최지훈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선생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즉, 옳고, 그름과 싫음과 좋음 등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은 일부 가능했지만 비판적인 사고와 인식에 따른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매번 어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부터는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주목 할 만한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참여자들로

하여금 약속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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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민규와

신호진이 새롭게 직면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대처해 나가며

변화해갔던 부분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종합하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직접

움직임을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학습해가는 과정에서 수의 순서에 대해

서도 정확하게 세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새롭게 직면한 환경에

대한 역할 활동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대처하는 능력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서도 상황 판단을 통해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3) 직업 및 진로와의 연계

본 프로그램을 참여한 성인 지적장애인과 부모는 보조코치라는

역할을 경험하며 자신 또는 자녀의 직업 활동과 진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참여자들에게

있어 보조코치의 역할 수행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거나 판단해볼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역할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김정호와의 면담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연구자: 프로그램을 하면서 동료들 앞에서 시범도 보이고 어머니도

보조해주는 코치 역할을 수행했었는데요 혹시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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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체육수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거기서는

상대방을 알려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배운 것을 알려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 운동을 가르치면 어떨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 코치라는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연구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김정호: 일단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즐겁고요. 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거 같아요.

연구자: 그럼 이전에는 이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김정호: 네. 이런건 없죠. 항상 그냥 농구면 농구, 축구면 축구 하는 게

다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김정호와의 심층면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참여자 김정호는 본 프로그램에서 의사소통

기술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참여자였다. 또한 본인이 현재 직업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운동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운동을 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참여자였다. 또한, 프로그램 내 모든

활동에서 다른 참여자에 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모습들로 보았을 때 운동 코치로서 새로운 직업에 대한 흥미를

충분히 느낄만했다. 이는 연구자의 반성일지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김정호, 소현석, 소남규 코치는 다른 동료 코치들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특히, 김정호의 경우 항상 밝은 표정으로 남들에 비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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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참여한다. 분명 보조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고 있다. 또, 본인 역시 열심히 운동을

수행하며 끝까지 하려는 모습이 있다. 항상 운동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아 수업 시간이 끝나도 집에 가지 않고 운동 방법과 올바른 자세를

끝까지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 김정호가 실제로 운동 코치가 된다면

어떨까? 지속적으로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 반성일지)

반성일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참여자 김정호는 단순히 운동

참여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스스로 직업에 대한 고민과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염두해 놓은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자신이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발견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고, 스스로의 능력 향상을 위해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며,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흥미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의 상황에서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학습하여

누군가를 지도하거나 보조해주었던 경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보조코치라는 것에 더 많은 흥미를 느꼈다고 했다.

김정호의 사례처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형성되었던 직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과 인식은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직업을 탐색하고

선정해가는데 있어서도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는 참여자

소남규가 역시 연구자와의 면담을 통해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직업에 대한 목표가 생겼다고 했다고 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보조코치 역할을 경험하셨잖아요. 혹시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소남규: 우선, 누군가를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거. 그게 재미있었어요.

연구자: 여기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아빠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보조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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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그런 생각이든 거에요?

소남규: 아빠를 가르쳐줘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코치님들이 운동할 때, 잘

못했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런걸 하면서 기분이

좋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그래서 코치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소남규: 코치는 솔직히 모르겠고. 저는 좀 도와주는 걸 하고 싶어요.

연구자: 도와주는 것을 하고 싶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소남규: 친구가 요양보호사 하는데 그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 싶어서 친구하고 얘기했어요.

(소남규와의 심층면담)

위의 면담 내용을 통해 소남규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남규는 현재 포장 업무에 대한

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며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김정호와도 유사한 형태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참여자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통적인 경험과 요소는

‘누군가를 지도하고, 도와주는 것’이었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보조코치로서의 역할을 경험한 것이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경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여자

소현석과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난다.

연구자: 부모님에게 운동을 지도해주는 역할을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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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나요?

소현석: 아,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잘 가르쳐줘서 엄마가 건강해진 것

같다고 하니까 더 좋았어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운동 쪽, 코치 쪽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더 알려주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형, 조카한테요. 이런걸 하는 곳이 있어요?

연구자: 어떤거요? 코치요?

소현석: 네. 뭔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가르쳐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연구자: 코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현석: 일단 운동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좀 잘 못하지만…… 운동과 관련된 책이나 동영상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가르치려면요.

(소현석과의 심층면담)

소현석 역시 보조코치를 수행하면서 어머니에게 운동을 지도해주고

보조해주며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건강을 관리 해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으며, 보조 코치라는 역할을 통해 직업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으며

이것을 직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과 능력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내 보조코치로서의 역할 경험을 통해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됨에

따라 새로운 직업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해나가고 있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 역시 자녀들의 인식과 태도와 유사한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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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녀분이 보조코치라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것이 자녀분에게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는

이것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김정호 모: 이런 역할을 하면서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정호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체육계통으로 가고 싶다는 거에요. 

자기도 형처럼 결혼하고 싶고 애도 낳고 싶다고 하면서 계속 꾸준히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겠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고 더 해보고 싶다면서 직장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해본다면 되든 안되든, 응원을 해줘야겠죠.

(김정호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연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녀분이 보조코치라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것이 자녀분에게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는

이것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소남규 부: 어느 날 남규가 갑자기 문득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보조 역할을 해봤더니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하고 싶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살면서 아빠랑 이런

얘기를 한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놀랬어요. 나름, 남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남을 도와주는 게 좋다고……  

(소남규 아버님과의 심층면담)

연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녀분이 보조코치라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것이 자녀분에게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는

이것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김지연 모: 사실 지연이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직업을 갖기 전 교육으로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이 이쪽 분야로 직업활동을 하면

좋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직업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지연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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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부모와의 면담 내용은 참여자 김정호와 소현석이 연구자와의

실시했던 면담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호의

어머니와 소현석의 아버님 역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녀의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생기게 된 충분한 계기였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김지연의 어머니의 경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기로

전환되는 지적장애인이 직업 활동을 탐색하고 선택하기 전 직업 교육

및 훈련 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상 종합해보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의 사례는

아니지만, 일부 참여자들과 그들의 부모는 프로그램 내 보조코치 역할

수행이라는 경험을 통해 자신 또는 자녀가 잘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누군가를 가르치고

보조해줄 수 있는 보조코치 역할 수행을 경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직업과 진로와도 연계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이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지적장애인에게 직업에 대한

탐색과 발견을 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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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하며 더불어 가기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지적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정의적 측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정의적

측면을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름을 이해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Brolin과 Loyd(2004)는 대부분의 장애학생이 졸업 후 성인기

사회로 적응해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직장생활에

적응하는데 실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 기술의 한계 때문이라 하였다. 또,

Clark(2006)는 전환교육의 중요 영역인 대인관계기술에 대해

강조하며 전환교육을 실시할 때 대인관계를 기초 수행 영역으로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적장애인이 사회성 기술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능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Keim & Strauser, 2000).

한편, Segrin과 Taylor(2007)은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타인과의 다름을 이해하며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와 소통간의 소통이 증대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등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태도에 대한 변화들이 나타났다.

1) 동료 간의 소통 증대

지적장애인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후 대부분 어느 집단이나 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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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되지 못하고 가정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거나, 가족 위주의

한정된 대인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환경은 복지관과 직업재활 환경 등 일부를

제외하고 많지 않다(김민영, 홍성두, 2016).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지적장애인 12명이 함께 활동하는 대 그룹형

프로그램으로 실행되었다. 각각의 활동에는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모두가 함께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여자들끼리는 수업이 진행되는 전 체육관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종료되어 가정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함께하였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참여자들은

온라인에서도 동료와 함께 프로그램을 실행해나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은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연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녀분이 동료와 함께하면서 변화했던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지소현 모: 있었죠. 처음에는 좀 낯설어서 서로 대화도 못하고 좀

서먹서먹했었죠. 세번, 네번쯤 참여하다 되니까 그제서야 조금씩 서로

반가워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상대방이 반가워 해주니까 소현이도 그

친구에게 인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았어요.

같이 하는 수업의 장점이죠.

연구자: 원래 성격이 적극적인 편이었나요?

지소현 모: 적극적인 편이긴 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애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다 보니 표현하는 부분도 좀 줄어들고 그랬죠. 그나마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덜 하긴 한데 성인들은 따로

이렇게 비슷한 또래끼리 운동을 같이하는 것도 거의 쉽지 않죠.

(지소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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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현의 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 참여자 지소현은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적극적이었던

성격에도 다소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화되거나 의기소침한 모습 등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음이 면담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먼저 다가갔다는 것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매우 의미 있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참여자의 경우에는 초반에 비해

점점 동료에 대해 관심을 갖는 행동과 태도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홍정림 모: 우리가 ZOOM으로 수업을 하게 됐었잖아요. 제가 같이

참여하면서 관찰을 하다 보니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 거에요.

연구자: 아 그런 점이 나타났군요. 혹시 어떤 얘기들을 나누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홍정림 모: 지난주에 자기가 출석을 불렀었는데 ‘누구누구 코치님은 결석을

했더라. 왜 안나왔느냐. 무슨 일이 있었으냐’ 등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더라고요. 또 인사를 하면서 저녁식사는 했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아무튼 서로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연구자: 앞 전에는 이런 상황들이 없었을까요?

홍정림 모: 성인이 되면서 만날 기회도 없었고, 코로나가 심해지는 바람에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홍정림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위의 면담 내용을 통해 홍정림이 다른 동료 코치와 서로 안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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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거나 지난 시간에 결석한 이유에 대해 묻는 모습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홍정림의 경우 평상시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기다리는 태도를 지녔었음을 고려해본다면, 본 프로그램을 통해

홍정림에게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 대인관계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홍정림의 경우에는

특수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COVID-19라는 상황을

마주하였고, 그로 인해 외부활동이 차단되며 사람간의 만남을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참여자

김지연에게도 타인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다.

김지연 모: 이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참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는게 남을 가르쳐주면서도 자기도 무엇인가 얻고, 운동을 하는 거다

보니 체력도 얻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

연구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셨을까요?

김지연 모: 비대면으로 했을 때 기억이나는데요. 지연이의 경우 다른

친구들이랑 의사소통까지는 아니었는데 동료들 움직임 자체 이런 것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말은 안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고, 누가 어떤 것을 틀리게 했다고 하면 저렇게 하는거

아니라고 하기도하고, 구령에 맞춰서 동작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다르거나

이러면 다른 거를 느끼니까 맞춰서 해야 된다고 말하거나 하더라고요.

연구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１７２

김지연 모: 그렇죠. 보통 자기한테 관심이 많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김지연 어머님과 심층면담)

김지연의 어머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참여자 김지연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활동에서 다른 동료들의 행동과 움직임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참여자와는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김지연의 경우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을 때도 초반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었지만, 시간에 흐름에 따라 조금씩 관심을 보이려는 모습들도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의 반성일지에도 확인할 수 있다.

동료와 마주보고 서로 체력활동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는

역할에 대해서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김지연의 경우 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편이며 특히 달리기를 할 때도 걷거나 혼자서 달리는 경우 많았고, 출석을

부를 때도 상대방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초반에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생각을 하기도 해고 낮은 체력으로 인해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열번 번 째 시간인 오늘, 수업에서 지소현에게

접근하여 스스로 보조를 해주기도 했으며 팔 동작을 들어올리는 동작에

대해 말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조금씩 사람들과 친해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연구자 반성일지)  

위의 연구자의 반성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지연은 프로그램

초반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던 참여자였으며 내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타인과 교류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 연구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김지연을

더욱 더 유심히 관찰하였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된 지 열 번째 시간이 되어서야 동료와 서서히 가까워지려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참여자 이지훈과 김정호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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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며 타인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거나 동료들의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태도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지훈 모: 예전에는 지훈이가 혼자 다니며 혼자 수업에 참여했을 때 자기

혼자 생각으로만 다 행동하거나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비슷한 친구들끼리 여럿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라고 할까요? 동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좀 듣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지훈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김정호: 인내심이랄까? 좀 그런게 생긴 것 같아요.

연구자: 인내심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김정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약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거 보면서 솔직히 좀 답답하기도 했고, 솔직히 말해서

욕하고 싶기도 했었는데, 나이도 조금씩 다르고 행동이 다 다르니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려 했어요.

연구자: 그랬더니 마음의 변화가 좀 있었나요?

김정호: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음부터는 좀 덜 짜증나고 기다리면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정호와의 심층면담)

참여자 이지훈의 어머니는 면담을 통해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대부분 혼자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고, 부모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형태로 성장하다 보니 스스로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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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도하고 보조를 받으며 관계를

맺어가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기준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김정호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다른

동료의 행동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며 이해하려는 태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 안에서 참여한 동료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이해하고 소통해가는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로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기 위한 노력에 의해 변화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는 성인기로 전환됨에

따라 타인과 교류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특히 COVID-

19 상황으로 인해 그 기회는 더욱 제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친해지기 위한 노력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통해 관계 형성을 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참여자들간

직∙간접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도 변화되어 나타났다.

2) 부모와의 관계 개선    

본 연구를 진행하던 중 COVID-19 상황이 악화되며 프로그램

적용단계에서부터는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대면 수업진행에 따른 계획에는 새로운 참여자(발달장애 청소년)를

모집한 후 본 연구에 참여한 성인 지적장애인이 새롭게 모집된



１７５

참여자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보조코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인해 연구자는 기존의 계획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운동하며

보조코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대체하였다.

프로그램 적용단계부터 비대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초반에 다소 혼란스러움을 느끼긴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비대면 환경에도 적응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비대면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은 참여자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주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녀와 함께 운동을 하며 참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참여자의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자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연구자: 자녀와 함께 운동에 참여하면서 변화한 모습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정호 모: 제가 정호랑 이렇게 같이 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사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초반에는 제가 엄마이다 보니까 뭘 가르쳐 줄 때 좀 저한테

함부로 하기도하고 저도 또 정호한테 함부로 해서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들이 점점 나아졌어요. 아무래도 저한테 코치 역할을 해주 보니까 점점

서로를 존중해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갔던 것 같아요.

연구자: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변화가 유지되었나요?

김정호 모: 그렇죠. 평상시에는 정호가 답답하게 할 때 무조건 좀

윽박지르거나 짜증내기도 했었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서로 존댓말을 좀



１７６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 정호가 집에 늦게들어오거나 안 들어올 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도 ‘너 어디야, 왜 빨리 안들어와’로 보냈다면, 지금은

‘요’자를 좀 붙여서 ‘어디세요. 빨리 들어오세요’라고 보내니까 정호가

‘알겠습니다,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 저도 좀 화를 덜 내게 되고 만났을 때도 좀 부드러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김정호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위의 면담에서 알 수 있다시피 김정호와 김정호 어머니의 변화된

관계는 프로그램 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일상생활까지 이어졌다.

프로그램 초반에 김정호는 보조코치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에게 가장

편한 존재였던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말하는 편이 있었고, 

어머니 역시 가장 편한 관계였던 자신의 자녀에게 대했던 기존의

방식으로 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후반으로 갈수록

서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이는 점차 조금 더

부드러운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소현과 신호진의 어머니 역시 면담에서도 자녀와 함께

프로그램 내 활동을 하면서 관계가 더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소현 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소현이가 저를 가르쳐주잖아요. 처음에

어떤 활동을 할 때 저한테 ‘이거는 아니야. 틀렸어. 이건 이렇게 해’라고

하기도 했었고, 어떤 경우에는 좀 날이 선 목소리로 짜증 내기도 하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부드러운

모습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보니 저도 ‘엄마가 이렇게 하면 될까?’라고 부드러운 소리로 해주니,

‘응 맞아. 이렇게 하는거야’ 라는 대화를 하면서 서로 교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점점 소현이와의 관계가 부드럽게 되었던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만 내려놓고 얘기하면 훨씬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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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신호진 모: 늘 ‘호진아’, 아니면 ‘호진씨’, ‘호진님’ 이렇게 불려지다가 ‘호진

코치님’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뭔가 태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층

부드러워 졌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약간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저하고 대치되는 관계였다가

지금은 좀 완만한 관계?

(신호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면담 내용에서처럼 지소현과 신호진은 자신이 프로그램

실행단계에서 배웠던 운동과 보조방법을 어머니에게 가르쳐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지녀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점차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참여자 지소현은 보조코치 역할을 수행

하면서 형성된 부드러운 말투와 행동들로 어머니를 대하다 보니

어머니 역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여자 신호진의 경우 ‘코치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짐에 따라

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완만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지소현 어머니의

경우 코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변한 자녀의 태도에 자신의 태도 역시

변하였고 이에 한 층 더 가까워진 관계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과거부터 자녀와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태도로 이어지는 것까지 나타났다는 점에 있어서 본

프로그램에서의 보조코치 역할 수행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재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모와 자녀간에 부드러운 태도와

완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운동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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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부모들은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녀와 함께 신체적 활동을 통해 정신적 교감을 나누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의 원동력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소현석 모: 그 동안에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제가

좀 강하게 푸시를 하면서 대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다 보니까 남규랑 얼굴을 마주보면서 얘기도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손도 맞잡고, 눈 빛 교환도하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언제 그렇게

해보겠어요. 처음이잖아요. 이런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교감도 나누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그 동안에는 이렇게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없었나요?

소현석 모: 그렇죠. 늘 복지관 생활만 하고 엄마랑 하는 것들이 많지

않았고. 늘 남규는 바깥으로 돌고 저는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는

많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면서 남규가 운동할 때 제 손을 잡으며

보조도 해주고, 또 제가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아니야 엄마 해야

돼’ 그러면서 나를 끌어들이고 이런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엄마가 따라 해주니까 본인도 뭔가 뿌듯한지

웃기도 하구요. 아무튼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소현석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최지훈 모: 처음에 저를 지도해줘야 했을 때 정말 힘들었죠. 짜증내기도

하고 안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제 말도 안 들어주고 자기 멋대로 좀

하려는 것들도 있었죠. 그런데 운동을 같이 하면서 점차 서로 존중해주면서

마음을 좀 여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우리

얘를 다시 보는 것도 생기고, 우리 얘도 아마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도 엄마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다르게 느꼈을 거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을 거에요.

(최지훈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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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면담 내용을 통해 자녀와 함께한 운동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태도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물론, 초반에는 서로에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 속에서 ‘날이 서있는’ 관계와 태도였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 대한 교감을 통해

‘존중해주는 태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운동하는 시간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성실한 수행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 종합하면, 기존 연구계획의 변화에 따라 연구 참여자인 성인

지적장애인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활동하게 되었으며, 참여자는

부모에게 자신이 학습했던 활동과 보조방법을 통해 보조코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참여자들은 부모에 대해

존중과 배려가 나타났고, 보조 코치로서의 모범적인 태도 등과 같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관계의 불씨가 되었고, 부모 역시

자녀에게 대했던 과거의 자신의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자식과

부드럽고 완만한 관계로서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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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교육적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본 연구는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통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성인

지적장애인은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하기,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함께하며 더불어가기와 같이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에 대한

역량이 함양되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참여자들의 역량이 함양 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성인 지적장애인들은 모두에게 지지 받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환경과,

자신감을 찾아주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내용,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주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이 함양되어 나타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가. 모두에게 지지 받는 프로그램의 환경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지적장애인이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함양된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탐색해보고자 실시되었다. 이에 본 결과에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나타났던 함양된 모습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살펴본 결과 먼저, 모두에게 지지를 받았던 프로그램

환경에 의한 요인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었다.

성인 지적장애인들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동료를 만날 수 있는

공간과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 교보재를 통해, 그리고 존중

받는 수업 분위기에 의해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이 함양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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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동료를 만날 수 있는 공간

본 연구는 계획단계부터 연구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 직업을

준비하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여 모집을 하였다.

따라서, 모두 동일한 기능 수준은 아니었으나 참여자 간 기능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의사소통에서는

큰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았고, 연구자의 동작을 모방하는 것에도

어려움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연구 참여자의 연령이 20~29세

사이였기에 성인으로서의 경험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었으나

참여자 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 비슷한 생활의 유형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과 관련된

행동, 인식, 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변화된 모습에 동료들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연구 참여자의 부모들은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소남규 모: 같이 동료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 서로 관계형성을 해가는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보통 혼자서 해왔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럿이랑 같이하니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 생각해요.

연구자: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소남규 모: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취업을 한 친구도 있고 하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소남규 어머니와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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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모: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맨날 반가워하고, 그냥 여기에 오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사람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계성 장애인이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에요. 정호가 여기

가면은 수준이 좀 높고, 저기로 가면은 수준이 너무 낮고 하니까 뭐 하나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장애 정도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서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직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공감하는 것도 배워가고......

(김정호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위 면담 내용에서 소남규의 어머니와 김정호의 어머니는 ‘비슷한

애들', ‘장애 정도가 비슷한 아이들’이라 언급하며 자신의 자녀와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서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요인은 참여자 김정호와의 면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구자: 함께 참여한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김정호: 처음보다 나중에 인사를 많이 하게 됐고, 뭔가 마음도 잘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랑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활발하고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떤 마음이 잘 맞았다고 생각했나요?

김정호: 음...... 제가 축구 보는 거랑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코치님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했어요. 그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연구자: 다른 곳에서는 이런 동료들과의 관계는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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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네. 일할 때는 사람들이랑 별로 얘길 안 해요. 복지관에서 운동할

때도 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운동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말을 잘 안 해요. 해도 선생님이랑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랑 제일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김정호와의 심층면담)

위 면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김정호는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 자체에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마음이 잘 맞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료들과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대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특히, 김정호의 주변 환경은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소통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구성되어있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본 연구에

참여하는 동료들과의 새로운 관계의 형성은 김정호에게 더욱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김정호의 면담내용은 앞선

김정호의 어머니와의 면담 내용과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호에게 있어 본 프로그램에 함께한 동료들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은 성인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지훈의 어머님과의 면담을 통해

이지훈 역시 김정호의 경험과도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지훈 모: 지훈이는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활동도 하러 다니거든요.

음악도 하고 요리도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초등학교

애들도 있고 중 고등학생들도 섞여있어요. 나이에 대한 구분이 없이 모두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자기가 레벨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금방 질려하고 적응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거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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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나이가 많이 차이 나야 2~4살이니까 본인이랑 수준이 좀

맞는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참여해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아, 그리고 체육관에 오면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대화가 통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지훈이 같이 바리스타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둘이 서로 전화번호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지훈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이지훈 어머님과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이지훈은 지금까지

성인으로서 경험해 왔던 대부분의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참여자들과

자신의 기능에서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

간 연령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가거나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서는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모습들은 참여자 이지훈이

다른 동료와 핸드폰 번호를 공유하는 모습, 일상에 대해 대화를 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동료들은 이지훈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배움의

기회를 형성해 나가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아래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한 조지훈의 어머님과의 면담내용이다.

조지훈 모: 지훈이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걸 좀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재미있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더라고요.

연구자: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１８５

조지훈 모: 아무래도 지훈이 또래 애들도 있고 지훈이보다 나이가 어린

애들도 있고 해서 같이 운동을 해나가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

대부분 대화도 좀 되고 인지도 좀 되고 그런 애들끼리 모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연구자: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변화를 주었을까요?

조지훈 모: 지훈이가 어느 프로그램을 가더라도 기능이 낮은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좀 혼자 해야 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지훈이가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운동하는 방법도 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대화하는 법,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법을 참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지훈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조지훈은 프로그램 초반부터 대화가 많이 없었고 부끄러움이 많아

다른 동료가 호명을 하거나 대화를 요청할 때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참여자 중 한 명이었다. 그 이유 중 의사소통기술이 다른

동료들에 비해 낮은 부분도 있었다.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발음과 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 조지훈은 후반부로 갈수록 다른 동료들과 짧지만

대화를 해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모습의 빈도가 점차

증가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조지훈의 어머님과의 면담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점차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하려는 태도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조지훈보다 기능이 좋은

참여자들과 함께하며 대화를 이어나갔고, 운동뿐만 아니라 보조코치

활동에 있어서도 서로를 관찰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조지훈은 동료와 이와 같은 관계 형성을

해나가며 활동에 대해 더욱 많은 흥미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종합하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 간 다소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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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비슷한 또래의 나이와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들과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들 간의 행동, 인지, 태도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 교보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용했던 다양한 교보재는 연구

참여자들이 능동적인 태도로 참여할 수 있는 촉진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호명활동 진행을 위해 필요한 출석부, 자신의 역할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었던 단체복과 호루라기는 이들에게

보조코치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책임감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래 면담

내용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연구자: 프로그램을 하면서 즐겁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던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소남규 모: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조코치라는 역할을 수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코치 옷까지 딱 맞춰 입고, 목에 호루라기를 메기도 하면서 모든걸

갖추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할 때부터 본인이 코치가 된 것처럼

코치로서 갖춰야 할 태도, 마음 가짐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코치가 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소남규 모: 그럼요. 유니폼을 입었을 때만큼은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더 잘 시범을 보이려 한다 던지,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소남규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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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모: 지연이의 경우 유니폼 받았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김지연 코치님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소속감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역할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생긴 것

같았어요.

연구자: 그런 요인들이 지연 코치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김지연 모: 뭔가 갖춰진 느낌이잖아요. 앞에 선생님께서 늘 항상 하고 계신

모습처럼 그렇게 호루라기와 출석부를 딱 들고 서있는 것이 진짜 코치가

된 느낌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지연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이호준 부: 유니폼을 입은 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엄청 좋아했어요.

출석부는 팔 옆에 딱 끼고 서있는데 자기가 마치 선생님이 된 것처럼, 말도

행동도 좀 선생님처럼 하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만큼은

자기가 선생님인 거잖아요. 집중도 잘 하고 적극적이면서 또 스스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했던 것 같아요.

(이호준 아버님과의 심층면담)

위의 면담 내용을 통해 참여자 소남규, 김지연, 이호준은 단체복과

호루라기, 출석부를 통해 스스로가 코치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책임감과 모범적인 태도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체복과 호루라기가 지급된 시점이

프로그램 적용하기 단계였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일어난 후 실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보조코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더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촉진

요인들은 참여자가 보조코치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했던 행동적 측면과

실제 코치로서의 모범적인 자질과 능동적인 참여태도와 같은 태도적

측면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요소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홍정림 어머님과의 면담에서는 체력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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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었던 튜빙밴드(세라밴드)는 그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운동 도구였으며, 이와 같은 도구 역시 홍정림이 가정에서도

실시하는 운동과 보조코치 역할을 능동적인 태도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정림 모: 정림이랑 저는 체력 훈련에서 했던 밴드로 하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우리 애들이 일반 아이들이랑은 다르게 아령이나

이런 운동 도구를 통해서 운동하는 걸 따라 하기도 어렵고 접하기도

어렵잖아요.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고도 없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본인이

체력이 낮으니까 이걸 잡으면서 정확한 동작을 따라 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 같긴 했는데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점점 본인이 또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롭게 접해보는 도구들로 하는

활동들이라 질리지 않고 즐거워했고 집에서도 손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하지 않을 때도 저랑 같이 했고 그랬거든요.

(홍정림 어머니와의 면담)

[그림26] 튜빙밴드를 활용한 근력활동

본 프로그램에서 튜빙 밴드를 활용하여 실시한 체력 활동은 주로

상지와 하지 근력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지 근력활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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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빙밴드 양끝에 손잡이(그립)를 연결한 후 양 손으로 손잡이를

부여잡고 양팔을 아래에서 위로 벌리며 들어올리는 활동과, 앞 또는

위로 들어올리는 등의 동작들을 통해 상지의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튜빙밴드의 역할은 자신에게 맞는 강도를

직접 선택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어렵지 않게 조작하며 운동에 참여 할 수 있었다.

홍정림이 도구에 흥미를 보였던 이유 중 한 가지는 기존에

참여해왔던 활동들에서는 본 연구에서처럼 튜빙밴드와 같이 강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한 활동의 참여

기회가 없었던 것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 장비를 통한 활동으로 인해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부모와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도구가 연구 참여자의

각각의 체력 수준에 적합하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더욱 흥미를 느끼면서

수업과 일상생활에서도 일상 생활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COVID-19의 상황 악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어 운영되는 과정이

있었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때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였단 체육 시설보다 크고 넓은 환경에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보다 더 양질의 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고, 더욱 흥미를

느끼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김민규 모: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넓고 좋은 체육관도 있었어요. 일단 큰 체육관에서 달리기 활동이라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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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프로그램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민규도 맨날

운동하러 가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김민규 어머니와의 심층면담)

면담 내용처럼 넓은 장소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기에

참여자들이 활동에 대한 높은 참여도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부족과

접근성의 기인한다는 연구들 보고된바 있다(이인경, 최승권, 이재원, 

2006). 특히, 성인기에 놓은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환경적 제약이

생활체육 참여의 제한적인 요인에 더욱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구교만, 한재덕, 오아라, 2011), 본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와 더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을 초기에는 비대면에 참여하기 위한

온라인 접속 및 사용 법에 대한 조작 미숙으로 인해 참여에 제한적 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빠르게 적응해 나가며

이와 같은 한계는 완화되었다. 특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온라인 프로그램의 하위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여 어떤 한

명의 참여자가 활동하는 화면이 다른 참여자 모두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조작했던 부분은 모든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심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기에 활동과 역할 수행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신호진 모: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온라인 프로그램 내의 어떤 기능

사용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호진이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비춰주셨잖아요.

특히, 동작에 대한 시범을 보이거나, 출석을 부르거나, 체조를 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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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진이의 얼굴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럼 뭔가 주목 받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집중하고 긴장하고 바르게 해야겠다는

태도로 하더라고요.

(신호진 어머니와의 면담)

결국 비대면 수업에서 연구자의 온라인 기능에 대한 기술적 접근

역시 참여자 신호진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제한적

요소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었던 방략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상 종합해보면,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였던 유니폼, 출석부,

호루라기, 튜빙밴드와 같은 교보재들은 참여자들이 보조코치로서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능동적으로

수행해내게 만들었던 촉진 요인이었다. 넓은 체육관에서의 수업은

양질의 신체활동을 가능하게 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온라인 프로그램 하위 기능을 활용한 기술적 접근 방식은

참여자들이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집중하며 참여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존중 받는 수업 분위기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참여자들끼리 서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분위기

조성이었다. 물론, 프로그램이 진행 되던 초반에는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연구자 중심이 아닌 참여자 중심으로 변화되며 밝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밝은 분위기는

연구자의 반성일지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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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초반 보다 훨씬 밝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호명활동과

템포트레이닝, 체력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동료들끼리 화이팅과 구호를

외치는 빈도가 늘어났다. 또, 이를 반응해주는 다른 참여자들의 참여도와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서로 보조를 해주면서도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면서 자신들도 힘들지만 상대방이 하나라도 더할 수 있게

격려하는 행동이 관찰된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소리를 지르며

끝까지 수행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연구자 반성일지)

위의 반성일지와 같이 여러 활동 속에서 참여자들끼리의 서로

응원과 격려하는 모습들이 밝고 긍정적인 프로그램 분위기로

이어져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호명활동은 당일 보조코치가 참석한

참여자를 호명하고 호명된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모든 참여자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이루어졌다. 템포트레이닝 활동의 경우 변화하는

음악 속도에 맞추어 달리기와 각종 이동운동기술들을 구사하며

진행되는데, 이 때도 연구자와 참여자들 간의 밝은 에너지들이

발산되었다. 체력활동의 경우 템포트레이닝 활동에 비해 비교적

정적인 활동들이지만 높은 강도의 근력을 사용해야 하기에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하며, 서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업 분위기는 대면과 비대면 활동에서 모두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지지와 같은 태도들이 서로를 존중해주는 수업 분위기로 이어져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소현 모: 항상 잘하면 따라 오는게 칭찬과 응원이었잖아요. 잘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칭찬해주고, 동료들이 응원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모두가

그렇게 해주면서 소현이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달리기

활동할 때 동료들끼리 ‘화이팅’하고 손 뼉 마주치고 할 때 더 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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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면서 열심히 하던걸요?

(지소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신호진 모: 이 프로그램을 하는 내내 호진이는 항상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었어요. 즐겁게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호진이가 다른

동료들한테 ‘호진 코치님 짱이에요’하면서 박수를 받고 응원 받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더 열심히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체력 활동에서 어깨

들어올리는 동작 시범 보여줄 때 모두가 집중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들리면 더 자신감 넘치게 오버해서 막 그냥……

(신호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김지연 모: 선생님이 ‘지연 코치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게 들리잖아요?

그 순간 쳐졌던 아이가 갑자기 막 열심히 한다거나, 또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니까 시범을 보일 때도, 또 저를 보조해줄 때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던 것 같아요.

(김지연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김정호: 윗몸일으키기 할 때 홍정림 코치님이 제 다리 잡아주면서 끝까지

화이팅을 외쳐주고, 힘들 때 애정표현 하면서 ‘하트’를 날려주고 그런게

좋았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날도 있었는데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보조해주고 같이 힘내서 했던 것 같아요.

(김정호와의 심층면담)

위의 면담을 통해 지소현, 신호진, 김정호, 김지연의 경우 동료와

지도자의 칭찬과 응원 속에서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보조코치 역할을 수행할 때에도 보다

더 집중하며 밝은 분위기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업 분위기는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에서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동료들이 부드러운 말투로 먼저 다가와 주는 태도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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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존댓말을 사용해 주는 분위기 역시 참여자

간의 관계형성과 밝은 수업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가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조지훈과 소현석 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조지훈: 일단은 여기 프로그램은 자기한테 지시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코치님으로 서로 불러주고, 존댓말해주고, 항상 같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니 더 열심히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체육관에 도착하면 ‘지훈코치님 제가 체온 재줄게요’이러면서 서로 체온도

확인해주고, 그러다 보니 뭔가 새롭다는 것을 느끼는 거 같더라고요.

상대방이 자기한테 먼저 다가오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니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조지훈과의 심층면담)

소현석 모: 상대방한테 존중해주는 태도? 자기가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

친구들이 자기한테 사랑스러운 눈길을 주니까, 여기 친구들은 다 밝고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소현석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조지훈의 경우 연구 참여자 소개에서 설명하였듯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였으며, 특히 누군가의 앞에서 스스로 나서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참여자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하면서부터는 함께했던 동료들이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대화를 요청하거나, 존대를 해주며 대우해주는 것에 대해 경험하며

기존의 소극적인 관계형성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초기 단계(프로그램 이해하기

단계)에 단체명을 정하기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계획된 지도 방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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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greco 외(2000)는 통합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소속감을

제시하며, 소속감을 경험하였을 때 학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소속된 집단에도 헌신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Osterman, 2000). 이에 따라 실시된 공모전에서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연구자는 모든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후

선정된 팀 명은 ‘청춘’이었으며, 참여자에게 소속감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선정된 팀 명에 따른 구호를 만들어 프로그램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기록된 영상 속 대화를 통해서 생생히 드러난다.

연구자: (정리운동을 마친 뒤 호흡을 가다듬은 후)자, 이제 우리가 단체

이름을 만들어볼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체 이름이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주세요.

소현석: 드렁큰 타이거요.

김민규: 청춘이요.

지소현: 불사조요

……(생략)……

(연구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팀 이름에 대해 말하고 있다. 5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구자: (5분 동안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며) 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팀 명에 대해서 투표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제시한 단체 이름을 하나씩 부를 테니 이 명칭이 우리의 팀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호명된 이름에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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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주세요.

(이후, 투표를 하고 있으며 모든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연구자: (결과발표 전) 자, 그렇다면 우리 팀 명은 김민규 코치님이 제시한

‘청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박수를 치며 종료된다)

(2021. 06. 24. 13:40~13:47 기록된 영상 속 대화내용)

위의 영상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자에 의해 진행된 단체명

선정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이지만 위와 같이 어떤 상황에 대해

결정을 해나가야 할 때 연구자가 아닌 참여자들의 의견 제시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의 행동과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소남규 모: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청춘’이라는 팀 명을 만들었잖아요?

애들이 별거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고,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었다는 것도 너무 대견하기도 했고 그런 경험이

굉장히 내 의견이 다른 사람에 의해 선택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소남규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김민규 모: 팀명을 정할 때 공모전처럼 했었죠?

연구자: 네 그랬었죠. 

김민규 모: 민규가 너무 신나했어요.

연구자: 어떤점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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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모: 누구는 어떤 걸 얘기하고, 누구는 다른 걸 얘기하고 이렇게

모두 다른 의견을 냈고, 결과적으로 민규가 냈던 ‘청춘’이 선정됐다고

하면서 너무 신나 했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진 경험이 행동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걸 투표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김민규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위의 영상기록과 면담 내용을 통해, 본 연구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지만 참여자들이 활동 내 단체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직접 참여하며, 타인과 자신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선정해가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는 소남규와 김민규의 어머니의

심층면담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도자와 동료와의 상호간 서로 존중 받는 분위기 속에서 경험했던

활동 과정들이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 종합해보면, 본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자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갔으며 상대방에 대한 존칭과

존대하는 분위기, 동료간 서로 먼저 다가가는 모습 속에서 참여자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팀 명과 구호를

선정하는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선택하고 결정해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의 행동, 태도, 인식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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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존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의 내용

본 결과에서는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자존감을 촉진하였던 프로그램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자아존중감(Self-

Esteem)이란, 자기 자신이 능력 있고, 의미 있고, 성공적이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Coopersmith, 1967).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태도, 자신감, 행동에 대한 일관성 등과 같은 능력이 함양

될 수 있기 되기 때문에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함양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Coleman, Lindsay, 1982). 이처럼 본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들이 자존감에 변화를 주어 성인 지적장애인들이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성인 지적장애인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학습해왔던

활동과 보조방법에 대해 동료와 부모에게 전달해주는 보조코치 역할

수행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책임감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으며, 골프나 체력활동 등과 같은 활동 안에서 자신의 목표를

직접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충분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타인을 호명하는 활동을 통해 동료 또는 부모와의 신체적 및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사회적 유능감을 함양할 수 있었다.

1) 책임감을 형성하는 교학상장 활동

본 프로그램은 연구 참여자인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능동적인 태도와

자신이 맡은 역할 수행에 대해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조코치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은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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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먼저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이해하기 단계와 실행하기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경험하며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프로그램 적용단계에서는 학습된 활동들을 동료 또는 부모를

지도하거나 보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적용단계에서는 동료 또는 부모에게 준비체조, 템포트레이닝,

체력활동에서 학습했던 순서와 내용을 기억하여 정확한 동작으로 시범

보이기, 활동 보조하기, 기록하기 등 보조 코치로서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부모들은 자녀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 활동을 참여하면서 자녀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지훈 모: 이 프로그램에 구성되어 있는 활동들이 각각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면서 뭔가 더

정확하게 자세를 알려주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그것이 주는 의미라고 한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최지훈 모: 준비운동도 순서와 동작을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가르쳐줘야

되고, 달리기나 무릎 들어올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 자기가 배운걸 친구나

엄마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거 잖아요. 남 앞에서 시범 보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기고, 책임감을 가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최지훈 어머님과의 인터뷰)

연구자: 활동을 참여하면서 자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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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모: 자신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누군가를 가르쳐본다는 거?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배웠던 동작이나 운동 방법을 자기네들끼리 또는

저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준 거잖아요. 하여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정호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홀로서는 법을 도와주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김정호 어머님과의 인터뷰)

위의 면담을 통해 부모들은 자녀가 동료 또는 부모에게 자신이

학습했던 운동에 대해 지도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통해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중요한 활동이라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제로 8주 동안 반복적으로 학습했던

각각의 활동에 대한 운동과 보조방법을 동료와 부모에게 적용하며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던 김정호의 모습을

관찰한 연구자의 반성일지에도 자세히 나타난다.

요즘 김정호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튜빙 밴드를

이용한 체력활동에서 어깨를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조금 더 정확한 자세로

수행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자의 소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어깨 라인을 보며 왼쪽과 오른쪽의 어깨가 동일한 각도를 이루는지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호각소리에 반응하며 들어올리는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다른 동료들에게 정확한 동작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것 같다. 특히, 오늘은 김정호가

신호진에게 정확한 자세로 시범을 보여주면서 정확한 동작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며 보조해주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연구자 반성일지)

  본 프로그램 참여하는 김정호에게 나타난 이와 같은 행동과 태도는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책임감에 따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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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을 함양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래 김지연, 이지훈, 소현석의 어머니와의 면담에서도 자녀들이

코치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까지도 자신감 있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지연 모: 코치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 지연이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코치라는게 누구한테 가르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역할이라는 걸 통해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지연이가 남을 가르치는 정도나 수준이 엄청 높진 않았어도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통해서 못해도 일단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의 변화를 이끌게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지연 코치님의 이러한 태도가 향후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김지연 모: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까지는 획일화 된 교육을 받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데도 그 안에서 남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효과가 컸다고 생각해요. 맨날 지시

사항만 따르다가 본인이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이걸 통해 책임감 있게 무엇인가를 끝까지

하려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김지연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연구자: 본 프로그램에서 자녀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활동을

무엇이었을까요?

이지훈 모: 이 프로그램에서는 동작을 배워서 이걸 익힌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죠. 그걸 통해서

저한테도 끝까지 동작을 따라 하도록 해주고, 힘들면 힘내라고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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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했던 횟수를 기억해서 기록해주고 하면서 뭔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체육수업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반복적인

활동을 따라 하게 하느라 쌍방향적인 과정이 없죠. 이런 기회가 별로 주지

않아요.

(이지훈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연구자: 본 프로그램에서 자녀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활동을

무엇이었을까요?

소현석 모: 보조 코치로서 활동한 거죠. 자기가 배운걸 누군가에게

지도하고 보조해줬던 그런 활동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부터 감사하죠.

우리 애들은 보통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요. 누군가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고, 

모범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함을 알고, 리더가 되는 역할에 대한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해줬던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소현석 어머님과의 인터뷰)

위 면담내용들을 통해 그 동안 자녀가 받아왔던 교육적 활동에서는

지도자의 일방적인 교육 활동에 따라 지시사항 따르기나, 반복적인

활동을 수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서 경험한

활동들은 참여자가 지도자, 동료, 부모와의 쌍방향적인 교육

활동이었으며, 이는 역할 수행에 따른 교육적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책임감과 자심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감이 생기고 책임감을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김정호와의 면담 내용이다.

연구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김정호: 코치님. 코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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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 한편으로 자신감을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떤 부분이 자신감을 느끼게 해준 것이었을까요?

김정호: 밴드로 운동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자세를 알려주고 잘 못하면

도와주고 했어요. 그 못하면 포기하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또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돼요, 

장난치면 안돼요’ 이런 얘길 했었거든요. 그런 거 했을 때 진짜 좀

자신감이 생기고 진짜 좋았어요.

(김정호와의 심층면담)

연구 참여자인 김정호와의 위의 면담내용을 포함하여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자면, 연구 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 중 자신이

학습했던 내용과 방법을 타인에게 가르쳐주고, 보조해주었던 보조

코치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겠다는 책임감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성취감을 유도하는 목표 실천 활동

본 프로그램은 운영 초기 단계인 프로그램 이해하기 단계서부터

활동에 대한 자신의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체력 활동과 골프 활동에서 자신의 수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Wehmeyer(1992)는 자신 선택, 의사결정, 목표설정, 문제해결

등을 통해 경험해나가며 이를 통해 성취해나가는 과정은 자기결정

능력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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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각각의 활동에서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위해

달성해가고자 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습득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소현석 모: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하는 운동이었잖아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내가 그냥 선생님을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학습하고 그걸 적용해줘서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소현석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위의 소현석 어머니와의 면담내용은 프로그램 활동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준

활동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템포트레이닝 활동에서 자신의 목표를 1분 30초 동안 체육관 트랙을

쉬지 않고 달리는 것으로 설정한 김지훈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세부목표를 설정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윗몸 일으키기와 균형 활동에서도 항상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고

수행을 하면서 비교와 분석을 해나가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김정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표달성을 하였고 이러한 성취감에

매우 만족스러움을 느끼며 자신의 목표를 더 상향시켜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과 태도는 체육관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김정호의 어머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김정호 모: 운동을 하는데 자기가 설정해 놓은 목표가 있다고 하면서 엄청

정말 죽기 살기로 하더라고요. 또 언제는 자기가 세워 놓은 목표치를 다

채웠나봐요. 그러더니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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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자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김정호 모: 본인의 생각으로 뭔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지시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걸 찾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이런걸 보면서 이제 살면서 어려운 부분에

부딪혀도 스스로 잘 해결해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김정호와의 심층면담)

김정호의 어머님은 김정호가 프로그램 내 각각의 활동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해 나가고, 그것을

성취해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삶에서 도전적인 과제들에

직면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해 태도를 형성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하였다. 한편, 참여자 김민규 역시 자신이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에서도 연습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김민규: 제가 처음에는 한 발로 다리 들어서 버티는 거를 15초 밖에 못

버텼거든요? 근데 제가 목표한 거는 30초였어요. 근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벽 잡고 연습하고 그랬어요.

연구자: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게 된 거에요?

김민규: 네. 이게 끈기가 생기더라고요. 꼭 하고 싶었어요. 이걸 하면 뭔가

되게 뿌듯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맨날 이거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민규와의 심층면담)

참여자 김민규의 경우 김정호처럼 프로그램 활동에서 자신만의

목표가 있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는 김민규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체육관에서뿐만 아니라



２０６

가정에서도 운동을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대화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대면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이 COVID-19의 상황 악화로

인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진행됨에 따라 체육관에서 실시되었던 골프

활동(스포츠 활동)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당시

대부분의 체력 활동보다 골프 활동에서 성취감을 더욱 많이 느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정림 모: 체력 활동 할 때 자기가 하겠다고 정해 놓은 목표를 보면서

집중하면서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만나서 했을 때 골프 했었을 때가 더

재미있었나 봐요. 집에 와서 맨날 와서 얘기했어요.

연구자: 혹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홍정림 모: 얘가 발음이 부정확하해서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3번만에 목표물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목표물도 잘 못 맞췄었나

봐요. 근데 막 목표한 걸 이루니까 매일 와서 골프에서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홍정림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지소현 모: 골프를 할 때랑 체력활동 할 때 보면, 스스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개수를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보기 좋았던 거

같아요. 특히, 골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못 치더라도 뭔가 계속

도전하고 스스로 하려 했거든요. 결국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해내는 것도

있었고요. 이런걸 계속하면 우리 애들은 자신감을 얻어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애들은 전부 부모가 데리고 다녀서, 

부모에 의해서 운동도 하고 뭐든 다 부모에 의해서 하지 자기 선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활동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면서

성취감을 얻잖아요. 정말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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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지소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홍정림과 지소현 어머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자녀가 골프 활동에서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서 스스로 도전하고 노력하는

행동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지소현의 어머님은 그

동안의 삶에서 대부분 부모에 의해 선택되거나 결정되어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기회의

부재로 인해 부모에 의존하려는 태도들이 나타났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앞선 프로그램 요구조사에서 지적장애인이 타인에 대한 의존

경향이 높다고 응답했던 것과도 비슷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골프 활동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학습을 통해 자녀의 태도

변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반면, 참여자 소남규의 경우 골프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신에 대해 돌아보며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다고도

응답하였다.

소남규: 골프에서 퍼팅 연습하면서 되게 자꾸 원하는 데로 안돼서 되게

답답했어요. 4번만에 (홀 컵에)붙여야 되는데, 6번만에 가고 그래서 어쩔

때는 생각 안하고 막 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대충 치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또, 더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도 생각했었어요.

연구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소남규: 더 잘하게 됐어요. 4번만에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3번만에 퍼팅 성공하는 거를 목표로 했어요.

(소남규와의 심층면담)

이상 소남규와의 면담 내용을 통해 골프 활동을 수행하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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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한 반성적 태도를 형성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소남규는 이러한 반성적 사고와 노력을 반복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결국 목표를 성취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도전해나가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상 종합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활동 중 특히 체력과

골프 활동에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며 큰 성취감을 느꼈다. 또한, 자기 주도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활동으로서 동기부여로 적용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더구나 활동을 수행해가며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반성적인 태도와 사고를 하며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행동, 태도,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었던 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유능감을 높여주는 호명활동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대인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명활동을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호명활동이란 참여자의 출석과 결석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출석확인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시작

전 출석한 참여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긴 했지만, 그

보다 더 세부적인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출석확인용 활동과는 차이점이 있다.

본 활동은 개인 간 상호 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친다. 우선, 주어진 출석부를 확인한

뒤, 출석부 안에 기입되어 있는 참여자 이름에 해당되는 사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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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여 눈빛 교환을 실시한다. 그 후 이름을 부르며 반응을

유도하게 된다.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면 박수와 함께 서로 손뼉을

마주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 호명활동은 타인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눔과 동시에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더욱 친밀감을 유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세부적인 단계를 통한

호명활동을 통해 처음 만난 동료와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또한 많은 참여자 앞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기에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었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지소현 모: 호명활동 이게, 소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누군가 앞에서 내가 대표가 되어 이름을 불렀을 때 남들이 나를

주목하고 대답해주고 이러는 것에서 전달되는 어떤 느낌이 있었나 봐요.

출석부를 들고 선생님이 하는걸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자신감 있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좋았던 것 같고, 아무튼 이

활동을 할 때 눈 빛부터 달라져요.

(지소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소현석 모: 처음에 여기서 출석부 보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을 했을 때, 

처음에는 얘가 쑥스러워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작고 자꾸 출석부만

보는거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눈도 마주치고, 이름도 또박

또박 부르고, 손 뼉도 마주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지가 계속

출석 부르려 하더라고요.

(소현석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신호진 모: 이 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과 어색함이 빨리 사라진 것

같았어요. 원래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렸던 친구이긴 한데, 

빠르게 적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로 얼굴보고 박수치고 눈 쳐다보고

하면서 뭔가 서로 보이지 않는 교감이 있었겠죠?

(신호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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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면담내용은 본 연구자의 활동에 대한 목적과 의도와도

정확하게 일치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소현과, 소현석,

신호진의 경우에도 호명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특히,

지소현의 경우 자신이 수행한 활동에 대해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이러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이는 자아존중감까지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호명활동은 참여자들이 매우 힘들어했던 활동 중 하나였다. 가장 큰

이유는, 호명활동의 역할을 부여 받은 참여자는 매트에 앉아있는 다른

참여자들에게 집중된 시선 속에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체

스스로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호명활동 역할을 부여 받은 참여자들이 많은 긴장을 한 나머지

온 몸에 땀을 흘리며 손을 떨거나, 상대방과 눈을 피하거나, 출석부만

보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두지 않기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과정은 연구자의 반성일지를 통해서도

자세히 묘사된다.

수업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은 서로 어색함을 보였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수업이 시작되고

모두 매트 위에 앉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초반에는 내가 직접 호명

활동에 대한 시범을 보이며 실행하였지만, 3주차 이후에는 참여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그런데, 호명활동 시간이 되면 극단적으로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호명활동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참여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출석부만 바라보고 있다. 옆에서

조금만 보조를 해주자 자신 없는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목 받는 시선에 대해 매우 불편해 하는

것 같다.

(연구자 반성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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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자 반성일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은 조금씩 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아래는 호명활동을 하면서 변화하는 최지훈과

이지훈의 모습에 대한 부모와의 면담 내용이다.

최지훈 모: 지훈이가 다른 사람을 앞에서 출석을 불렀잖아요. 초반에는

이름을 불렀는데 그 친구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한 더 부르던가

해야 되는데 눈도 쳐다보지도 않고 멀뚱히 서 있기만 하고, 앞에 가서

출석부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답을 잘 안 하면

직접 가서 얼굴을 내밀고 눈을 쳐다보면서 다시 부르더라고요. 아주 자신감

있게요. 그러면서 상대방들이 반응을 잘 보이면 뿌듯해서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최지훈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이지훈 모: 보통 아이들마다 다르게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소극적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 지훈이가 약간 그런

편이었거든요. 소극적이고 앞에 나가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랬어요. 호명활동을 처음에 할 때도 뭔가 되게 불안해 보이고 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회를 주면 되게 좋아하는

거에요. 자기도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더라고요.

(이지훈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최지훈과 이지훈의 경우 호명활동을 시도한 초기에 비해 점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해내었고, 이러한

반복적인 성취감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지훈의 경우에는 호명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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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능력 또는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기회들을 갖게 되었을 때 형성되는

유능감(competence)과도 같은 것이다(Ryan & Deci, 2000). 

유능감이 높을수록 환경에 대한 적응과,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Shonkoff & Phillips, 

2000),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호명활동 역시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아래 면담은

김지훈 어머님이 바라본 호명활동에 대한 인식이다.

김지훈 모: 사회 생활이라는 것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는

적응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호명활동은 우리 아이들한테 참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연구자: 구체적으로 지훈 코치님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지훈 모: 보통 우리 애들이 취업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 활동이 바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김지훈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김지훈의 어머님과의 면담 내용을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의 호명활동은 참여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친밀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모두가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행동하며 눈 빛 교환, 호명, 

호명에 따른 반응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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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으며 이를 통해 유능감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호명활동은 성인 지적장애인이 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협력할 수 있는 주변인과의 관계

성인 지적장애인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도자, 부모, 동료에게 도움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특히,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했던 연구자이자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지도자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도자가 의도하여

보여주는 말과 행동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같은 역할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최의창, 2010). 

한편, 프로그램이 COVID-19 상황의 악화에 따라 프로그램

적용하기 단계부터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해야 했다. 이에 부모와 함께

운동에 참여하는 상황과 참여자들이 직접 부모에게 보조코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모는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이 12명의 참여자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활동 안에서는 조별로 나누어 활동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동료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도자, 부모, 동료들의 협력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역량이 함양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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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범적인 행동과 태도의 유발자로서의 지도자

성인 지적장애인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본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지도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통해 학습을 하기도

하였지만, 교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가치관 까지도 학습하여

모방하기까지도 했다. 실제로 지도자는 학습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하고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혜란, 김진이, 김소연, 2017). 본 연구에서도 지도자의

태도는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모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관찰한 부모와의

인터뷰에서 자세히 나타났다.

김정호 모: 우리 애들은 늘 수동적이잖아요. 능동적으로 자기가 리더나

지도자인 것처럼 코치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선생님을 보면서 배워갔던

것 같아요. 항상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스스로 해보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넣어주고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호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사실, 신체적인 운동 몇 가지

보다 독립심을 불러 일으키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진짜 더 컸다고

생각했어요.

(김정호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소현석 모: 얘네들이 너무 테두리가 적잖아요. 그 테두리가 넓어졌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인데 아주 조그만

옹달샘이란 말이죠? 거기에 있는 애들을 조금씩 펼쳐주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이 바로 그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소현석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우선, 김정호와 소현석의 어머니와의 면담을 통해서 지도자는 연구

참여자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심과 자립심을 길러주어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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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들은 지도자가 항상 일관성 있는 자세와 태도로 지도를 해왔던

부분 역시 자녀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요인이라

하였다.  

지소현 모: 일단 기다려 주시잖아요. 저희 애들이 반응도 느리고, 집중도

안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기다려주시면서 되게 차분하게

지켜봐 주셨던 것이 가장 인상 깊네요. 또, 못했을 경우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격려를 독려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니까 아이들의 변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특히,

소현이의 경우에는 좀 느린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하면서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소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김지연 모: 지연이의 경우 과거에 운동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선생님들이

좀 강하게 끌고 가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고, 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운동이긴 한데 같이한다는 느낌을 많이

줬고, 또 선생님께서 많이 기다려주고 지연이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반영하려는 모습들을 보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잘 따르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 반영해서 스스로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김지연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신호진 모: 그 전에 활동했던 체육 선생님은 얘들한테 ‘하자!’ 라는 식으로

본인이 직접 모든걸 이끌어 가는 부분이 강했는데, 선생님께서는 권유하는

스타일로 하시면서 애들이 자율적 할 수 있도록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호진이 같은 경우에는 끈기 있게 뭔가 끝까지 하려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동안 했던 활동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시다 보니 뭔가 끝까지 하려는 끈기가 생기고 이 프로그램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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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호진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참여자 지소현과 김지연의 경우 본 프로그램 참여한 유일한 여성

참여자들이었다.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운동 기능도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 몇몇 활동에서는 참여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했다.

더구나, 다른 10명의 참여자가 모두 남성이었다는 점에서도 분위기에

의한 심리적인 위축도 나타났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지도자는 항상 지소현과 김지연이 본 프로그램 내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의사를 물어보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해주었다. 위의 면담은 이와 같은 지도자의 일관성 있는 자세와

태도로 인해 참여자 지소현과 김지연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또한, 지도자는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본인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며 활동하며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과정에서도 지도자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

학습한 운동방법과 보조방법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지도자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참여자들은 능동적이고 끈기 있게

수행하려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신호진의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도자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소현석과

김지훈은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소현석: 항상 다 그랬지만 선생님이 항상 활발하고 밝은 모습 때문에 기분

좋게 활동에 참여했어요. 또, 매일 똑같이 환영해주시고 대해 주셨던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이랑 더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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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현석과의 심층면담)

김지훈: 선생님도 화나려고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화 안내시고 참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기억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자꾸 선생님이 말하고

계신데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때 마다 선생님은

항상 화를 안내시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화가 났는데, 선생님은 왜 계속 참는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선생님 말을 잘 듣고 기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 가지고, 저도 좀

그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지훈과의 심층면담)

위의 내용처럼 소현석과 김지훈이 프로그램에서 지도자를 바라본

시선과 상황적 맥락은 달랐지만, 지도자의 일관성 있는 밝은 자세와

기다려주는 태도로 인해 자신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지도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제공해주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보여주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도 화를 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스스로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다려주었으며, 바른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 이러한 지도자의 기다림, 인내심, 밝은 모습으로의

태도는 참여자들에게 모범적인 행동과 태도를 유도하는 유발자로서의

지도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즉,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지도자의 태도와 자세가 위 두 명의 참여자에게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아래는 면담 역시 위에서 나타난 지도자의 반복적이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통해 참여자의 행동과 태도에 변화가 일어났음에 대해 알 수



２１８

있는 최지훈의 어머님과의 면담 내용이다.

연구자: 지도자는 자녀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최지훈 모: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같아요.

뭔가 보조코치 역할을 할 때도 평상시와는 다른 마음을 가지도록 해줬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최지훈 모: 항상 시작하실 때 어머님이라고 아버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반말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고, 코치라는 역할을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바른 태도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나네요. 이런 얘기들을 항상 시작 전에

말씀해주셔서 수업 전 지훈이의 행동과 태도들이 변하게 되었고 바른

자세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

(최지훈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한편, 지도자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항상 참여자들과 함께 읽었던

문구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보조코치 입니다. 코치님으로서

말(존칭)과 행동(모범적인 태도)을 해주세요’. [그림 26]과 같이

출석부에 작성되어 있는 문장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은 후, 

프로그램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 대해 전달하였다. 17주간의 이러한 반복적인 지도자의

언행이 최지훈의 행동과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는 것을 최지훈의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집중하지 않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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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반말하는 행동 등)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수업을 중단을 하며

그 순간 바른 행동과 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해주었다. 이와 같은 지도자의 단호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모든

참여자는 지도자의 말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고 바른 태도로

참여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림 27]  출석부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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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리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도자는 참여자들에게

독립심과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 참여자들이 모든 활동을 스스로

끝까지 수행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며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모범적인

태도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범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해주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일관성 있는 지도자의 행동과

태도는 참여자들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는 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2)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가로서의 부모

성인 지적장애인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주요 주변인인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된 본 프로그램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부모와 함께 운동하고, 부모에게 운동을

보조해주는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부모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 성인 지적장애인의 모습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성격과 적극성에 따라서 영향 받은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부모는 자녀와 함께 운동을

하는 초반에 자녀가 보인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연구자: 어머님께서 자녀분과 함께 운동하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김지연 모: 초반에는 지연이가 소극적이거나 선생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수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약간 부정적인 단어를 썼었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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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안할꺼야?, 그럼 엄마 나갈꺼야’ 뭐 이런 얘기들이요.

연구자: 후반부에는 다르게 말씀하셨나요?

김지연 모: 네. 후반부로 갈수록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 ‘김지연 코치님 화이팅. 너무 잘하는데? 자, 하이파이브!’ 이런 식으로

좀 더 부드럽게…… 그랬더니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에요.

(김지연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김지연의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운동하는 초반에 많은

걱정을 하였다. 가정은 참여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환경이며, 익숙한

환경 안에서 가장 편한 사람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도자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대면 수업에 비해 능동적인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김지연은

가정에서 진행되는 수업 초반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러한 자녀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소 부정적인

어휘와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며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후반부터는 조금씩 스스로 해나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계기는 김지연의 어머니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긍정적인 표현과 분위기를 조성한 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면담을 통해서도 주 참여자였던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의 행동과 태도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아래의 면담은 자녀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유도 전략을

사용한 경험에 대한 내용이다. 

연구자: 활동하면서 어머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조지훈 모: 보통은 힘들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게 되었죠.

초반에는 스스로 하려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초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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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들었어요. 조금만 하면 ‘힘들어 쉴래’ 이런 얘기를 해서 다시 하라고

좀 많이 끌어당겼죠. 그래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훈이한테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끝나고도 이러한 경험을 더

시켜주기 위해 생각하다가 ‘오늘 배웠던 거 아빠한테 가르쳐주는 게

어때?’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초반에는 별 반응이 없었죠. 결국

아빠를 가르치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연구자: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조지훈 모: 아빠는 되게 잘 맞추거든요. 아빠도 엄청 오버 해서 좀 이상한

동작으로 운동하고 그러면 지훈이가 한숨 쉬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하면서 시범도 보여주기도 하고 보조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보조 코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조지훈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위 면담을 통해 조지훈은 김지연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참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반에는 참여에 대한 의지가 매우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변화 시키고자 어머님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어머님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적용하고자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로 하여금 수업에서 배웠던 운동에 대해 코칭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유도 방식을 적용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지훈은 아버지에게 보조코치로서 역할 수행을 통해 자신감 갖게

되었고 이러한 계기로 향후 수업에서 보조코치 역할 수행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조지훈의 어머니가

자녀의 태도에 대한 변화를 위해 사용한 새로운 방식의 유도 전략을

통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수준과 필요한

요구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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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역할 역시 조지훈의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를

통해 결국 부모의 협력적 지원은 자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래 면담은 지소현의 어머니가 자녀의 보조코치 역할 수행을

독려해주고자 했던 경험에 대한 내용이다.

연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머님의 역할을 무엇이었고, 이러한

역할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소현 모: 소현이가 집중력이 좀 약해요. 이거 하다가 중간에 보면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잘 수행하지 않으려

할 때 소현이를 슬슬 건드리는 거죠. 제가 살짝 살짝 건드려서 안 하면 안

되게 끔 해줬죠.

연구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지소현 모: 밴드를 활용해서 어깨운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 ‘코치님 팔이 안 올라가네요? 

팔꿈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팔꿈치를 잡아주기도 하고 했죠.

(지소현 어머님과의 인터뷰)

지소현의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지소현이 프로그램 참여 하는 도중 집중력이 낮아지거나 역할

수행에 대해 거부 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을 경우, 곧 바로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한 유도 전략을

활용하였다. 결국 지소현 어머니의 이러한 유도 전략은 지소현의 태도

변화를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구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화면 속에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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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유심히 관찰하기도 했다. 그 때마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참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김정호와 김정호의

어머니였다. 특히, 템포트레이닝 활동과 체력 활동에서의 둘의 모습은

마치 트레이너와 고객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김정호의

어머니는 정확한 동작과 방법으로 운동을 수행하고 이었으며, 이 옆에

서 있는 김정호는 팔짱을 낀 체로 숫자를 세고 있었고 목표에 도달한

뒤에는 수행한 횟수를 기록하는 모습까지 관찰되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자녀에게 어머님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연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어머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정호 모: 저는 열심히 따라 해주고 참여해주는 것이 아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활동할 때 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아들에게 티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정호가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따라 하고 그랬더니 만족해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고, 자기가 저를 더 열심히 가르쳐주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편으로

대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기분이 좋아 더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아요.

(김정호 어머님과의 심층면담)

이처럼 김정호의 어머니는 자신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녀가

뿌듯해하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함을 느꼈다. 김정호가 더욱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가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릎의 아픔을 무릅쓰며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를 하였다.

이처럼 적극적인 어머니의 참여 태도가 자녀의 태도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 종합해보면, 프로그램 초반 부모는 자녀가 익숙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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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편하게 느끼는 사람과의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참여 태도에

대한 걱정을 보였다. 예상대로 부모가 걱정했던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였지만, 자녀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부모의 노력은

자신의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유도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초반에는 다소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어휘 사용을 하였으며 변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또한, 주 참여자였던 어머니가 아닌 아버님에게

보조코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태도 변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한편, 아픔을 무릎 쓰고 자녀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동작을 일부로 틀리게 하며 보조를 유도해 내는 말과 함께

능동적인 태도로 변화시키려는 전략가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부모는 역할은 자녀의 태도와 행동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3) 성장을 자아내는 조력자로서의 동료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성장해 나아가는데

또 다른 영향을 미친 인물은 바로 동료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처음과 끝을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서 점차

긍정적인 동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는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있어 이와 같은 변화는 매우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참여자 모두가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 프로그램이 참여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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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은 자신이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개별 활동과

팀으로 진행되는 단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별활동의 경우,

주로 템포트레이닝 활동과 체력활동으로 진행되었는데,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며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개별활동이었지만 참여자는 2인 1조로 편성되어 서로

활동에 대해 보조해주고 기록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때

참여자들은 서로 자신의 수행력과 동료의 수행력을 확인하고 비교하며

자신보다 더 잘하는 동료들을 통해 경쟁심과 승부욕을 통해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자: 다른 동료와 했던 활동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김정호: 제가 처음부터 경쟁이 됐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소현석 코치님이랑

신호진 코치님이요. 윗몸일으키기 할 때 은근히 옆에서 잘하니까 신경

쓰이더라고요. 제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아요.

(김정호와의 심층면담)

위의 면담 내용을 통해 김정호는 체력활동을 하면서 다른 동료들의

운동 수행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비교하며 강한 승부욕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자신보다 더 운동수행이 높은

동료보다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서로

승부욕을 느끼며 발전 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자이자 더욱 노력을

하게 만들어주는 조력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남규 역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동료와 함께 운동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보다 더 잘 수행하는 동료에 의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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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남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연락도하게 되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덜 힘든 것

같았고, 계속 같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구자: 혹시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도움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소남규: 운동할 때 저보다 잘하는 코치님들이 많았거든요. ‘좀 더

노력해야겠다?, 나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노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소남규와의 심층면담)

소남규는 다른 동료들에 비해 의사소통도 원활히 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 어울리는데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신체적 기능에서는

다소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의 높은 수준의 운동 능력을

관찰하며 자신의 신체적 기능 수준을 더 높이고자 노력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다. 이처럼 자신의 운동 수준보다 높은 동료들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구자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끼리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려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 초반에는 잘 관찰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점점

이러한 행동들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아래

연구자 반성일지에서도 자세히 나타난다.

체력활동이 종료된 후에 김지연이 자신의 개인 운동도구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다. 도움을 주기 위해 이동하려는 순간 지소현이

등장하여 도와주기 시작한다. 서로 어색함을 느끼며 말을 하진 않았지만

능청스럽게 다가가 도와주고 있다. 김지연은 그런 지소현을 물끄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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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며 앉아있었다. 고마운데 표현을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이었다.

지소현은 김지현을 계속해서 관찰해왔던 것 같다.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지 관찰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연구자 반성일지)

연구자의 반성일지를 통해 지소현은 김지연이 운동 기구를 정리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보이자 다가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소현의 도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동들의

빈도수가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김지현과 지소현은 더욱

친해지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연구자는

지소현에게 프로그램 중 동료들을 위해 도움을 주었던 일과 누구를

도와주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나 지소현의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가 없었다. 그러나 지소현과의

대화 속 분위기와 어휘들을 조합해본 결과 지소현이 김지연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한 마음으로 관계 형성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자가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소현의 어머니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자녀에게 함께했던 동료들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지소현 모: 잘하는 친구는 워낙 잘하니까, 그 친구들이야 더 좋은 쪽으로

보고 배웠겠지만, 좀 부족한 친구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배워 나갔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현이는

자기보다 조금 더 낮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던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김지연? 항상 그 친구 옆에 꼭 붙어 다니면서 좀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소현 어머니와의 심층면담)

위의 면담을 통해 지소현은 자신보다 낮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２２９

김지연에 대해 관찰하였으며 도움을 주기 위해 신경 쓰고 있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는 지소현이 지니고 있었던 개인의 성격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족함이 있었던 동료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마음과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형성해가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러 태도는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가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가는데 있어서도 참여자 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동료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호준 부: 원래 혼자서는 잘 안 하려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처음에

선생님을 따라 운동할 때나 저를 코치 해줄 때, 하던 도중에 중간에

앉아버리고 그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 의지?

이런게 보였던 것 같은데, 아마 화면 속에서 다른 친구들보니까 자기 빼고

다하고 있는거죠. 본인은 안하고 있자니 좀 그랬나봐요. 다른 동료

코치님들 하는거 보면서 조금씩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거 같아요.

(이호준 아버님과의 심층면담)

이호준은 본 연구의 참여자 중 가장 모든 영역에서의 기능이 낮은

수준이었던 참여자였다. 정확한 의사전달에서는 어려움을 보였지만

주변 상황과 주변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눈치껏 행동하기에 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제한은 없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가정에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과

집중력이 다소 낮은 편이기에 모든 참여자가 함께하며 자발적으로

참여가 유도되는 대면 프로그램보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났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속에 적극적으로 코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며 자신도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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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능동적인 태도로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호준에게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미친 요인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동료라는 것을 이호준의

아버님과의 면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종합하면,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자신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료들을 통해 스스로 더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동료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태도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었고, 동료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프로그램을 함께한

동료들은 연구 참여자들 간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２３１

[그림 28]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교육적 효과 및 요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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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체활동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교육적 효과는 무엇이고,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교육적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절. 프로그램의 구성 및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Lee, 

Wehmeyer, & Shogren, 2015; Behroz-Sarcheshmeh et al., 2017; 

이수정, 김진호, 2018; 강동선 2016; 김영준, 김진호, 2010). 또한,

이미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전환교육의 원리와 방법에 기초한 기능적

생활중심의 교과과정을 적용하여 지적장애 학생의 미래 성인사회

적응을 돕는데 기여하고자 했다(Brolin & Lloyd. 2004).

그러나, 대개 횡적 전환의 측면에서 중∙고등학교나 전공과 단계

내에서 실시되는 특별 훈련프로그램의 형태의 일회적인 경향을

지닌다는 것이 지적되어왔다(정광조 외, 2010; Clark, 1998). 즉,

지적장애 학생은 전 학령기 동안 지적장애라는 특수성으로 인으로

나타난 기초 학습적 제한에 대해서 기계적 또는 이론적으로 보완하는

전통적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으로 접근되어 왔다는

것이다(Kohler, 1998). 실제로 이와 같은 전통적 교과과정은

지적장애 학생의 실생활 기능과 연계성이 적은 단기적 기초학습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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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뿐 지적장애 학생의 미래 성인기 사회로의 적응 유지 또는

일반화 수준으로 전이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김영준, 김진호, 2010; Stilington, Neubert, & Clark,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이 성인으로서 마주하는

생태학적 환경과 삶의 맥락에서 가장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요구 조사와 개발 방향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구성과 개발 방향,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 두 가지 차원에서

교육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프로그램 구성과 및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지적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 환경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요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 지적장애인의

경우 상황과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과 자신의 의사에 대한 표현

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 및 직업 생활에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간적 제약들로 인해 건강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었다. 또한, 

부모와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타인에

대한 의존적 태도가 가정에서 아니라 외부의 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부족한 성취경험으로 인해 삶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부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 고교 졸업생의 성인생활이 대부분

무소속의 무료한 일상과 불안정한 직업생활, 제한적인 사회적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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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부족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기인한다는 김민영와

홍성도(201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며,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성공적인 삶은 결국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결부되며 이를

위해서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기술과 대인관계 및 조직에

대한 적응능력이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고한

Walton과 Ingersoll(2013) 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의존적 태도가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데에는 장애 당사자의 내적인 문제뿐 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방식과

교사의 지도 등 주변 환경과의 복합적인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Abery & Stancliffe, 2003).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인의 낮은 의지와 동기부여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며 이는 목표 동기와 과제 수행력이 높은 연관성이 있으며, 

이것이 성취감, 도전의지,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Atkinson,

1958),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와 동기에 의해 형성된 자신감은

다양한 상황에서 능동적인 과제 수행으로 나타남을 확인한 김두영과

김덕건(2016)의 연구 결과를 통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조사에 따른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요인을 탐색하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인내와 규칙준수의 기회, 자기주도의 기회, 역할수행의 기회, 

성공과 성취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즉,

성인기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인내심과 규칙을 준수하는 기회가

필요하며,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도권을

폭넓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대인관계 기술과 직업

관련기술에 필요한 역할 수행의 기회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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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며, 독립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성취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흥미, 노력,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이 지닌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통합되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Arnold(1997)와 McFee(2004)는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들의 근간이 될

수 있으므로 참여자가 사회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으며, 신체활동을 통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경험함에 따라 지적장애 학생의 자기결정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윤광섭과 김수연(2009)의 연구

결과들이 이를 지지해준다. 또한, 체육 수업에서 역할 수행은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므로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계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에(Burgstahler, 2001), 신체활동을 통한 다양한 역할 수행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공과 성취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의 요소를 적용하여

반복적인 성취를 경험한다면 실제 생활에서 새롭게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나가고 도전해나가며 자기주도적 태도와 자신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Bandura, 2010).

이러한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요인과 내용에 대해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다.

백수진과 김진호(2019)는 지적장애 학생의 생활기술 함양을 위해

이들의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대영역, 중영역, 내용요소, 활동기술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생태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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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내용요소와 활동기술들이 교실이나 특정한 폐쇄적인

공간에서 단순하게 반복적인 기술 학습이 아닌 실제 생활 맥락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되어 일반화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삶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이에 해당하는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실제

성인기 지적장애인의 생태학적 요인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요소를 탐색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신체활동이 지닌 가치를 반영하여

실제 성인기의 삶의 맥락에서 통합적이고, 연계적이며, 지속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내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더

새롭고 창의적인 교육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을 하여 연구 참여자인 성인

지적장애인의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하기(행동적),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기(인지적), 함께하며 더불어 가기(태도적)로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이 함양되었음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2) 교육적 효과를 위한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

최근까지 특수교육 학계와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 학생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전환교육에 대한 내용과 효과적인 지도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실시되어 왔다(김영준, 김진호, 2010). 하지만,

다양한 원인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실효성의 한계점들이 보고되어

왔으며(Patton, Cronin, Bassett & Koppel, 1997; 정은, 2012), 특히,

지적장애 학생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생활기술의

경우 제한된 환경과 시간 속에서 한 두 번의 교육이나 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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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되거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다는 점에서(Snell, Brown,

2011) 다각도적인 측면을 고려한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역량에 대한 함양이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적

효과에 영향을 주었던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인 성인 지적장애인들에게 수업에

대한 주도권을 이양하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 협력적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운영하였다. 만일,

연구자가 전통적 교수 지도방법과 같이 일방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연구 참여자들의 기술 함양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가 참여적 실행연구의 성격을 지녔기에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행동하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태도가 함양되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참여적 실행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

스스로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알아가고 이를

적용해가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부미,

2010). 본 연구자는 이러한 참여적 실행연구의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

내 활동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을 이양해 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더욱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본 프로그램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보조코치라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연구자가 아닌 연구

참여자가 직접 활동을 지도하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 스스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능동적 참여, 동료에 대한

배려와 리더십, 향상된 기술들이 일상생활로 전이가 되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조코치 역할 수행은 연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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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자신이 학습한 활동에 대한 내용과 지식을 타인에게 직접

적용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해 내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신체활동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bility: TPSR)을 적용함에 따라 초등학생의 책임감

지각과 내적 동기에 대한 향상을 연구한 조동협(2009)의 연구와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음을 보고한

장한진(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맥 상통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제공하는 하는 교사 또는

지도자의 경우 참여자에게 보조코치 역할 수행의 기회와 더불어 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이양해주어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적 장애인이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기관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이숙향, 안혜신, 2011).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성인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부모)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유도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연구 참여자와 부모에게 프로그램 목적과 진행 방법 그리고

구성원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COVID-

19 상황의 악화로 의도하지 않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정 내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부모와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진행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며 운영해 나가고자

한 연구자의 전략적 방법이었다. 이러한 가정과의 연계의 과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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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적, 인지적, 태도적 측면에서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역량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주혜원(2012)은 부모가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동기와

스타일을 형성하는데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주변인이며, 부모는

자녀의 개별적 요구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제공자라 하였다. 또한, 조인수(2011)는 부모가 자녀의 성인기

자립생활에 대한 관점과 요구 내용들을 포함하는 제반 인식이 높을 때

자녀의 성인기 자립생활에 매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며

부모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이상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적장애인에게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학교,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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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생활기술 및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신체활동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행하였고 그 결과 참여자들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역량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체활동은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교육을 위한

신체활동은 어떠한 교육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신체활동을 통한 역할 수행을 통해

실제 생활환경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신체활동을 통한 보조코치 역할 수행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삶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영위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은 세 가지 단계(프로그램 이해하기, 프로그램

실행하기, 프로그램 적용하기)로 운영되었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인

프로그램 적용하기 단계부터는 활동에 대한 운영 주도권을 지도자에서

참여자로 이양하였고, 지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참여자들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학습한 활동을 부모에게 직접 지도하고 보조해주면서

리더십 행동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의 기회를 가졌다. 이는

스포츠 클럽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치며 실제로 학습한 생활 기술을 적용한 결과 책임감과 리더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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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되었다는 청소년 리더 프로그램의 목적과 효과와도 일치한

결과이다(Cutforth & Puckett, 1999; Marinek, Schilling, & Hellison, 

2006). 또한, 관계(relationship)와 전이(transfer) 그리고

권한이양(empowerment)을 주 목적으로 하는 책임감 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책임감과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가 이를 지지한다(Hellison, 1983;

Parker & Hellison, 2001; 최흥섭, 2010; 최흥섭, 김명수, 2009).

이것은 시범, 모델링, 역할 실천 등을 포함한 신체활동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학습 상황은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학습하는 가장

적절한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Theokas, Danish,

Hodge, Heke, & Forneris, 2008).

한편, 수동적인 삶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자기

주도적 태도의 한계를 보이는 지적 장애인에게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으로 책임감과 자기 주도적인 태도가 형성되고, 이것이

일상생활로 전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기결정기술과 생활기술 함양을 위한 교육적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에게 삶을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고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의 체험에 기반을 둔 생활기술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신체활동이 지닌 고유의 특성을 통해 스스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며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익혀나갈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대한 규칙

이해, 정확한 수 개념 인지, 문제해결을 통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내는 모습 등의 변화와 같이 생활에 필요한 개념들을 형성해나갔다.

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규칙을 이해해가는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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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으며, 자신이 수행한 숫자를 말하고 직접 기록해 봄으로써 정확한

수의 개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활동을 수행하며 자신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들의 인지적인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Goudas와 Giannoudis(2007)은 체육수업에서 팀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여 SUPER(Sport United to Promote

Education & Recreation; Danish et al., 2002)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신감

지각과 더불어 생활기술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고, 사회적 책임과

목표설정까지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Brunelle

et al, 2007). 또한, 커뮤니티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장애

학생의 실행기능과 의사소통기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이현수,

김혜민, 박진우(201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결국,

신체활동을 통해 목표지향적인 과제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이것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적절한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Wehmeyer et al., 2003), 이것은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가장 흥미로웠던 결과 중 한 가지는 모든 참여자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참여자에게 신체활동을 통한 보조코치 역할

수행을 통해 스스로 직업에 대한 목표 의식의 형성과 현재 자신의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재영과 정진자(2018)는 지적장애인의

진로 및 직업교육 방법의 문제점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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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적 및 재정적 지원 미흡과 시설부족, 직업교육에 대한 직업 및

진로교육과정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안으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실기 중심 훈련, 기관과 연계된 직업

활동경험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직업활동 진로교육 과정에서 구체적 직업기능 습득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감과 긍정적 태도의 형성, 인성 형성,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 습득과 구체적 진로 계획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소영희,

201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참여자들은 보조코치 활동을

경험하면서 직업에 대한 목표 의식과 태도 및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었던 이유로

보조코치 역할 수행의 과제는 대부분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호명활동과 더불어 학습한 활동을 타인에게 지도하고 보조해주는

역할활동을 통해 자신감, 책임감 등이 형성되어 일상생활까지도

기능이 확장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성인기 지적장애인이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기능적

직업기술을 함양시켜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생활에 필요한

태도와 사고까지 형성시켜줄 수 있었으므로 새로운 진로 및 직업을

탐색과 준비를 위한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서 연계해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시시한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신체활동은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자존감, 정체성, 유능감 등 다양한 생활기술의 요소와 자기결정기술을

함양하고 실제 삶으로 전이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교육적

접근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지도자의 철학적 가치가 반영된 장기간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성인 지적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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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제언

1절.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구성 및 실행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는 첫째,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요인과 개발 방향은

무엇인가? 둘째,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 셋째,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로 설정되었다. 연구를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논의를 마련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적용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적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 연구자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다. 내용 수준에는 통합성, 지속성, 연계성이었고

방법 수준에서는 자발성, 반복성으로 구성원리가 도출되었으며,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의 이름은 'S.M.A.R.T’이다. 각각의 글자의

함축적인 의미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활동들이 실제 환경에서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들로 하여금 통합되고, 연계되며,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수준의 구성원리를 포함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자발성의 원리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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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흥미가 유발되었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반복성의 원리에 따라 8개의 활동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해 나갈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하도록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의 경우 백수진과

김진호(2019)는 지적 및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생태학적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개발하였는데, 이 교육과정에서 반영되고 있는 생활

환경인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생활기술 요소를 분석하여 본 프로그램의 8가지 활동과 대응시켰으며

이는 '출석 및 호명활동’, '준비운동(정적 및 동적 스트레칭)’,

'템포트레이닝(음악 템포의 변화에 따른 유산소 및 이동운동)’, '건강

및 운동 체력 활동', '스포츠 활동(변형된 골프)’, '정리 운동’, ‘정리인사

및 구호제창’의 순서로 구체화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실행하기, 적용하기 단계로 나누어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프로그램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모두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목표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운동 수준 파악, 활동에 대한 목표 설정, 소속감 형성 등을 위한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실행하기 단계에서는 8가지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숙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때 참여자들 간

출석확인, 체조 시범 및 진행, 동작 보자, 스코어 기록, 독려 등 활동

내에서 보조코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적용하기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이해하기 단계를 통해 학습한 활동에

대해 새로운 대상자를 모집하여 지도하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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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보는 단계였다. 프로그램 실행하기 단계에서와는 달리 연구자의

개입과 역할을 최소화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인 성인 지적장애인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모습이 나타났다.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은 성인 지적장애인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Snell, Brown, 2010;

Wehmeyer, 2003), 이와 관련된 다수의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행동적, 인지적, 태도적

정의하였고 이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하기,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함께하며 더불어 가기로 함양될 수 있었다.

먼저 행동적 측면으로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수업 시작 전 스스로 준비하는 행동과

자신이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도전하려는 행동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나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학습했던 활동과 지도방법에 대한 내용을 부모에게

직접 실천(보조하고 지도해주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점차

책임감과 모범적인 태도가 형성되었고 이는 결국 솔선수범하는

보조코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된

행동들은 가족 구성원에게 배웠던 운동을 가르쳐주거나, 빨래 개기,

음식 차리기와 같이 일상생활로 점차 기능이 확장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측면으로는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과 활동 속에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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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규칙을 준수하고 순서를 기억하는 모습들에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준비운동의 경우 방향과 동작에 대한 순서를 기억해야 했으며,

골프활동, 호명활동 등에서도 각각 요구되는 규칙과 순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활동에 참여하며

움직임을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해가는 과정에서 수의 순서를 정확하게

세어 가는 모습과 현재까지 직면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서 마주

했던 문제에 대해 스스로 대처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스스로 문제에 대해 판단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 보조코치 역할

수행의 경험을 통해 연구 참여자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 직업과 진로를

고민하거나 연계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태도적 측면으로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동료간의 소통이

증대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등 대인관계 측면에서 필요한

태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성인기로

전환됨에 따라 타인과 교류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있었으며, 더불어

COVID-19 상황의 악화로 그 기회는 더욱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여자 간 친해지기 위한 노력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통해 관계 형성을 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났으며

직∙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들에 대한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에

대인관계에서 늘 소극적이고 타인과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참여자들의 변화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고

연구 참여자는 보조코치 역할을 수행하였고 부모는 학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서로 존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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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가 나타나며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모두에게 지지 받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환경적

측면과 자신감을 찾아주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주변인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모두에게 지지 받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환경적 측면을

살펴보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또래의

나이와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참여자들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니폼, 출석부, 호루라기, 튜빙밴드와 같은 교보재 활용과,

대면 수업에서 사용했던 넓은 체육관 또는 비대면 수업 시 사용했던

온라인 프로그램의 하위 기능(한 명씩 전체 화면으로 비추어 주기)을

활용한 기술적인 접근 방식 역시 연구 참여자들이 책임감, 소속감,

자기주도적 태도들을 형성하여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간 서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상대방에 대한 존칭 사용 또는 서로 먼저 다가가는 분위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고 동료들과 함께 결정해 나가는 등의

존중 받는 수업 분위기는 연구 참여자들의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으로는, 본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자신이

학습했던 8가지 활동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타인에게 지도하거나

보조해주는 보조 코치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겠다는 책임감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체력활동과 골프활동을 통해 자신의 운동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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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에 따른 성취감을 느꼈으며, 이와 동시에 스스로 반성적인 태도와

사고를 통해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명활동은 참여자들의

자신감 향상과 유능감 형성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주변인과의 관계적 측면으로는 지도자, 부모, 동료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선, 지도자의 경우 참여자들이 모든 활동을 스스로

끝까지 수행해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해주며,

수업 내외로 항상 모범적인 언행을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태도가

참여자들의 역량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경우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도 전략을 사용하여 역량을 이끌어냈던 전략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동료 측면에서는 자신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참여자들을

통해 스스로 더 열심히 참여하거나 수행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형성하게 해주는 요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동료를 도와주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서로간

성장을 유발하는 조력자로서의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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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요인 및

개발방향,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함양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현장 실천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장 실천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장애인 체육 지도자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반성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지도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학교 및 생활체육에서 요구되어 왔던

지도자의 자질과 지식은 여전히 운동발달 단계와 운동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지도해야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신체활동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던 교육적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장애인

체육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이와 같은 신체활동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하여금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발달과 운동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이들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즉, 기능 중심 향상과 더불어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실천가로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함양하는데 있어

지도자뿐만 아니라 부모와 동료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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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에서도 개인의 내적 역량과 외적 환경 측면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Holt, Deal, & Smyth, 

2016; Lerner et al., 2015).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생활체육

현장에서는 모든 계획과 실행이 전적으로 지도자에 의해 실천되는

경향이 있다. 즉,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의 질이

좌우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지도자의 역량이 높을수록, 교육적

철학이 명확할 수록 참여자의 운동 기능의 수준과 더불어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역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Ntoumanis & Biddle, 1999; Jowett & Timson-Katchis,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연구 참여자들의 변화에 주변

동료와 부모의 개입이 서로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고려해본다면, 향후

지도자 또는 실천가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당사자의 요구와 부모 또는 주변 상황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지도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통해 함양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의 행동적,

정의적, 인지적 측면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지적장애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총

기간은 15개월이었지만 프로그램 실행은 약 5개월간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이 보다 더 장기적으로 실행되었을 때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 역량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며, 어떠한

과정으로 함양되어 가는지에 대한 면밀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추가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더욱

분명하고 다양하게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 상관관계 역시 더욱

뚜렷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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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로 나타나는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이

일상생활로 어떻게 전이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 역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학습한 보조코치 역할 수행을 프로그램 이외의 시간에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직접 적용해보기, 빨래 개는 것 도와주기, 혼자

식사 차려먹기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행동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으로 전이되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수교육에서 장애 학생이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을 함양하여 일상생활로의 전이라는 것이 최종

목적임(Hodge, K., Danish, S., & Martin, 2005)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이

자신의 삶의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변화

였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이가

어떤 요소로 인해 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실행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국가 수준에서의 특수교육과정 안에서 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해 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백수진과 김진호(2019)는 지적 및

발달장애 학생의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한 각 생활영역별 생활기술을

제시하며, 지적 및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국가수준의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의 경우 교과 교육과정의 형태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기에

현재의 학교 교육과정 체계에서는 생태학적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가르칠

방법이 전무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적장애

학생들이 처한 다양한 생활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여

가르쳤을 때 실제 삶의 맥락에서 의미 있고 일반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였다(Heward, Alber-Morgan & Konrd, 2016). 그러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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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태학적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체계와 구성요인만 제시되어있을 뿐 교수-학습 활동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고 적용된 SMART 프로그램은 성인기

지적장애인에게 삶에 필요한 생활기술과 자기결정기술에 대해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성인기의 삶과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으로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중∙고등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하여 효과 또는 변화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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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SMART 프로그램 전체 및 세부활동 내용

< SMART 프로그램 17주차 활동 내용-대면+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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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및

호명활동
« 인사 후 출석 및 호명 활동하기

준비운동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손목 & 발목 돌리기 → 앉았다 일어나기 → 허리 돌리기 → 어깨 돌리기 → 목 돌리기

« 정적 스트레칭(10초간): 

* 목 눌러주기(앞/뒤/좌/우) → 어깨 당겨주기(앞/위) → 허리숙이기(앞/뒤/좌/우) → 고관절 앉아서          

  눌러주기(좌/우) → 무릎 들어올리기 & 뒤로 젖히기(위/뒤) 젖히기 → 무릎 펴고 발목 잡기(좌/우) 

  → 손목&발목 스트레칭

템포트레이닝
« 달리기 → 걷기 → 달리기 → 무릎 들어올리기 → 달리기 → 엉덩이 뒤로 차기 → 달리기 → 뒤로

걷기 → 달리기 → 런지

체력활동

« 코어활동

   1) 윗몸 일으키기(Sit up)

   2) 다리 들어 올리기(Leg-Raise)

« 균형활동

   1) 눈을 감고(뜨고) 양 발로 균형잡기 2) 눈을 감고(뜨고)외 발로 균형잡기 3) 선 따라 걷기

   4) 외 발로 점프하기 5) 외 발로 서서 물건 집기 6) 외 발로 앉았다 일어나기

« 근력활동(상지) – 맨몸 à 튜빙밴드 활용

   1) 팔굽혀펴기(무릎대고) 2) 양 팔 앞으로 들어올리기(Front raise)   

   3) 양 팔 옆으로 들어올리기(Lateral raise)  4) 양 팔 위로 들어올리기(Shoulder press)

« 근력활동(하지) – 맨몸 à 튜빙밴드 활용

   1) 스쿼트   2) 런지

스포츠 활동

(골프)

* [표8] 참고

1. 공 특성 인지 / 거리 변화 인지 / 몸 회전 인지 / 목표물에 대한 인지

  1) 공 던지기, 굴리기(다양한 공 활용)

  2) 목표물에 공 던지기, 굴리기

  3) 목표물(타겟)을 활용한 던지기 게임, 홀 컵을 이용한 굴리기 게임

2. 스윙에 대한 인지

  1) 어드레스 자세 인지하기(동작 강조 x)

  2) 어드레스 자세에서 던지기 및 굴리기

  3) 어드레스 자세로 목표물에 던지기/어드레스 자세로 굴려 캔/패트병 쓰러트리기

3. 기술 특성 인지(풀스윙/치핑/피칭/퍼팅) à

  1) 어드레스 자세 유지

2) 스윙 전 순서 인지 (뒤에 서 있기) → 후프클락 안에 들어가기 → 티 바르게 놓기(방향 고려)    

   → 티 에 공 올리기 → 어드레스 자세 → 스윙

  3) 목표물로 맞추기 → 멀리 보내기(미니 골대 안에 넣기) → 네트 넘겨 치기

  4) 거리의 변화에 따라 정해진 목표물로 퍼팅하기

4. 골프 게임 방법/룰에 대한 이해

1) 변형된 룰을 통한 실제 골프게임(Par 3/ Par 4/ Par 5) 수행하기

2) 스코어 카드에 기록하기

마사지 활동

(비대면)
« 양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 팔, 어깨, 목, 허리까지 지긋이 눌러주기

정리운동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손목 & 발목 돌리기 → 앉았다 일어나기 → 허리 돌리기 → 어깨 돌리기 → 목 돌리기

정리인사

및 구호제창
« ‘청춘’을 외치고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인사하기

<1~2주차 SMART 프로그램 이해하기 단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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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활동 내용 보조코치 역할 및 자질 이해하기

출석 및

호명활동

이해하기

« 인사 후 출석 및 호명 활동하기

* 지도자가 수행하는 호명활동 관찰하기

- 전체 주목시킨 후 ‘차렷’, ‘인사’

- 출석부를 보고 호명할 인원 앞으로 이동하기

- 눈 맞춤 후 이름 부르기

- 반응을 보이면 박수치며 손뼉 마주치기

- 출석부에 참석 시 ‘O’, 불참시 ‘x’ 표기 하기

준비운동

경험하기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손목 & 발목 돌리기 → 앉았다 일어나

기 → 허리 돌리기 → 어깨 돌리기 → 목 돌

리기

« 정적 스트레칭(10초간): 

   * 목 눌러주기(앞/뒤/좌/우) → 어깨 당

겨주기(앞/위) → 허리숙이기(앞/뒤/좌/우) 

→ 고관절 앉아서 눌러주기(좌/우) → 무릎

들어올리기 & 뒤로 젖히기(위/뒤) 젖히기 →

무릎 펴고 발목 잡기 (좌/우) → 손목&발목

스트레칭

- 지도자의 스트레칭 동작을 관찰하기

- 정확하게 따라 천천히 수행해보기

- 보조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템포트레이닝

경험하기

« 달리기 → 걷기 → 달리기 → 무릎 들어올

리기 → 달리기 → 엉덩이 뒤로 차기 → 달리

기 → 뒤로 걷기 → 달리기 → 런지

- 지도자가 틀어주는 음악 속도에 맞추어 수행하는 것 관

찰하기

- 지도자의 동작을 보고 정확한 동작으로 이동운동기술 따

라 수행하기

- 보조방법 이해하기

체력활동

경험하기 /

자신의 수준

측정하기 / 

Checklist

만들기

« 코어근력 경험 및 측정하기

1) 윗몸 일으키기(Sit up) -> 참여자가 어려

울 시 무릎 지면에 대고 팔굽혀펴기

2) 다리 들어 올리기(Leg-Raise)

« 균형능력 측정

1) 눈을 감고(뜨고) 양 발로 균형잡기

2) 눈을 감고(뜨고) 외 발로 균형잡기

« 상지근력 측정

1) 팔굽혀 펴기

« 하지근력 측정

1) 스쿼트

- 지도자의 시범을 정확하게 따라 수행하기

- 지도자의 수행방법과 보조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 측정을 통해 자신의 수준을 파악해보기

- 격려와 칭찬의 방법 이해하기

- 숫자와 기록하는 방법 이해하기

스포츠 활동

(골프를

이해하기)

« 골프 도구와 사용법 이해하기

« 활동에 대한 규칙 이해하기(스코어 계산하

기)

- 골프 도구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해보기

- 상황에 따른 골프 스코어 이해하기

정리운동

(이해하기)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지도자의 스트레칭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 동작에 따라 숫자(구령) 크게 외치기

구호만들기

(경험하기)
« 구호 선정하기 - 구호 외치기, 파이팅 연습하기

<3~5주차 SMART 프로그램 실행하기 단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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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활동 내용

보조코치 역할 수행

(동작 정확하게 수행하기, 활동 순서 및 동작 외우기,

기록하기, 동작 보조하기, 물건 세팅 및 정리, 격려해주기)

출석 및

호명활동
« 인사 후 출석 및 호명 활동하기

* 지도자가 수행하는 호명활동 관찰하기

- 전체 주목시킨 후 ‘차렷’, ‘인사’

- 출석부를 보고 호명할 인원 앞으로 이동하기

- 눈 맞춤 후 이름 부르기

- 반응을 보이면 박수치며 손뼉 마주치기

- 출석부에 참석 시 ‘O’, 불참시 ‘x’ 표기 하기

준비운동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손목 & 발목 돌리기 → 앉았다 일어나

기 → 허리 돌리기 → 어깨 돌리기 → 목 돌

리기

« 정적 스트레칭(10초간): 

   * 목 눌러주기(앞/뒤/좌/우) → 어깨 당

겨주기(앞/위) → 허리숙이기(앞/뒤/좌/우) 

→ 고관절 앉아서 눌러주기(좌/우) → 무릎

들어올리기 & 뒤로 젖히기(위/뒤) 젖히기 →

무릎 펴고 발목 잡기 (좌/우) → 손목&발목

스트레칭

- 지도자의 스트레칭 동작을 보며 정확하게 따라 수행

  하기

- 동작에 따라 숫자(구령) 크게 외치기

템포트레이닝

« 달리기 → 걷기 → 달리기 → 무릎 들어올

리기 → 달리기 → 엉덩이 뒤로 차기 → 달리

기 → 뒤로 걷기 → 달리기 → 런지

- 지도자가 틀어주는 음악 속도에 맞추어 수행하기

- 지도자의 동작을 보고 정확한 동작으로 이동운동기술 따

라 수행하기

체력활동

« 코어활동(1분동안 최대한으로 실시)

   1) 윗몸 일으키기(Sit up)

- (직접수행) 올바른 자세로 최대한 열심히 수행하기

- (보조실시) 앉은 자세로 무릎과 다리를 고정시켜주며 보

조해주기 / 목표 수행을 위해 격려해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 균형활동(30초간 버티기)

1) 눈을 감고(뜨고) 양 발로 균형잡기

2) 눈을 감고(뜨고)외 발로 균형잡기

- (직접수행) 넘어지지 않고 30초간 버티기

- (보조실시)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손가락 잡아주기

« 근력활동(상지)

   : 맨몸(3회) à 튜빙밴드(3회, 낮은 강도)

1) 팔굽혀펴기

2) 양 팔 앞으로 들어올리기(Front raise)

- (직접수행) 정확한 동작으로 양 팔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

리기(맨몸 à 튜빙밴드 활용)

- (보조실시) 상대방의 뒤쪽에서 양 손목을 잡고 보조해주

기 / 목표 수행을 위해 격려해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 근력활동(하지)

   : 맨몸(3회) à 튜빙밴드(3회, 낮은 강도)

1) 스쿼트

- (직접수행) 정확한 동작으로 벽에 기대서 앉았다 일어나

기

- (보조수행) 상대방의 앞쪽에서 손을 잡고 들어올려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스포츠 활동

(변형된

골프)

« 공 특성 인지 / 거리 변화 인지 / 몸 회전

인지 / 목표물에 대한 인지

1) 공 던지기, 굴리기(다양한 공 활용)

2) 목표물에 공 던지기, 굴리기

3) 목표물(타겟)을 활용한 던지기 게임, 홀

컵을 이용한 굴리기 게임

- (직접수행) 목표물을 정확하게 보고 굴리기

- (보조수행) 타겟 및 목표물 이동시키기, 상대방이 수행한

공 주워다 주기, 상대방이 목표물로 성공 시 칭찬과 격려해

주기

정리운동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지도자의 스트레칭 동작을 보며 정확하게 따라 수행

  하기

- 동작에 따라 숫자(구령) 크게 외치기

정리인사

및 구호제창

« ‘청춘’을 외치고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인사하기

- 지도자의 구령에 따라 ‘구호’ 외치기

- 물품정리학기

<6~8주차 SMART 프로그램 실행하기 단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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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활동 내용

보조코치 역할 수행

(동작 정확하게 수행하기, 활동 순서 및 동작 외우기,

기록하기, 동작 보조하기, 물건 세팅 및 정리, 격려해주기)  

출석 및

호명활동
« 인사 후 출석 및 호명 활동하기

* 지도자의 보조를 받아 수행해보기

- 전체 주목시킨 후 ‘차렷’, ‘인사’

- 출석부를 보고 호명할 인원 앞으로 이동하기

- 눈 맞춤 후 이름 부르기

- 반응을 보이면 박수치며 손뼉 마주치기

- 출석부에 참석 시 ‘O’, 불참시 ‘x’ 표기하기

준비운동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손목 & 발목 돌리기 → 앉았다 일어나

기 → 허리 돌리기 → 어깨 돌리기 → 목 돌

리기

« 정적 스트레칭(10초간): 

   * 목 눌러주기(앞/뒤/좌/우) → 어깨 당

겨주기(앞/위) → 허리숙이기(앞/뒤/좌/우) 

→ 고관절 앉아서 눌러주기(좌/우) → 무릎

들어올리기 & 뒤로 젖히기(위/뒤) 젖히기 →

무릎 펴고 발목 잡기 (좌/우) → 손목&발목

스트레칭

- 정확한 동작으로 시범보이기

- 부정확한 동작으로 수행하는 지도자 동작 수정해주기

- 동작에 따라 숫자(구령) 크게 외치기

템포트레이닝

« 달리기 → 걷기 → 달리기 → 무릎 들어올

리기 → 달리기 → 엉덩이 뒤로 차기 → 달리

기 → 뒤로 걷기 → 달리기 → 런지

- 지도자가 틀어주는 음악 속도에 맞추어 수행하기

- (보조수행) 지도자의 틀린 동작을 보고 정확한 동작 알려

주기

체력활동

« 코어활동(1분동안 최대한으로 실시)

   2) 다리 들어 올리기(Leg-Raise)

- (직접수행) 바닥에 누워 보조자의 다리를 붙잡고 다리모

아 들어올리기

- (보조수행) 누워있는 상대방의 머리 쪽으로 올라가 서있

기 / 목표 수행을 위해 격려해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 균형활동

2) 눈을 감고(뜨고)외 발로 균형잡기

3) 앞꿈치와 뒤꿈치 붙히며 선 따라 걷기

- (직접수행) 넘어지지 않고 30초간 버티기

- (보조수행)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손 잡아주기

« 근력활동(상지)

: 맨몸(3회) à 튜빙밴드(3회, 중간 강도)

3) 양 팔 옆으로 들어올리기(Lateral raise)

- (직접수행) 정확한 동작으로 양 팔 아래에서 옆으로 들어

올리기(맨몸 à 튜빙밴드 활용)

- (보조수행) 상대방의 뒤쪽에서 양 팔꿈치를 잡고 보조해

주기 / 목표 수행을 위해 격려해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 근력활동(하지)

  : 맨몸(3회) à 튜빙밴드(3회, 중간 강도)

   2) 런지

- (직접수행) 제자리에서 왼발과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굽혀 앉기

- (보조수행) 상대방의 앞쪽에서 손을 잡고 들어올려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스포츠 활동

(변형된

골프)

« 스윙에 대한 인지

  1) 어드레스 자세 인지하기(동작 강조 x)

  2) 어드레스 자세에서 던지기 및 굴리기

  3) 어드레스 자세로 목표물에 던지기/어드

레스 자세로 굴려 캔/패트병 쓰러트리기

- (직접수행) 정확한 어드레스 자세 익히고 던지고 굴리기

- (보조수행) 타겟 및 목표물 이동시키기, 상대방이 수행한

공 주워다 주기, 상대방이 목표물로 성공 시 칭찬과 격려해

주기

정리운동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지도자의 스트레칭 동작을 보며 정확하게 따라 수행

  하기

- 동작에 따라 숫자(구령) 크게 외치기

정리인사

및 구호제창

« ‘청춘’을 외치고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인사하기

- 지도자의 구령에 따라 ‘구호’ 외치기

- 물품정리학기

<9~10주차 SMART 프로그램 실행하기 단계-대면>



２９２

프로그램 활동 내용

보조코치 역할 수행

(동작 정확하게 수행하기, 활동 순서 및 동작 외우기,

기록하기, 동작 보조하기, 물건 세팅 및 정리, 격려해주기)

출석 및

호명활동
« 인사 후 출석 및 호명 활동하기

* 지도자의 보조 없이 수행해보기

- 전체 주목시킨 후 ‘차렷’, ‘인사’

- 출석부를 보고 호명할 인원 앞으로 이동하기

- 눈 맞춤 후 이름 부르기

- 반응을 보이면 박수치며 손뼉 마주치기

- 출석부에 참석 시 ‘O’, 불참시 ‘x’ 표기하기

준비운동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정적 스트레칭(10초간): 

- 정확한 동작으로 시범보이기

- 부정확한 동작으로 수행하는 지도자 동작 수정해주기

- 동작에 따라 숫자(구령) 크게 외치기

템포트레이닝 « 템트레이닝

- 지도자가 틀어주는 음악 속도에 맞추어 수행하기

- (보조수행) 지도자의 틀린 동작을 보고 정확한 동작 알려

주기

체력활동

« 코어활동(1분동안 최대한으로 실시)

1) 윗몸 일으키기(Sit up)    

2) 다리 들어 올리기(Leg-Raise)

- (직접수행) 바닥에 누워 보조자의 다리를 붙잡고 다리모

아 들어올리기

- (보조수행) 누워있는 상대방의 머리 쪽으로 올라가 서있

기 / 목표 수행을 위해 격려해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 균형활동

5) 외 발로 점프하기

6) 외 발로 서서 물건 집기

7) 외 발로 앉았다 일어나기

- (직접수행) 넘어지지 않고 점프, 물건, 앉았다 일어나기

- (보조수행)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손 잡아주기

« 근력활동(상지)

: 맨몸(3회) à 튜빙밴드(3회, 높은 강도)

4) 양 팔 위로 들어올리기(Shoulder press)

- (직접수행) 팔꿈치를 굽혔다 위로 밀어 올리기(맨몸 à

튜빙 밴드 활용)

- (보조수행) 상대방의 뒤쪽에서 양 팔꿈치를 잡고 보조해

주기 / 목표 수행을 위해 격려해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 근력활동(하지)

  : 맨몸(3회) à 튜빙밴드(3회, 높은강도)

    1) 스쿼트 2) 런지

- (직접수행) 정확한 동작으로 벽에 기대서 앉았다 일어나

기

- (보조수행) 상대방의 앞쪽에서 손을 잡고 들어올려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스포츠 활동

(변형된

골프)

« 기술 특성 인지(풀스윙/치핑/피칭/퍼팅)

  1) 어드레스 자세 유지

2) 스윙 전 순서 인지 (뒤에 서 있기) →

  후프클락 안에 들어가기 → 티 바르게

  놓기(방향 고려)→ 티에 공 올리기 →

  어드레스 자세 → 스윙

3) 목표물로 맞추기 → 멀리 보내기(미니

   골대 안에 넣기) → 네트 넘겨 치기

  4) 거리의 변화에 따라 정해진 목표물로

     퍼팅하기

« 골프 게임 방법/룰에 대한 이해

1) 변형된 룰을 통한 실제 골프게임(Par 

   3/ Par 4/ Par 5) 수행하기

2) 스코어 카드에 기록하기

- (직접수행) 정확한 어드레스를 통해 골프 클럽 그립으로

스윙, 퍼팅, 치핑, 수행하기

- (보조수행) 타겟 및 목표물 이동시키기, 상대방이 수행한

공 주워다 주기, 상대방이 목표물로 성공 시 칭찬과 격려해

주기, 

- 규칙 이해하기, 상대방 스코어 기록해주기

정리운동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정확한 동작으로 시범보이기

- 부정확한 동작으로 수행하는 지도자 동작 수정해주기

정리인사

및 구호제창

« ‘청춘’을 외치고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인사하기

- 모두 집합시킨 후 ‘구호’ 외치도록 유도하기

- 물품정리학기

<11~12주차 SMART 프로그램 적용하기 단계-비대면>



２９３

프로그램 활동 내용

보조코치 역할 수행

(동작 정확하게 수행하기, 활동 순서 및 동작 외우기,

기록하기, 동작 보조하기, 물건 세팅 및 정리, 격려해주기)

출석 및

호명활동

« 화면을 본 후 인사 후 출석 및 호명 활동

하기

* 지도자 없이 호명활동 실시하기

- 전체 주목시킨 후 ‘차렷’, ‘인사’

- 출석부를 보고 호명할 인원 앞으로 이동하기

- 눈 맞춤 후 이름 부르기

- 반응을 보이면 박수치며 손뼉 마주치기

- 출석부에 참석 시 ‘O’, 불참시 ‘x’ 표기 하기

준비운동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손목 & 발목 돌리기 → 앉았다 일어나

기 → 허리 돌리기 → 어깨 돌리기 → 목 돌

리기

« 정적 스트레칭(10초간): 

   * 목 눌러주기(앞/뒤/좌/우) → 어깨 당

겨주기(앞/위) → 허리숙이기(앞/뒤/좌/우) 

→ 고관절 앉아서 눌러주기(좌/우) → 무릎

들어올리기 & 뒤로 젖히기(위/뒤) 젖히기 →

무릎 펴고 발목 잡기 (좌/우) → 손목&발목

스트레칭

- 부모님 앞에서 스트레칭 동작 시범 보이기

- 부모님이 정확한 동작으로 스트레칭 하도록 보조해주기

템포트레이닝

« 달리기 → 걷기 → 달리기 → 무릎 들어올

리기 → 달리기 → 엉덩이 뒤로 차기 → 달리

기 → 뒤로 걷기 → 달리기 → 런지

- 음악 속도에 맞추어 동작을 설명해주고, 시범을 보여주

기

- 부모님이 부정확한 동작으로 수행할 경우 정확한 동작으

로 수정해주기

- 응원 및 격려 독려해주기

체력활동

« 코어활동(1분동안 최대한으로 실시)

   1) 윗몸 일으키기(Sit up)

- 올바른 자세로 시범 보여주기

- (보조실시) 앉은 자세로 무릎과 다리를 고정시켜주며 보

조해주기 / 목표 수행을 위해 격려해주기

- 자신과 부모님의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 균형활동(30초간 버티기)

   1) 눈을 감고(뜨고) 양 발로 균형잡기

   2) 눈을 감고(뜨고)외 발로 균형잡기

- 넘어지지 않고 30초간 버티도록 시범보이기

- (보조실시) 부모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손가락 잡아주기

« 근력활동(상지)

   : 맨몸(3회) à 튜빙밴드(3회-낮은 강도)

1) 팔굽혀펴기

2) 양 팔 앞으로 들어올리기(Front raise)

- 정확한 동작으로 양 팔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리기 시범

보여주기 (맨몸 à 튜빙밴드 활용)

- (보조실시) 부모님의 뒤쪽에서 양 손목을 잡고 보조해주

기 / 목표 수행을 위해 격려해주기

- 자신과 부모님의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 근력활동(하지)

   : 맨몸 à 튜빙밴드(낮은 강도)

1) 스쿼트

- 정확한 동작으로 벽에 기대서 앉았다 일어나는 방법 설

명해주기

- (보조수행) 부모님의 앞쪽에서 손을 잡고 들어올려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마사지활동
« 양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 팔,

어깨, 목, 허리까지 지긋이 눌러주기

- 부모님 표정 보며 양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마사

지 해주기

정리운동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스트레칭 동작 정확하게 시범보이며 지도하기

- 부모님이 정확한 동작으로 스트레칭 하도록 보조해주기

정리인사

및 구호제창

« ‘청춘’을 외치고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인사하기

- 모두 집중을 유도한 후 ‘구호’ 외치며 인사하기

- 정리하기

<13~14주차 SMART 프로그램 실행하기 단계-비대면>



２９４

프로그램 활동 내용

보조코치 역할 수행

(동작 정확하게 수행하기, 활동 순서 및 동작 외우기,

기록하기, 동작 보조하기, 물건 세팅 및 정리, 격려해주기)

출석 및

호명활동
« 인사 후 출석 및 호명 활동하기

* 지도자의 보조를 받아 수행해보기

- 전체 주목시킨 후 ‘차렷’, ‘인사’

- 출석부를 보고 호명할 인원 앞으로 이동하기

- 눈 맞춤 후 이름 부르기

- 반응을 보이면 박수치며 손뼉 마주치기

- 출석부에 참석 시 ‘O’, 불참시 ‘x’ 표기하기

준비운동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손목 & 발목 돌리기 → 앉았다 일어나

기 → 허리 돌리기 → 어깨 돌리기 → 목 돌

리기

« 정적 스트레칭(10초간): 

   * 목 눌러주기(앞/뒤/좌/우) → 어깨 당

겨주기(앞/위) → 허리숙이기(앞/뒤/좌/우) 

→ 고관절 앉아서 눌러주기(좌/우) → 무릎

들어올리기 & 뒤로 젖히기(위/뒤) 젖히기 →

무릎 펴고 발목 잡기 (좌/우) → 손목&발목

스트레칭

- 정확한 동작으로 시범보이기

- 부정확한 동작으로 수행하는 지도자 동작 수정해주기

- 동작에 따라 숫자(구령) 크게 외치기

템포트레이닝

« 달리기 → 걷기 → 달리기 → 무릎 들어올

리기 → 달리기 → 엉덩이 뒤로 차기 → 달리

기 → 뒤로 걷기 → 달리기 → 런지

- 지도자가 틀어주는 음악 속도에 맞추어 수행하기

- (보조수행) 지도자의 틀린 동작을 보고 정확한 동작 알려

주기

체력활동

« 코어활동(1분동안 최대한으로 실시)

   2) 다리 들어 올리기(Leg-Raise)

- (직접수행) 바닥에 누워 보조자의 다리를 붙잡고 다리모

아 들어올리기

- (보조수행) 누워있는 상대방의 머리 쪽으로 올라가 서있

기 / 목표 수행을 위해 격려해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 균형활동

2) 눈을 감고(뜨고)외 발로 균형잡기

3) 앞꿈치와 뒤꿈치 붙히며 선 따라 걷기

- (직접수행) 넘어지지 않고 30초간 버티기

- (보조수행)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손 잡아주기

« 근력활동(상지)

: 맨몸 à 튜빙밴드(중간 강도)

3) 양 팔 옆으로 들어올리기(Lateral raise)

- (직접수행) 정확한 동작으로 양 팔 아래에서 옆으로 들어

올리기(맨몸 à 튜빙밴드 활용)

- (보조수행) 상대방의 뒤쪽에서 양 팔꿈치를 잡고 보조해

주기 / 목표 수행을 위해 격려해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 근력활동(하지)

  : 맨몸 à 튜빙밴드(중간 강도)

   2) 런지

- (직접수행) 제자리에서 왼발과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굽혀 앉기

- (보조수행) 상대방의 앞쪽에서 손을 잡고 들어올려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마사지활동
« 양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 팔,

어깨, 목, 허리까지 지긋이 눌러주기

- 부모님 표정 보며 양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마사

지 해주기

정리운동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지도자의 스트레칭 동작을 보며 정확하게 따라 수행

  하기

- 동작에 따라 숫자(구령) 크게 외치기

정리인사

및 구호제창

« ‘청춘’을 외치고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인사하기
- 지도자의 구령에 따라 ‘구호’ 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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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주차 SMART 프로그램 적용하기 단계-비대면>

프로그램 활동 내용

보조코치 역할 수행

(동작 정확하게 수행하기, 활동 순서 및 동작 외우기,

기록하기, 동작 보조하기, 물건 세팅 및 정리, 격려해주기)

출석 및

호명활동
« 인사 후 출석 및 호명 활동하기

* 지도자의 보조 없이 수행해보기

- 전체 주목시킨 후 ‘차렷’, ‘인사’

- 출석부를 보고 호명할 인원 앞으로 이동하기

- 눈 맞춤 후 이름 부르기

- 반응을 보이면 박수치며 손뼉 마주치기

- 출석부에 참석 시 ‘O’, 불참시 ‘x’ 표기하기

준비운동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정적 스트레칭(10초간): 

- 정확한 동작으로 시범보이기

- 부정확한 동작으로 수행하는 지도자 동작 수정해주기

- 동작에 따라 숫자(구령) 크게 외치기

템포트레이닝 « 템트레이닝

- 지도자가 틀어주는 음악 속도에 맞추어 수행하기

- (보조수행) 지도자의 틀린 동작을 보고 정확한 동작 알려

주기

체력활동

« 코어활동(1분동안 최대한으로 실시)

1) 윗몸 일으키기(Sit up)    

2) 다리 들어 올리기(Leg-Raise)

- (직접수행) 바닥에 누워 보조자의 다리를 붙잡고 다리모

아 들어올리기

- (보조수행) 누워있는 상대방의 머리 쪽으로 올라가 서있

기 / 목표 수행을 위해 격려해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 균형활동

5) 외 발로 점프하기

6) 외 발로 서서 물건 집기

7) 외 발로 앉았다 일어나기

- (직접수행) 넘어지지 않고 점프, 물건, 앉았다 일어나기

- (보조수행)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손 잡아주기

« 근력활동(상지)

: 맨몸 à 튜빙밴드(높은 강도)

4) 양 팔 위로 들어올리기(Shoulder press)

- (직접수행) 팔꿈치를 굽혔다 위로 밀어 올리기(맨몸 à

튜빙 밴드 활용)

- (보조수행) 상대방의 뒤쪽에서 양 팔꿈치를 잡고 보조해

주기 / 목표 수행을 위해 격려해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 근력활동(하지)

  : 맨몸 à 튜빙밴드(높은강도)

    1) 스쿼트 2) 런지

- (직접수행) 정확한 동작으로 벽에 기대서 앉았다 일어나

기

- (보조수행) 상대방의 앞쪽에서 손을 잡고 들어올려주기

- 자신과 상대방 수행 개수 check-list에 기록하기

마사지활동
« 양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 팔,

어깨, 목, 허리까지 지긋이 눌러주기

- 부모님 표정 보며 양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마사

지 해주기

정리운동 « 동적 스트레칭(8초간)
- 정확한 동작으로 시범보이기

- 부정확한 동작으로 수행하는 지도자 동작 수정해주기

정리인사

및 구호제창

« ‘청춘’을 외치고 ‘파이팅’ 구호를 외치며

인사하기
- 모두 집합시킨 후 ‘구호’ 외치도록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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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Physical Activity Program to Enhance Life Skill 

and Self-Determination Skill for the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Sang-hun Y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and factors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hysical activity program to enhance 

life skills and self-determination skills, which are essential 

elements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lead their

independent life.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omponent factors and the direction to develop the physical 

activity program to enhance life skills and self-determination skills 

of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econd, What is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program to enhance life skills and self-

determination skills? Third, what factors influence the enhancement 

of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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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utiliz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was 

conducted for 15 months, from August 2020 to December 2021. In 

the study, a total of 19 participants (8 parents of the adult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3 social workers working at a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5 adapted physical educator, and 3 

former and current special education teachers)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Meanwhile, the developed program was implemented 

by recruiting 12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etween the age 

of 18 and 30(those who are preparing for a job or are engaged in 

work) and their parents.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using open 

surveys, in-depth interview, observation records, video records, 

pictures, and field document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reswell (2015) spiral data analysis method. Triangulation, peer 

debriefing, and member check enhanced the integrity of the 

research, and the ethical approval for the research was granted.

The findings derived from the research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the needs of physical activity 

program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life skills and self-

determination skills, it was confirmed that interpersonal 

management, health management, self-selection and self-

determination, will and motivation are necessary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t was confirmed that opportunities for self-

direction, opportunities for role performance, and opportunities for 

success and achievement should be provided. The principles for the 

program was derived as content-level relevance, integrity, and 

continuity, and the method-level spontaneity and repeatability. The 

program ‘SMART’ means fast, clever, and witty in learning, 

understanding, judgment, and determination which are necessa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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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as an adult. 

In addition, the element appearing in the ecological curriculum for 

life skills suggested by Baek su-jin and Kim Jin-ho (2019) and the 

needs survey and development direction search derived from this 

study, as well as value of physical activity, were matched to create 

eight types of physical activities (calling name activity, warm-up 

exercises-static and dynamic stretching, tempo training, fitness 

activity, sports activity-modified golf, cool-down exercise, 

greeting and shouting slogan) were embodied. Finally, in order to 

manage the program effectively, it was divided into the program 

understanding stage, the program execution stage, and the program 

application stage.

Second,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able to enhance 

life skills and self-determination skills while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Life skill and self-determination skills are essential to 

living independently from the environment surrounding and 

individual.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kills and self-

determination skills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either 

independently or comprehensively. However, this study defined life 

skills and self-determination skills in terms of behavioral, cognitive, 

and affective (attitude) aspects through analysis of various previous 

studies. Because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act and practice on 

their own,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situation on their own, and 

do together and go together.

Third, as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life skills and self-

determination skill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re 

were the environment constituting the program, the contents of the 

program, leaders, colleagues, and people around the fami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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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factors of the program were the space where you 

could meet colleagues with similar function skills, educational 

materials that stimulate interest, and the class mood that was 

respecte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goal implementation activity, calling name activity had a 

great influence as the program content factor.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life skills and self-determination skills were 

effectively enhanced by the leaders who induced exemplary 

attitudes and behaviors, parents as strategist who induced active 

participation, and colleagues as helpers for growth.

The comprehensive discus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study was able to enhance life skills and 

self-determination skills in an integrated way through physical 

activities developed through the demands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econd, this study 

induced active participation by transferring the initiative of the 

program to the participants, learning the difficulties they faced, and 

applying the learned contents. This reveals the characteristic of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which confirmed that active 

participation leads effectively. Third,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physical activity for life skills and self-determination 

skills education.

Finally, suggestions for field practice are as follows. First, leaders 

in the field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need not only a functional skills approach, but 

also a chance in the perception of leaders who can enhance life 

skills and self-determination skills so that they can lead 

independent lives. Second, in order to enhance life skills and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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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skills, it is necessary to plan and manage the program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role of a leader but also the influence 

of parents and colleagues.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he changes in behavior, cognition, and 

attitude of life skills and self-determination skills made through this 

study have long-term effects on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he life skills and self-

determination skills that appeared after the program transfers to 

daily life. Finally, based on the effect of the physical activity 

program implemented in this study, research is needed to 

implement and evaluate this progra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econdary schools within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at the 

national level. 

Keywords :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Life skill, Self-

determination skill, Physical activity program

Student Number : 2017-3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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