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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통합학  유아의 변화에 한 참여 찰 연구

1)강희연(姜喜蓮)*

이 연구는 제도적으로 마련된 통합교육 환경 속에서 장애유아와 일반유아가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변화
하는지 그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소
재의 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매주 1회 총 60회 이상에 걸쳐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유아는 일반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 것을 욕망하고 실행하며 점차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일반유아는 장애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인식을 부단히 발전
시켜 다름을 차별보다 차이로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유아통합에 대한 두 가지 
교육적 의미를 시사한다. 첫째로, 장애유아를 위한 통합교육은 욕망의 중층성에 대한 이해와 탈중심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일반유아의 장애인식 전환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맥락을 통해 자연
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 주요어 : 통합학 , 장애유아, 일반유아

Ⅰ. 들어가며

20세기 후반 들어 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사회문화  환경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탈

근  시 정신을 배경으로, 그 동안 주변부로 려났던 여성, 아동, 노인, 빈민 계층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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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애인 등의 소수집단에 한 심과 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1980년  들어 미국은 

사회문제에 한 개입 략으로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반편견교육(antibias 

curriculum), 그리고 그에 기 한 반장애주의(anti-handicappism) 통합교육 등을 시도해 왔다. 

그리고 이미 1975년에 장애아교육법에서 장애아동을 ‘최소한의 제한 인 환경’에 배치해야 

한다는 원리를 채택하고 완 통합의 환경을 최 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추세

는 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을 면 개정․공포하면서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본격

으로 실시하 다. 그리고 1997년 재개정을 거치면서 장애유아의 조기발견과 교육시설의 확

충 등을 명시하고 통합교육 요구에 극 으로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06년 재 여

성가족부에 따르면, 장애아 통합시설 수는 626개로 통합시 교사  유아비율이 1:3으로 운

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 비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의 범주도 국고 지원 시설에서 차 민

간 보육 시설로 확 하고 있다. 교육인 자원부도 2006년 재 1,013개 유치원에서 통합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비지원과 특수 교육 보조원  편의 시설 확충을 늘려가고 있다. 

많은 문가와 장애유아 부모들은 장애유아의 궁극 인 사회통합을 하여, 가능하면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Cook, Tessier, & Klein, 2000). Vygotsky(1993)에 

따르면, 아동발달에서 장애로 인한 가장 해로운 결과는 장애 그 자체라기보다 사회  상호작용

에 충분히 참여할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런 담론의 향으로 최근에는 성인(원

장, 교사, 부모)을 상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묻는 신 효과 인 통합교육을 한 략과 로

그램 개발로 연구의 심이 집 되고 있다. 이것은 통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해 장애유아 

는 일반유아를 비시키는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  장애유아를 상으로 한 연구는, 

일반유아를 기 으로 장애유아의 행동 특성을 밝힌 연구(갈 미, 2004; 정정희․김유정, 2003)와 

응기술 진 연구(김미숙, 2000; 조안나, 1999; 조윤경․이소 , 2002)가 있다. 특히, 통합환경

에서 장애유아와 일반유아의 상호작용을 살핀 연구들은 주로 일반유아에 비해 장애유아의 능력

이 여러 차원에서 부족하다고 보고하 다. 컨 , 조윤경과 이소 (2001)은 장애유아들은 단독 

행동과 비참여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참여하는 활동의 수 은 낮았다고 보고하 다. 

한 흥미 역별 장애유아의 놀이형태  사회  행동을 조사한 강경숙(2002)이나 운동능력별로 

장애유아와 일반유아를 비교한 김 리(2004)의 연구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요컨 , 장애유아의 

놀이 행동, 사회  행동 그리고 운동 능력은 일반유아보다 부정 인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그

런데 일반유아를 기 으로 삼아 장애유아를 비교하는 으로는 통합환경 속에서 장애유아와 

일반유아의 존재론  만남이 어떻게 가능한지 서로 다른 이해의 지평이 어떻게 융합되는지 드

러내기 어렵다. 한편, 일반유아를 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장애유아에 한 수용을 진시키기 

한 것으로 심이 집 되어 있다. 컨 , 반편견 동화에 기 한 문학 활동(유수옥, 200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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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극 놀이 활동(최세민, 1999)  흥미 역별 교재 활용(유수옥․이 순, 1999)의 효과를 검증

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이 통합교육의 당사자이면서도 그 동안 연구 상에서 소외되었던 유

아를 살핀 은 고무 이다. 그러나 련 연구의 부분이 유아를 정작 통합의 주체로 인식하지

는 못하 다. 이와 같은 근은 결국 문가가 에서 부여한 통합 환경 속에서 유아 개인의 삶

이 어떻게 진행되고 연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획득한 능력과 동기가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

하지 않은 채 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입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로그램이 투입된 기

간은 개 7, 8주 내외로 비교  짧아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짐작하기가 어렵다. 한 

실험 상황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개

념을 맥락과 분리하고 조작 으로 단순화하 기에 장애통합이 과연 어떤 조건 속에서 가능한지 

알 수 없다.

이 연구는 장애통합교육을 각각의 분리된 변인들 속에서 악하는 단차원 이고 직선 인 

한계에서 벗어나 그 다양한 층 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기 해 장애통합교육이 이루어지

는 자연스러운 생활세계 내에서, 장애유아와 일반유아가 구성해내는 통합은 무엇인지 참여

찰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제도 으로 마련된 통합학  내에서 장애유아와 일

반유아가 계 맺고 변화하는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장애통합교육이 우리에게 시사

하는 과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한 연구문제를 질문 형태로 정리하여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유아는 일반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가?

2. 일반유아는 장애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가? 

3. 장애유아통합이 주는 교육  의미는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2004년 3월 처음 연구를 시작할 당시 행복시립푸른어린이집 통합학  하늘반에는 세 명의 

장애유아가 있었다.1) 이들은 정찬수, 민지수, 이 지로 모두 병원에서 ‘정신지체3 ’의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 다음 해인 2005년이 되자 정찬수가 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새로운 장

애유아 두 명이 재편성된 통합학  은하반으로 들어온다. 이와 같은 연구 장의 변화에 따

1) 이하 모든 지명과 이름은 가명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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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명 이름 장애진단 연령 성별 재원경험 통합경험입학년도 재원기간
하늘반

(만 4세)
정찬수 정신지체3급 만 6세 남   2002년 2년 2년
민지수 정신지체3급 만 4세 남   2003년 1년 1년
이예지 정신지체3급 만 4세 여   2004년 - -  

은하반
(만 5세)

민지수 정신지체3급 만 5세 남   2003년 2년 2년
이예지 정신지체3급 만 5세 여   2004년 1년 1년
박성주 뇌병변1급 만 5세 남   2005년 - -
김호수 뇌병변1급 만 6세 남   2005년 - -

<표 1> 푸른어린이집 통합학 의 장애유아

반명 연령 성별 통합경험 총인원
하늘반 만 4세 남아  9명 - 17여아  8명 -

은하반
만 5세 남아 11명 만 1년(6명)

20명  -   (5명)
여아  9명 만 1년(5명)

  -   (4명)

<표 2> 푸른어린이집 통합학 의 일반유아

라 연구에 참여한 장애유아는 정찬수, 민지수, 이 지, 박성주, 그리고 김호수 총 다섯 명이

다. 다음 <표 1>에서 이들에 한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섯 명의 연구 참여자는 ‘정신지체3 ’과 ‘뇌병변1 ’ 두 유

형의 장애를 가진 유아들이다. 그러나 장애 등 화와 그 기 은 체로 넓게 용되기 때문

에 같은 정신지체3 과 뇌병변1 이라도 개인에 따라 히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좀 

더 구체 으로 언 하면 다음과 같다. 찬수는 시신경과 근육조 상의 문제를 동반한 정신지

체3 장애아다. 지는 찬수처럼 다른 복 장애는 없지만 심한 자폐  성향을 갖고 있다. 

이 둘에 비해 상 으로 장애가 덜 심각한 지수는 일반유아에게 많은 심을 보이며 다가

간다. 한편 뇌병변1 장애의 성주는 신체 움직임이 매우 불편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추신

경계의 손상으로 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만 2세 정도의 낮은 지능을 갖고 있다. 그 기 때

문에 간단한 지시어는 알아듣지만 발성할 수 있는 단어는 거의 하나도 없다. 같은 장애 진

단을 받았지만 호수는 성주와 좀 다르다. 비록 어 하지만 두 세 단어를 연결해 간단한 문

장을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걸음이 으로 흐르기는 하지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음은 이들을 심으로 상호작용 한 일반유아에 한 정보이다.

푸른어린이집의 장애통합교육은 만 4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표 2>에 제시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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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하늘반 유아들의 통합경험은 없는 상태이다. 한편 일 년 후에는 통합을 경험한 하늘반 

유아 11명(남아 6명, 여아 5명)과 통합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학  바다반의 유아 9명(남아 5

명, 여아 4명)이 합쳐져 새로운 통합학 의 구성원이 된다. 

2. '푸른어린이집'의 장애통합 환경
경기도 행복시 공단지역 인근에 치한 시립푸른어린이집은 1989년 11월 새마을유아원으

로 개원하 다.2) 그 후 1999년 1월부터 희망 학이 행복시로부터 리어린이집을 탁받아 

계속 운 하고 있다. 어린이집이 치한 원동은 행복시에서도 소득 계층이 주로 집해 

있는 지역이다. 부분 맞벌이 가정이 많으며, 어린이집 주변에는 5층 이하의 오래되고 허름

한 다세  주택들이 부분이다. 이와 같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된 리어린이집은 

정부 인건비 보조 45%와 아이들 보육료로 운 되는 비 리기 이다. 그리고 보호자의 경제

,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사회 발 에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 그 동안 렴한 

보육료와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왔다. 컨 , 푸른어린이집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경기도 교재교구 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국 보육시설인증 시범 용 평가에서 

일곱 개 역 모두 최고 수를 획득한 경력도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힌 커다란 수막을 담벼락에 붙여 홍보하기도 했다. 이것은 일반유아의 부모가 장애통합 

찬성 여부를 떠나 자녀를 푸른어린이집에 보내려는 강한 동기로 작용한다. 장애유아 통합교

육은 1999년 행복시가 푸른어린이집을 장애아통합교육기 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재 어린이집에는 총 일곱 학 이 운 되고 있는데 그  두 반이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 비

록 운 하는 통합학 의 수는 지만 장애아통합교육에 한 열의는 남다르다. 장애통합교

육기 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그나마 완  통합학 이 ‘하늘반’ 한 반뿐이었다. 다른 한 반은 

장애유아 네 명만으로 구성된 ‘ 리반’이 일반학 인 ‘은하반’에 부분통합 되는 형태로 운

되었다. 그러나 부분통합은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단한 원장이 장애아 부모의 의견을 수

렴하여 완 통합학 인 ‘은하반’을 운 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보고서는 법 으로 인가된 

학  편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  차를 한 ‘ 리반’은 여 히 존재하는 

실정이다. 그와 같은 열의는 장애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기 한 방향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사들은 각종 장애통합 연수 로그램에 극 으로 참

여한다. 한 그것에 그치지 않고 원장을 심으로 정기 으로 원내 연수도 실시한다. 그리

고 모든 학습활동과 행사에 장애유아를 모두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와 련된 

2) 이하 모든 지명과 이름은 가명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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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의 부담도 장애아 부모에게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따른다. 한 희망

학 유아교육과와 여러 로그램을 공유하여 부모들로부터 어린이집에 한 강한 신뢰를 얻

고 있다. 

3. 자료수집과 분석
이 연구의 목 은 장애통합학  유아의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 그것이 시사하는 교육  

의미를 고찰 하는 데 있다. 이를 해 장애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의 한 유

아교육기 인 푸른어린이집을 선정하여 2004년 3월 16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약 16개

월 동안 매주 1회씩 60회 이상에 걸쳐 참여 찰을 실시하 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아들

의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들의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수동  

참여 찰자(Spradley, 1980)의 태도를 취하 다.3) 매회 찰은 개 오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유아들이 등원해서 귀가하는 하루 일과 내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유아들의 평범

한 일상뿐만 아니라 장 견학, 공연 람, 소풍, 운동회, 여름 캠 , 부모참여수업 등 각종 

행사도 포함된다. 찰 의 교육 활동 내용과 유아들의 행동, 언어, 표정  몸짓 등은 디

지털 캠코더와 카메라로 녹화하 다. 찰이 끝난 후에는 그 날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나 주

제에 한 느낌을 은 장일지를 기록했다. 그리고 참여 찰하면서 기록한 장약기, 장 

일지 그리고 비디오 내용을 참고하여 장노트로 사했다. 

한 장애유아에 한 일반유아․교사․부모의 인식과 태도를 보다 분명히 악하고, 참

여 찰 내용에 한 연구자의 이해나 해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하여 교사, 원장 그리고 부

모와 심층면담을 하 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인 유아들 특히, 장애유아는 그들의 발달과 장

애의 특성상 심층면담에 어려운 이 많았다. 따라서 유아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행동한 상황에 근거한 면담이 더 합하 다. 근 방식에 차이가 있었지만 면담 내용은 제

보자의 양해 하에 녹음기(MP3 recorder)로 기록하 다. 그리고 그 기록을 사한 후에 참여

찰에서 얻은 자료와 함께 해석을 한 기  자료로 사용하 다. 이와 같은 참여 찰과 면

담 이외에도, 푸른어린이집의 교육계획안, 장애 련 부모교육자료, 가정통신문, 알림장, 교사

들의 찰일지, 유아들의 활동물 등의 문서자료도 함께 수집하 다. 

3) Spradley(1980)는 개입 정도에 따라 참여의 유형을 비참여, 수동 , 보통, 능동 , 완 으로 구분하 다. 그 

 수동  참여란 기본 으로 장에 있기는 하되 깊이 련을 맺기보다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찰하고 

기록하는 데 심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수동  참여로부터 좀 더 개입해 들어갈 수도 

있다. 그에 따라 나는 장애통합학 에서 유아들의 일상을 찰하고 기록하는데 연구자로 인한 향을 최소

화하기 해 ‘배회자’의 역할을 취했지만 때에 따라 유아들이 청하는 도움을 제공하거나 교사가 부탁한 일

을 처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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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이 다 끝나야만 분석에 들어가는 양  연구와 달리 질  연구는 자료 수집과 동

시에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연구를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자료가 

어느 정도 수집되면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자료 수집을 확 하고 심화하는 일

종의 나선형  순환구조를 따랐다. 컨 , 먼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유아, 그 상이 된 

유아, 행동이 일어난 상황, 찰된 시작 행동과 반응 행동, 그 행동의 의미별로 유목화 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장애유아 각각에 한 행동 특징과 그에 한 일반유아의 반응 목록 그리

고 일반유아 각 개인이 다섯 명의 장애유아에게 보인 행동과 그에 한 장애유아의 반응 목

록을 얻었다. 그리고 분석 진행 과정에 따라, Strauss(1987)가 제시한 개방형 코딩(open 

coding), 추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을 하 다. 구체 으로, 분

석 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카테고리들을 설정, 검토하는 개방 코딩을 하 다. 그 다음으

로, 카테고리 하나하나를 심축에 놓고 자료들과 다른 카테고리들을 수렴시켜 검토하는 

추  코딩을 하 다. 최종 으로, 지 까지 검토한 모든 카테고리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

리하고 그 체계에 따라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코딩하는 선택  코딩을 하 다. 그 과정

에서 새로운 범주가 등장하기도 하고, 각각의 범주에 포함되었던 항목이 삭제되기도 하 다. 

한 하  항목을 포 할 수 있는 큰 유목들을 다시 범주화하고 련된 교육  의미를 추출

하 다.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서술  묘사 외에도 통계 로그램(SAS 8.0)을 

이용한 빈도 분석표와 그래 를 활용하 다. 그리고 비교, 조, 주제, 비유 등을 발견하고 

구성하는 것을 통해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 다. 끝으로 결론을 검증하기 해서, 반 사례를 

찾아보았고 장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해서 결론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Ⅲ. 장애통합학급 유아의 변화

통합학 에 배치되고 두세 달이 지나자 유아들은 처음과 조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다.4) 그 변화의 양상은 장애유아와 일반유아 간의 부딪힘과 통함이 오고 갈수록 더욱 뚜렷

하게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먼  장애유아의 변화를 그리고 일반유아의 변화를 반  차

원과 집단유형별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4) 김 철(1999)에 따르면, 질  연구의 쓰기는 독자를 지면으로 하기 한 배려가 요하다. 특히, 그는 

독자들의 심과 몰입을 이끌어내기 하여 다양한 방식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며, ‘ 기  소설과 체험  일

기’, ‘소설  스타일’, ‘에스노포에틱스’ 그리고 ‘심층 묘사’를 제시하 다. 이런 맥락에서 본 원고는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직 ’ 는 ‘생생하게’ 체험하는 데 도움을 주기 해 재형도 사용함을 밝힌다. 이와 같은 

근은 Denzin(1994), Wolcott(1994), 유혜령(1999) 등 국내외 많은 질  연구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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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유아의 변화 
찰 기에 나는 장애유아가 일반유아를 ‘보는 것’에 심을 갖지 않았다.5) 일반유아의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장애유아가 그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려니 하고 그냥 지나

쳤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것은 여러 상황 속에서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장애유아의 일반유아 보기는 그들의 수동성을 드러내는 표  행동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능동  지향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보는 행동은 일종의 가능성의 지표

이다.

1) 반  변화 

 (1) 보기의 단계별 의미: “하고 싶다”에서 “하자”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것’과 다르다. ‘보는’ 것은 선택이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이 아니라 우리들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인다’는 말과 달리, ‘보는’ 것에는 

보려고 하는 능동 인 행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장애유아가 일반유아를 ‘보는’ 것은 선택

이며 그것은 상황에 따라 조 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6) 

장애유아는 도움이 필요할 때, 서운할 때, 공감 할 때와 같이 ‘자신을 알리기 해서’ 일반

유아를 본다. 한 상 방의 기분과 의도를 살피기 해서와 같이 ‘타자를 알기 해서’도 

본다. 그리고 일반유아가 하고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에도 본다. 다음 <사례 1>은 일

반유아가 하는 것을 자신도 ‘하고 싶어 하는 장애유아의 보기’에 한 내용이다.7) 

5) 연구자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생생하게 달하기 해서 Wolcott(1990)가 제시한 로 일인칭 화법(in 

the first person)으로 논문을 기술한다. 질  연구에서 연구자는 ‘그들의 이야기에 한 나의 이야기’를 기

술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연구자 자신의 성찰과 입장, 상상력은 매우 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에

서 객 화 는 객체화 되어서는 안 되며 체험의 주  주체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Spladley(1979), Denzin(1989), 조용환(1999), 유혜령(1999)의 여러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6) 그 주요 지표들로 ‘쳐다보기’, ‘지켜보기’, ‘깊이(게) 보기’, ‘가까이 보기’가 있다. 이  ‘쳐다보기’와 ‘지켜보

기’는 ‘의식의 지향성을 강조하는 보기( 어의 ’look‘과 같은 의미)’로 ‘깊이(게) 보기’와 ‘가까이 보기’는 ‘앎

과 이해를 한 보기( 어의 ’see'와 같은 의미)로 묶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보기들은 다시 ‘집

성’과 ‘지속성’에 따라 나  수 있었다. ‘지켜보기’는 ‘쳐다보기’보다 더 긴 시간동안 보는 것이다. 그리고 동

시에 더 자세히 집 해서 보는 것이다. 한 유아들은 무엇을 알기 해서 그리고 이해하기 해서 가까이 

가서 보고 들여다본다. 여기서 ‘가까이 보기’는 잘 알기 해 내 몸을 낮추거나 다가가서 집 해서 본다는 

의미다. 한 ‘깊이(게) 보기’는 그보다 더 집 해서 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기는 상황에 따

라 두 가지 보기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 다. 이를테면, 교실을 둘러보던 장애유아의 시선이 한 곳에 집

된다. 그것은 의식이 드러나는 행 이다. 그런데 장애유아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지면 스스로 몸을 

움직여 다가간다. 그리고 쳐다본다. 이것이 바로 ‘가까이 가서 쳐다보기’이다. 

7) 연구 참여자인 다섯 명의 장애유아 지수, 찬수, 지, 성주 그리고 호수의 이름은 일반유아와의 구분을 

하여 앞으로 씨체를 진하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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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서는 블록 역의 카펫 바닥에 워 몸을 좌우로 데굴데굴 반복해서 구른다. 블록을 가지고 놀

던 는 그런 민서를 쳐다본다. 그리고 민서의 구르기에 박자를 맞춰 민서가 오른쪽으로 구르면 

민서의 몸을 뛰어넘어 왼쪽으로, 민서가 왼쪽으로 구르면 다시 오른쪽으로 뛰어넘는다. 마치 그 둘

은 태국의 뱀부 스를 추기라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와 민서는 배를 잡고 깔깔깔 웃

는다. 그들과  여섯 발자국 떨어져 섰던 지수는 입을 벙  벌리고 웃으면서 민서와 를 쳐다

본다. 잠시도 을 떼지 않고 주의 깊게 지켜보던 지수의 엉덩이가 조 씩 들썩거린다. 그러다가 

가 민서를 뛰어 넘는 순간 자기도 처럼 무릎을 굽히고 몸을 앞으로 숙인다. 이제 지수는 민

서의 발끝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조  보다 몸을 더 둥 게 구부리더니 손을 허리춤에 갖다 

다. 기다린다. 그러나 민서가 바로 앞까지 굴러온 순간, 지수는 그만 멈칫거리다 박자를 놓친다. 다

시 기다린다. 이번에도 놓치고 만다. 그런 기다림과 멈칫거림이 몇 번 더 반복된다. 그러다 지수는 

마침내 휘익 몸을 날린다. 지수의 는 의 것처럼 완벽하지 않다. 민서를 뛰어 넘었다기보다

는 마치 미끄러지듯 그 을 빠르게 비껴간 것 같다. 그러나 지수의 은 이미 힘이 풀려 가늘어지

고 입은 귀에 걸려 얼굴 가득 미소가 퍼진다.(2004/7/13)

음성언어 구사가 어려운 장애유아에게 그 의도를 알기 해 “왜 그 게 한 거니?”라고 묻

는 건 좋은 방법이 못된다. 따라서 그 행 가 일어난 상황에 근거한 연구자의 추측과 해석

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추측과 해석은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행 에 근거함

으로써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8) <사례 1>에 한 나의 추측과 해석은 이 다. 늘 일반유아

를 향해 있는 지수의 시선 속으로 이번에는 민서와 가 들어온다. “참 재미있어 보인다.”

고 느끼는 순간 그 시선은 하늘반의 그 구도 아닌 민서와 에게 고정된다. 그리고 

게 재미있는 걸 ‘나도 해 봤으면’하고 느낀다. 그것을 욕망한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들 가까이로 다가간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다. ‘가까이 가서 지켜보는’ 것은 처음 

시선을 두는 것과 그 도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아, 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나도 

할 수 있을까? 혹시 다치지 않을까? 할까 말까?” 망설인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몸을 움직인

다. “…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는 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의 다른 장

애유아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우선 그 반  특징을 살펴보자.

8) 이런 연구자의 추측과 해석은 상당히 ‘주 ’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런데 조용환(1999)에 따르면, ‘주

’이라는 말은 ‘사 ’ 는 ‘개인 ’이라는 말과 다르며 ‘비체계 ’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구자 

개인의 주 성은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와 긴 한 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질  연구는 그 속

성상 주 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연구자의 ‘해석  순환’ 즉, ‘자기 성찰’을 강조한다. 

Geertz(1988)도 연구자의 주 성을 용인하며 모든 상이 결국 “내가 본 것(I-witnessing)"임을 강조하면서 

연구자의 ‘자기-성찰(self-reflection)’을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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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의 내용 보기의 의미 표현행동-경험정서

‘나도 하고 싶다’ 욕망 느끼기 시선고정-호기심
⇩  

‘어떻게 하는 걸까?’ 어깨너머로 배우기  깊게 보기-집중
⇩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확인하기  작은 몸짓과 주춤거림-망설임
⇩  

‘하자!’ 본 것을 따라하기 같이 따라하기, 역할구성, 지연모방-기쁨
[그림 1] 일반유아가 하는 것 보기의 내용과 의미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유아의 ‘일반유아가 하는 것’ 보기는 네 단계로 이루어

진다. 진행 방향은 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어깨 머로 배우기’, ‘가능성의 

확인’ 그리고 ‘본 것을 따라하기’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는 독립 으로 어느 한 단계에서 멈

출 수도 있고 이 의 성취 경험 정도나 활동의 난이도에 따라 간 단계의 표  없이 곧바

로 ‘하고 싶다’에서 ‘하자’로 이행될 수도 있다.  각 단계에는 이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

다. 컨 , ‘하자’에는 앞의 세 단계인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 ‘할 수 있을지 

망설이기’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일반유아들도 다른 아이가 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들의 

보기는 거의 보는 동시에 ‘하자’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일반유아는 그 진행속도가 장애유

아보다 빠르다. 

구체 으로 살펴보자. 장애유아가 일반유아를 쳐다보고 ‘나도 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되면 

시선은 그 아이를 향해 고정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가까이 다가가서 지켜본다. 

이 때의 보기는 일종의 찰학습인 셈이다.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나름

로 자기 수 에서 가늠하는데, 몸을 약간 들썩인다든가 꼼지락거린다든가 주춤거리는 행동

들을 보인다. 마지막은 실제 시도해 보는 ‘하자’의 단계다. 이 때 장애유아는 일반유아가 한 

것을 보고 따라하는데 가끔 일반유아를 다시 쳐다보고 참조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 행동 유형이 있다. 첫째, 장애유아가 일반유아를 보고 즉시 그 로 따라하는 것이다. 물

론 일반유아와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 로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둘째,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역할로 참여하는 ‘역할구성’이다. 이것은 놀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타는 

것으로 그 로 ‘따라하기’ 보다 더 창의 인 ‘하자’의 형태이다. 셋째, 시간이 흐른 후 이 에 

본 것을 따라하는 ‘지연모방’이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흐른 후 따라한 ‘지연모방’이 재 진

행 인 놀이의 흐름에 합하다면 그것은 ‘역할구성’이 된다. 그것은 상황정의 혹은 역할정

의에서 일반유아와 차이가 있는 장애유아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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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나도 하고 싶다 1 6 13 5 2 1 　 3 2 4 8 7 3 　 4 4

어떻게 하는 걸까 　 4 7 1 1 3 2 　 1 　 1 2 5 12 5 17
할 수 있을까 　 　 1 1 　 1 　 　 　 　 1 2 3 5 　 　

하자 　 4 6 3 3 1 2 3 2 2 6 4 6 11 5 12
합계 1 14 27 10 6 6 4 6 5 6 16 15 17 28 14 33

　 04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나도 하고 싶다 100% 43% 48% 50% 33% 17% 　 50% 40% 67% 50% 47% 18% 　 29% 12%

어떻게 하는 걸까 　 29% 26% 10% 17% 50% 50% 　 20% 　 6% 13% 29% 43% 36% 52%
할 수 있을까 　 　 4% 10% 　 17% 　 　 　 　 6% 13% 18% 18% 　 　

하자 　 29% 22% 30% 50% 17% 50% 50% 40% 33% 38% 27% 35% 39% 36% 36%

<표 3> 일반유아가 하는 것 보기의 빈도

0 %

2 0%

4 0%

6 0%

8 0%

1 0 0 %

04년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하고싶다 배우기 망설임 하자

[그림 2] 일반유아가 하는 것 보기의 변화

 (2) 반  변화의 양상

통합학  기에 장애유아의 일반유아 보기는 앞서 언 한 네 단계가 모두 포함되어 나타

났다. 그런 변화 추이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해 통계 로그램 SAS 8.0으로 보기의 단계

별 그리고 시기별 빈도와 비율을 구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 결과  <표 2>와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찰 기인 2004년 3, 4월과 5월까지는 비

슷한 비율 구성을 보인다. 즉, ‘나도 하고 싶다’가 가장 높고 ‘어떻게 하는 걸까?’와 ‘하자’는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그  ‘할 수 있을까?’는 가장 게 나타난다. ‘할 수 있을까?’의 비율

이 상 으로 낮고 이후의 변화과정에서 자주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의미는 크다. 해

석하건 , 망설임의 단계에서 장애유아는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주의 깊게 보고 

배웠지만 막상 하기에는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주춤거린다. 그 망설임은 작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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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선 고정과 같은 몸짓을 통해 표 된다. 장애유아는 이런 망설임을 거쳐 ‘하자’의 단계

를 성취하면 더 크게 기뻐한다. 그 기쁨은 얼굴 가득 미소가 퍼진다거나 몸을 들썩거리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한 이와 같은 경험은 ‘나도 하고 싶다’에서 ‘하자’로의 진행을 가

속시킨다. 그 근거로 [그림 2]를 보면, 1학기가 끝나갈 무렵인 7월에는 ‘나도 하고 싶다’보다 

‘하자’가 더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고 해서 ‘나도 하고 싶다’는 욕망

을 덜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미 앞에서 언 한 것처럼, ‘하자’ 안에는 이미 앞의 세 단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 히 ‘나도 하고 싶다’는 출 율에서 그 어떤 단계보다 우 를 차지

한다. 여기에서 요한 것은 장애유아의 보기가 단지 ‘나도 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는 데

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신체를 통해 재 된다는 데 있다. 그것은 그 로 따라하기, 상황에 

합한 역할구성, 지연모방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장애유아가 일반유

아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고 싶다’는 욕망을 실행해내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2004년 12월 말 장애통합학 인 하늘반이 일반학  바다반과 합쳐져 만 5세 장

애통합학 인 은하반이 되자 장애유아의 일반유아 보기는 다시 년도의 학기 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 1>과 [그림 2]의 2005년 1월 자료를 보면, ‘나도 하고 싶다’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하자’는 그 다음으로 높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걸까?’와 ‘할 수 있을까?’

는 비슷한 구성비율을 보인다. 그 이유는 장애통합학  하늘반에 일어난 여러 변화와 계

가 있다. 첫째로, 학  재편성에 따라 하늘반 아이들과 바다반 아이들이 새롭게 만나고 길들

이기를 시작한다. 둘째로, 연구 참여자인 장애유아의 변화도 있다. 세 명의 장애유아  찬

수는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등학교에 진학한다. 신 새로운 장애유아 성주와 호수가 은하

반에 들어온다. 셋째로,  담임인 한교사와 이교사 신 박교사와 김교사가 새 담임교사

가 된다. 넷째로, 교실 치가 1층에서 2층으로 새롭게 바 고 공간과 놀이감의 배치도 달라

진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유아에게 실로 엄청난 것들이며, 낯선 얼굴과 새로운 상황에 다시 

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 셈이다. 장애유아들은 변화된 환경과 얼굴들 그리고 그들

이 하는 것들을 호기심 어린 으로 쳐다본다. 따라서 그 어떤 것보다 ‘나도 하고 싶다’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림 2]를 보면, ‘나도 하고 싶다’보다 ‘하자’가 더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년도와 

다르다. 년도에는 7월에서야 나타났는데 일년 후에는 더 앞당겨져 4, 5월에 나타난다. 그

리고 년과 달리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의 비율이 히 높게 나타난다. 그 원인으로 푸

른 어린이집의 지역  특성과 그에 따른 부모의 요구를 들 수 있다. 이제 만 5세가 된 은하

반 아이들은 다음 해에 등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개 어른들은 아이들을 그 다음 단계에 

맞추어 가르치려든다. 그래서 등학교에 들어갈 아이들은 미리 읽기․쓰기․셈하기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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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반유아 쳐다보기가 일어난 상황

야 한다. 특히, 푸른어린이집이 치한 지역은 소득계층 집지역으로 생계형 맞벌이 가정

이 많다. 장시간 집을 비우고 피곤에 지쳐 늦은 밤에 귀가한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과 수를 가르치기 어렵다고 걱정한다. 그들은 이런 불안감을 학기 에 실시한 부모 상담

이나 교육요구조사서를 통해 알린다. 그리고 원에서 직  한 과 셈하기 지도에 힘써 달라

고 요청한다. 그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해 은하반의 박교사는 아  하루 일과 속에 학

습지 시간을 정해 놓는다. 그리고 은하반 모든 유아들에게 각자의 이름이 힌 학습지를 하

루에 세 장씩 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도 읽기․쓰기․셈하기와 련

된 활동 학습지를 많이 활용한다. 그에 따라 은하반 아이들에게 이제 읽기․쓰기․셈하기는 

요한 활동이 된다. 그러니 일반유아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장애유아도 그 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장애유아는 능력의 한계로 ‘하자’까지 연결시키지 못하고 주의 깊게 보는 

데서 멈춘다. 

그 다면 장애유아의 일반유아 보기는 어떤 상황에서 잘 일어날까? 다음 [그림 3]은 장애

유아의 일반유아 보기를 상황별로 빈도 낸 결과이다.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유아의 일반유아 쳐다보기는 매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쳐다보기가 많이 일어난 상황은 자유선택놀이 활동의 역할 역과 블

록 역 그리고 바깥놀이와 실내놀이실이다. 그 네 유형의 놀이는 일반유아가 가장 선호하는 

놀이이기도 하다. Lacan이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타자가 욕망하

는 것을 욕망한다(강 안, 2001). 일반유아는 장애유아의 욕망을 일으키고 장애유아는 일반유

아의 욕망을 추구한다.

이상의 내용들은 장애유아의 쳐다보기가 반 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밝히고 있다. 이

제 각 장애유아가 자신의 한계인 장애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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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유형별 변화 

에서 언 했듯이, 장애유아는 일반유아가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욕망한다. 그리고 실행

한다. 지 부터 장애유아 각자가 통합학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결합시켜 

나가는지 장애유형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먼 , 다음 두 가지 기 으로 통합학  장애유아 다섯 명을 나  수 있다. 첫째로, 장애유

아의 자폐  성향 유무이다. 자폐  성향이 있는 장애유아는 그 지 않은 유아보다 일반유

아에게 더 다가가지 않고 일반유아가 다가오더라도 별 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

째로, 신체장애 유무다. 자폐  성향이 없더라도 신체  장애가 있어서 자기 마음 로 이동

하거나 움직이기 불편하다면 일반유아에게 다가가기가 좀 더 어렵거나 본 것을 따라하기 힘

들다. 그 기 에 따라 다섯 명의 장애유아는 ‘자폐  성향이 있는 발달장애아’, ‘자폐  성향

이 없는 발달장애아’ 그리고 ‘자폐  성향이 없는 신체장애아’로 분류된다.9) 

 (1) 자폐  성향의 발달장애아: ‘찬수’와 ‘ 지’

찬수의 시선은 주로 일반유아를 향해 있지 않다. 그 다고 찬수가 일반유아를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신경의 문제로 찬수가 보고 있다는 것을 다만 알기 어려울 뿐이다. 찬수가 

보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일반 으로 사람들은 보려는 상을 향해 시선을 보낸

다. 그러나 찬수는 을 한 방향에 고정시킨 채 두 동자를 좌우로 빨리 움직이는 방식

으로 본다. 는 을 상에 고정시키지 않은 채 멍한 빛으로 본다. 그래서 찬수는 다

른 사람이 느끼기에 보지 않는 것 같은데 보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 시선은 그 상을 향

해 꽂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던져지는 을 잃은 시선이다. 그런 장애 특성 때문에 

찬수의 시선을 통해 그 지향을 알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여러 맥락 속에서 찬

수가 보이는 일련의 행 들은 그가 일반유아를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것은 참여 찰을 

하는 나보다 더 오랜 시간 찬수와 함께 생활해온 하늘반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찬수의 심은 일반유아 신 부분 사물들을 향해 있다. 특히, 컴퓨터, 린터, 비디오, 

라디오, 등 스 치 등의 기계, 타는 말, 자 거, 트럭 등과 같은 움직이는 장난감, 푹신푹

신하고 부드러운 소재의 쿠션, 제제품, 가루 토, 그리고 물에 많은 심을 보인다. 그 

 컴퓨터 게임 기술은 하늘반 일반유아들보다 앞서 있다. 그러나 자기의 심을 상황에 맞

게 표 하는 데에는 여 히 다른 아이들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그

과 좀 다르다. 

 

9) 발달장애에는 정신지체 장애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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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늘반 아이들은 철도박물 으로 견학을 가기 해 어린이집 버스에 올라탄다. 버스에는 다른 아

이들에게 없는 찬수만의 지정석이 있다. 바로 기사 아 씨 뒷자리가 찬수의 자리다. 찬수는 기사 

아 씨가 잠시 버스에서 내린 사이 손을 뻗어 마이크를 잡는다. 다시 버스에 올라 탄 아 씨는 그런 

찬수를 보고 미소 지으며 “노래하려고? 해 .”한다. 찬수는 마이크를 입에 고 에 박힌 어조로 

어 하게 “원. 투. 포오.”라고 한다. 버스 안에 찬수의 목소리가 가득 울려 퍼진다. 이교사는 찬수 

에 서서 손 을 치며 장단을 맞춘다. 찬수는 계속해서 “세 , 에잇, 나인, 텐!”하고 외친다. 이교사

는 찬수와 같이 숫자를 세다가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는다. 기사 아 씨도 활짝 웃으며 큰 소리로 

“야아!  미국 가서 살아야겠다.”한다. 아 씨의 말에 교사와 아이들이 웃는다. 찬수는 다시 “원, 

투….”하고 소리를 높인다. 버스에 앉아 있던 하늘반 아이들도 이교사와 함께 찬수를 따라 “원, 투, 

쓰리, 포오”를 반복해서 외친다. 한교사는 그런 찬수를 쳐다보다 내게 말한다. “찬수가 요새 많이 

옹알이고 많이 차분해졌어요. 그 보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에 어머니가 다니는 

언어치료실에서 찬수가 언어가 안 되니까 뭐 그림카드 같은 걸 체해서 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

요. 그래서 어머니가 (미간을 약간 찡그리며) 마음에 상처 받으셨나 요. 게 말을 하려고 하는

데. 그래서 이제 언어치료 안 한 요. 요새 어린이집만 다녀요.”(2004/8/31) 

정신지체뿐만 아니라 심한 자폐  성향, 시신경, 근육 조  등의 복장애가 있는 찬수는 

일반유아들의 상황정의와 다른 행동을 한다. 다른 아이들은 그것을 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지 않는다. 일반유아 특히, 남자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형 버스의 기사석은 꼭 

한번 앉아 보고 싶은 자리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앉지 않는다. 

찬수는 그들과 다르다. 찬수는 앉고 싶으면 앉는다. 그러나 어느 순간 찬수도 이제 그 곳에 

앉으면 안 되는 것을 안다. 그 신 찬수는 기사 아 씨와 교사들의 용물인 ‘마이크’를 집

어 든다. 아 씨는 그런 찬수를 야단치지 않고 노래를 불러보라고 한다. 찬수는 어 하지만 

힘찬 목소리로 말한다. “원, 투, 쓰리, 포.” 그 게 찬수는 조 씩 달라지고 나아진다. 찬수의 

변화는 다른 아이와 비교해 보면 무 느리고 아무 진 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기보다 학  흐름에 덜 거스르고 이제 막 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스스로 

해보려는 작은 변화가 나타난다. 

지 역시 자폐  성향 때문에 타자와 계 맺기에 심이 매우 은 편이다. 그런 지

도 천천히 변화의 리듬을 타기 시작한다. 가장 먼  에 띤 변화는 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랫동안 아이들을 본 것이다. 해가 바 고 은하반이 된 지는 집단 모임 때 교사를 

마주보는 신 아  교사에게 등을 보이고 조  앞서 앉는다. 교사 신 아이들을 마주보는 

지의 행동이 담임교사에게는 학  규칙 반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게 아이

들을 쳐다보던 지는 어느새 천천히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그들이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따라하기 시작한다. 그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서서히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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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교사가 손을 잡고 같이 하자고 나서지 않아도 혼자 여러 활동에 참여한다. 그 게 

서서히 타자들과 계를 맺어간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자폐  성향이 있는 발달장애아 찬수와 지는 그 장애특성 때문에 ‘하

고 싶다’는 욕망을 서서히 ‘하자’로 연결시켜 나간다. 다음은 같은 정신지체 발달장애아지만 

자폐  성향이 없는 지수가 보인 변화이다.

 (2) 자폐  성향이 없는 발달장애아: ‘지수’

지수는 앞의 두 장애아와 같은 장애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폐  성향이 없다’는 

면에서 그들과 다르다. 자폐  성향이 없는 지수는 처음부터 일반유아에 한 심이 매우 

많았다. 그런 지수의 시선은 늘 일반유아를 향해 있다. 지수는 밥을 먹을 때에도 놀이 시간

에도 끊임없이 그들을 본다. 하지만 통합학  기에 지수는 그  일반유아들을 지켜보기만 

할 뿐 놀이에 끼어들지 못하고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차 ‘하고 싶다’에 그치는 

신 일반유아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배운다. 그러다 어 한 발음으로 아이들에게 가

끔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묻기도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해 조심스럽게 그 가능

성을 가늠해보고 실행한다. 특히, ‘하자’의 단계에서 지수는 ‘그 로 따라 하기’ 뿐만 아니라 

차 ‘역할구성’과 ‘지연모방’도 다양하게 해 보인다. 더 나아가 지수는 읽기․쓰기에도 많은 

욕망을 느끼고 아이들을 본다. ‘하고 싶다’는 욕망은 자신의 이름쓰기는커녕 제 로 된 선조

차 잘 지 못하던 지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이제 만 5세인 은하반 일반유아들에게 

읽고 쓰기는 ‘꼭 할  알아야 하는’ 요한 과업이 된다. 그래서 지수는 학습 기술과 련

된 활동을 하는 일반유아들을 많이 쳐다본다. 그리고 ‘하고 싶다’고 욕망한다. 지수는 일반유

아들이 한 을 쓰거나 읽는 것을 유심히 본다. 그러던 어느 날 두 교사와 나는 지수에 한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된다.

<3>

어린이집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집으로 가고 은하반에는 여섯 명의 아이들만 남아 있

다. 블록 역에서 놀던 지수는 내게 다가와 팔을 붙잡고 묻는다. “주화새 패이 어이떠요? 아따모에

요? 아따모가 수겨떠요?” 나는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고 “응? 뭐라고? 뭐 숨겼냐고?”를 반복해

서 묻다가 “어. 하진호가 숨겼냐고?”했다. 지수는 머리를 끄덕인다. 내가 모르겠다고 못 봤다고 하

자 지수는  같은 질문을 몇 번 더 하다 다른 곳으로 간다. 잠시 후 되돌아온 지수의 손에는 흥미

역 게시 에 붙이는 이름표가 하나 들려 있다. 지수는 그것을 내게 내 며 다시 묻는다. “다따모

가 수겨떠요?” 이름표에는 ‘박 보’라고 쓰여 있다. 내가 “아, 주황색 팽이 박 보가 숨겼냐고?”라고 

하자 지수는 그때서야 미소 지으며 고개를 크게 끄덕인다. 나는 김교사에게 지수가 한 을 아는지 

물었다. 김교사는 잘 모르겠다면서 출석 카드 뭉치를 들고 와서 지수를 부른다. 김교사가 몇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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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카드를 지수에게 보여 다. 지수는 발음은 부정확하지만 모두 맞게 읽는다. 이번엔 김교사가 

한 자씩 보이면서 물었다. ‘한’자를 보여주면서 “지수야, 이거 읽어 ”하면 지수는 “한진희”라고 

읽는다. ‘남’자를 보여주면서 “이건?”하면 “남유라”하는 식으로 부분의 이름 카드를 읽는다. 그 순

간 두 교사와 나의 입에서 “아!”하는 탄성이 새어나온다. 박교사는 머리를 가로 으며 말한다. “진

호가 지수를 무시할 일이 아니야. 지수가 진호보다 씨를 훨씬 더 많이 안다니까.”(2005/6/13)

작년 하늘반의 이교사는 불규칙한 선들을 는 지수를 보고 안타까워했다. “ 게 해요. 

사람을 못 그리고.” 교사들은 <사례 3>을 시작으로 지수가 ‘1’부터 ‘20’까지의 숫자도 쓸 수 

있음을 알게 된다. 한 아이들에게 늘 순응하던 지수는 이제 일반유아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끔 끈질기게 주장한다. 

지수는 일반유아를 향해 끊임없이 시선을 보낸다. 그리고 다섯 장애아  가장 빠른 속도

로 변화의 리듬을 탄다. 

 (3) 자폐  성향이 없는 신체장애아: ‘성주’와 ‘호수’

성주와 호수는 찬수나 지와 달리 자폐 성향이 없다. 그런 그들은 일반유아에 한 심

이 많다. 그러나 지수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의 리듬을 타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성주와 호

수의 심각한 신체장애와 련이 있다. 어머니가 “걔 표정이야 늘 환상이죠.”라고 표 한 

로 잘 웃는 성주는 뇌병변1 장애로 신체 움직임이 매우 불편하다. 뿐만 아니라 추신경계

의 손상으로 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발성할 수 있는 단어는 거의 하나도 없다. 그에 비해 

같은 뇌병변1 장애라도 호수의 사정은 좀 나은 편이다. 호수는 어 하지만 간단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지만 혼자 걸을 수 있다. 먼  성주의 변화를 살펴보자.

<4>

성주는 조  부터 은지를 지켜보고 있다. 은지는 검은 천으로 싸인 장구 여섯 개가 세로로 세

워져 있는 곳에 서 있다. 은지는 그  두개를 두 손바닥으로 신나게 두드린다. 성주는 엉 엉  기

어가 장구 바로 앞에서 멈춘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몸을 세워 앉아 은지를 쳐다본다. 조  있다 성

주는 에 놓인 책상을 두 손으로 짚고 일어선다. 성주의 시선은 계속 은지를 향해있다. 한참 동안 

장구를 두드리던 은지가 자리를 떠난다. 성주는 책상을 짚고 있던 두 손  한 손을 든다. 여 히 

책상을 짚고 있는 다른 한 손이 성주의 몸을 간신히 지탱한다. 성주의 오그라진 손바닥은 책상 

를 내리쳐도 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성주는 그 손을 조  더 뻗어 세워진 장구에 갖다 다. 그러

다 곧 힘에 부쳐 주 앉고 만다. 그러나 어느새 그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차 있다.(2005/1/18)

<사례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주의 손은 설 수 없는 두 다리의 기능을 해야 하기 때

문에 활동에 더 많은 제약을 가져온다. 비록 쭉 펴지지 않는 오그라진 손일지라도 성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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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으로 기어야 한다. 그 손으로 무엇인가 짚고 일어서야 한다. 그 게 해야 몸을 가까이 

가져가 깊게 볼 수 있다. 그 게 해야 어깨 머로 배울 수 있다. 다리에 묶인 성주의 손은 

‘하고 싶다’고 욕망한 것을 ‘하자’로 이어가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하고 싶다’는 성주의 강

한 욕망은 자기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몸짓으로 나타난다. ‘하고 싶다’는 욕망은 

감추어지지 않고 표 된다. 비록 그 몸짓이 작고 약하더라도 성주는 기쁘다. 

은하반 아이들보다 한 살 더 많아 “호수 오빠”로 불리는 호수는 성주와 같은 뇌병변1 장

애아다. 같은 장애등 에도 불구하고 신체 움직임과 언어 발달 면에서 좀 더 나은 호수는 

성주보다 훨씬 더 극 으로 자신이 욕망한 것을 실행해낸다.

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유아는 일반유아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욕망한다. 그러나 장애유아가 ‘하고 싶다’고 욕망하는 것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

다. 욕망이란 ‘하고자 함’을 뜻한다. 즉, 어떤 의지이다. 반면 능력이란 ‘할 수 있는 것’이다. 

능력과 의지는 서로 다른 것인데,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개 능력이 있을 때 생겨난다. 능력

이 없을 경우에는 무력하게 그만두거나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른다. 이런 에서 능력은 의

지의 바탕이 되며 의지의 조건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결정 인 것은 능력보다는 의

지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의지란 힘을 실제로 투여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의지다. 이를테면, 일반유아 진호는 

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수만큼 그것을 욕망하지 않는

다. 그런 진호는 아직까지 지수만큼 읽고 쓰지 못한다. 한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욕망은 이루어질 수 없다. 장애유아 지수와 성주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여러 방면에서 능력이 나은 지수는 말조차 제 로 못하는 성주보다 더 나은 능력

을 가졌기 때문에 욕망한 것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조차도 분명한 건 욕

망에 따라 능력의 질이, 속성이 다르게 된다는 이다. 그것은 뒷받침되는 능력이 부족해서 

욕망이 ‘하자’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하고 싶다’고 욕망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그 

변화의 과정 속에 놓이기 때문이다. 제 로 된 말은 못하지만 많이 옹알이기 시작한 찬수와 

지가 그 다. 그리고 기 귀를 차고 밥도 먹여줘야 겨우 먹는 성주도 아이들 곁으로 다가

가 들여다보며 이미 그 변화의 리듬을 타고 있다. 욕망은 능력과 결부되어 무언가를 생산해

낸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성취감 같은 기쁨을 느낀다. 그 기쁨은 다시 하고자 하는  다른 

욕망, 의지에 힘을 싣게 하고  다른 능력과 결부된다. 그런 식으로 장애유아는 가능성의 

세계로 조 씩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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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유아의 변화
장애유아가 일반유아를 바라보듯이 그들 한 일반유아의 시선 속으로 들어간다. 시선의 

상호성은 화의 상호성보다 훨씬 더 근본 인 상이다. 

1) 반  변화

장애유아가 일반유아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욕망하고 능력과 결부시키는 반면, 일반유

아는 장애유아를 바라보면서 장애인식을 발달시킨다. 여기서는 일반유아가 장애유아 보기를 

통해 그들을 어떻게 인식해 가는지 반  차원과 집단유형별 차원으로 나 어서 살펴보고

자 한다. 그리고 그 인식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숨어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1) 우리와 다르다 : “우리 친구면 하는데요.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장애유아통합교육 지정 기 인 푸른어린이집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가 장애아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들은 생활세계를 살아나가며 장애유아가 자신

과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낀다.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그 느낌을 확인한다.

<5>

심 식사가 끝났다. 성주를 세면 로 데려온 이교사가 성주의 입에 칫솔을 넣으려고 한다. 성주

는 지난번처럼 입을 굳게 다문다. 진희는 양치컵과 칫솔을 들고 지나가다 그런 성주를 쳐다본다. 그

리고 내 팔을 툭 치며 “선생님, 쟤는 그냥 삼켜요.”한다. 나는 웃으며  몰랐다는 말투로 “그래. 

왜 그냥 삼키지?”라고 물었다. 그러자 진희는 을 동그랗게 뜨며 속삭이듯 말한다. “왜냐면요. 우리 

친구면 하는데요.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진희의 말 로 성주가 양치물을 삼키려 하자 이교사는 재

빨리 한 손으로 성주의 턱과 두 뺨을 잡는다. 그리고 그 손가락에 힘을 주어 성주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성주는 마침내 양치물을 뱉어 내고 양치질을 성공 으로 마친다.(2005/1/18)

 <사례 5>의 진희처럼 일반유아가 장애를 구별짓는 데에 ‘능력’은 요한 변수가 된다. 

일반유아는 ‘능력이 있으면 장애인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일반유아에게 ‘할 수 있는데 안하

는 것’은 장애가 아니지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장애이다. 일반유아의 에 비친 장애

유아는 ‘못하는 게 많은 아이들’이다. 일반유아들이 잘 하는 말, 학  규칙 지키기, 활동지, 

만들기 등을 그 아이들은 못한다. 그래서 찬수, 지 그리고 지수를 “걔는 못 해” 는 “걔

네는 몰라”라고 구별짓는다. 그리고 낯설고 생경한 으로 쳐다보며 그들을 인식한다. 그런 

인식은 장애유아에 한 말과 행동으로 표 된다. 일반유아는 때로 놀라움에 아무 말도 없

이 계속 장애유아를 쳐다본다. 인상을 찡그리거나 무시하거나 자리를 피하기도 한다.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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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더럽다”고 말하거나 고 때리거나 짓궂은 행동도 한다. 그리고 교사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못하니까 장애인이다’고 인식했던 것을 ‘장

애인이니까 모르고, 못 한다’고 귀결시킨다. 그리고 장애유아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못하

는 것’으로 규정짓는다. 다음은 그에 한 사례다.

<6>

아직 햇볕은 뜨겁지만 시원한 바람이 아이들의 바깥놀이를 즐겁게 한다. 복합놀이기구의 목재 

출 다리 에는 커다란 라스틱 야가 올려져 있다. 은지는 그 라스틱 야 안에 흙을 담아

다 붓는다. 서 있던 지가 야 안에 손을 넣어 흙을 만져지려고 한다. 순간 지를 쳐다본 은지

의 얼굴 표정이 굳는다. 은지는 야에 들어 온 지의 팔목을 잡고 지의 을 응시한다. 지

가 야에서 손을 뺀다. 내가 “은지야, 지는 만지면 안 되니?”라고 묻자 “네에”라고 답한다. 

내가 다시 “왜 안 되니?”라고 하자 은지는 답한다. “망가지니까요. 남유라가 만지지 말랬어요.”

라고 한다. 이 때 은세가 다가와서 야 안에 손을 넣고 흙을 다독거린다. 나는 다시 묻는다. “은

지야, 은세는 만져도 되니?” 은지는 “네. 얘는 망가뜨리지 않아요.”라고 수롭지 않게 말한다. 그 

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다독이던 유라가 나를 보며 말한다. “장애인은 못해요. 망가져요.” 지

는 그 아이들로부터 약 1.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서서 철제 난간을 만지작거린다. 그리고 혼자 

“이히히”소리 내어 웃다가 가끔 출  다리 의 아이들을 쳐다본다.(2004/9/21)

 <사례 6>에서 “장애인이니까 못 한다”는 은지와 유라의 인식은 지를 제지하는 행

로 이어진다. 만져보기도 에 망가뜨린다고 손도 못 게 하는 그 아이들은 지가 사물을 

탐색할 기회를 빼앗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의 가능성도 제한한다. 더 나

아가 장애유아가 잘 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한다. 컨 , 장애아 지수가 일반아 진호를 따

라 도미노를  같이 세워도 진호는 “야, 맨날 따라하냐? 틀렸어”하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 이와 같은 일반유아의 장애인식은 장애유아가 할 수 있는 것조차 장애라는 한계에 가두

고 그 능력을 제한한다.

이런 에서 장애유아는 일반유아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의 특성에 따라 불려진다. 

일반유아들에게 찬수는 “제 멋 로 나가는 오빠”, “말썽쟁이”로 불린다. 다른 장애아들보다 

여러 방면에서 유능한 지수는 “말 못하는 아이”, “자꾸 따라하는 아이”, “장애인인데 좀 잘 

하는 아이”로 불린다. 자폐  성향이 강한 지는 혼자 폴짝폴짝 뛰면서 소리를 잘 지른다. 

그런 지는 혼자 “소리 지르는 아이”, 다가가면 “꼬집는 아이”, “때리는 아이”다. 뇌병변1

장애로 몸을 잘 가 지 못하는 성주는 흐르는 침 때문에 늘 턱받이를 목에 걸고 다닌다. 그

런 성주는 “침 흘리는 아이”다. 성주와 같은 뇌병변장애를 가진 호수는 유난히 일반아이들

에게 다가가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뽀뽀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일반유아들은 얼굴에 묻는 

침 때문에 그 뽀뽀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호수는 “뽀뽀만 잘 하는 아이”다. 그 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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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장애유아는 일반유아에게 “더러운 아이”, “귀찮은 아이” 그리고 “무시해도 되는 아이”

다. 그러나 일반유아와 장애유아의 만남 속에는 그와 같은 차이 구분과 차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2) 우리와 다르지만 같다 :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일반유아는 장애유아와의 만남을 통해 다름과 같음의 경계를 넘나든다. 때로는 구분해낸 차

이가 차별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소통할 수 있는 의미가 차 늘어나게 됨에 따라 상호작용의 

양상은 새롭게 바 다. 그러나 주로 등한 계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반유아가 우 에 선 

경우가 많다. 다음은 장애유아가 일반유아에게 동조하는 과정 에 강제가 개입된 사례다.

<7>

미는 지수의 블록을 발로 차며 “그럼 나 안 해!”한다. 지수는 주먹 쥔 미의 손을 잡고 “에가 

차아써(내가 찾았어). 에가 머  차아써(내가 먼  찾았어)”라고 계속 말한다. 미는 끝내 주먹을 

펴지 않는다. 잠시 후 미는 지수 앞에 서서 지수를 내려다본다. 그리고 지수를 향해 엄지손가락

을 내 며 리드미컬 하게 말한다.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지수가 “에가 수바꼬

지…”이라고 우물거리자 미는 반소매 으로 드러난 지수의 팔뚝을 세게 내려친다. 그리고 소리

친다. “야!” 미는 지켜보던 나와 이 마주치자 시선을 돌린다. 그리고 다시 지수를 쳐다보며 “숨

바꼭질 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한다. 지수는 미가 내민 엄지손가락을 잡는다.(2005/6/13)

 <사례 7>에서 미는 지수와 가 바 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블록을 하나씩 가져다 

쌓는 게임을 한다. 그런데 지수가 이겼다고 하자 미는 블록을 발로 차며 하지 않겠다고 

한다. 미는 지수와 같이 놀지만 지수 에서 군림한다. 지수는 미가 제안한 놀이를 받아

들여야지 제가 먼  나서면 안 된다. 미는 그것을 지수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킨다. 한편 일

반유아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음 <사례 8>을 보자.

<8>

언어 역에서 아이들이 활동 학습지를 한다. 성주는 경화 에 앉아 경화가 활동지에 색칠하는 

것을 쳐다본다. 그러던 성주가 책상에 엎드려 경화의 머리방울을 보고 만진다. 주리는 그런 성주를 

쳐다보다가 경화에게 말한다. “야, 송경화. 성주가 네 머리 끈 쁜가 . 머리끈 만져.” 경화는 여

히 색칠을 하며 말한다. “야, 얘는 성주는 말 못하니까 그 게 하는 거야.”(2005/6/7)

말이 없어도 그 뜻은 통한다. 일반유아는 장애유아의 몸짓을 통해 차 그들의 마음을 읽

는다. 성주가 경화의 머리방울을 보고 만지는 행 에 주리는 의미를 부여한다. “성주가 네 

머리 끈 쁜가 .”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주리는 성주의 마음을 그 상황 속에서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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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주리의 말에 경화가 답한다. “야, 성주는 말 못하니까 그 게 하는 거야.” 그 말에는 

성주가 음성언어로 말할 수 없는 신 몸짓으로 이야기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경화와 주리

는 어느새 성주가 말이 아닌 몸짓언어를 통해 의미를 달하고 있음을 안다.  사례와 비

슷하게, 여러 상황 속에서 일반유아는 장애유아의 몸짓을 “하고 싶은가 ”, “속상한가 ”, 

“좋은가 ” 등으로 읽어낸다. 한 일반유아는 장애유아가 자신들의 놀이를 쳐다보고만 있

거나 갑자기 끼어들어 방해하는 신 자연스럽게 놀이의 리듬을 타는 모습도 본다. 그리고 

도와주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본다. 그 활동이 노래, 율동, 체육, 게임, 학습지 

등 모든 역에 걸쳐 있다는 것도 안다. 더 나아가 도움을 주고 놀아주는 상으로만 생각

했는데 상황에 따라 장애유아도 일반유아를 도울 수 있고 같이 동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

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유아는 그 과 다른 에서 불려진다.

<9>

경화는 성주를 쳐다보는 신지에게 말한다. “얘, 귀엽지?” 신지는 생 생  웃으며 답한다. “애

기 같아. 귀여워. 엉 엉  기어 다니고 침도 흘려.”(2005/2/1)

이제 일반유아들은 성주를 ‘침 흘리는 아이’에서 아기처럼 ‘귀여운 아이’로 바꿔 부른다. 

내가 성주에 해 묻자 보라는 웃으며 말한다. “귀여워요. 꼭 내 동생 기태 같아요. 기태는 

두 살이에요.” 한 일반유아는 성주만큼은 아니지만 호수도 잘 웃어서 귀엽고 좋다고 한다. 

‘맨날 따라하는 아이’ 그리고 ‘말 못하는 아이’ 던 지수는 ‘화 안내는 아이’ 그리고 ‘착한 아

이’가 된다. ‘소리 지르는 아이’ 던 지는 ‘코코코코’로 불려진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아

이들을 자꾸 꼬집는 지에게 일반유아가 다가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컨 , 일반유아가 

지에게 ‘코코코코’를 하고 지도 그 아이를 따라 ‘코코코코’ 하면 상호작용은 지속 된다. 그

래서 ‘코코코코’는 아이들과 지 사이의 어떤  신호이기도 하다. 

일반유아의 기 장애인식인 ‘우리와 다르다’와 비교하면 ‘우리와 다르지만 같다’는 인식은 

진보된 것이다. 그러나 여 히 이 두 장애인식은 ‘능력’을 기 으로 장애와 비장애를 구별짓

는다는 에서 공통 이다. 요컨 , 일반유아가 ‘우리와 다르지만 같다’고 인식한 ‘우리’에 장

애유아는 여 히 들어있지 않다. 

 (3) 우리는 모두 다르다 : “우리는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있어.” 

에서 살펴본 일반유아의 장애인식, ‘우리와 다르다’와 ‘우리와 다르지만 같다’에서 ‘우리’

란 장애를 갖지 않은 일반유아를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르다’의 ‘우리’에 더 이상 

장애․비장애의 구분은 들어있지 않다. 다음 사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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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희들, 장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니? 걔네들이 말도 못하고, 소리 지르고, 침 흘리고 그래도 

좋니?” 미술 역 책상에 앉아 심을 먹던 아이들  보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이 합창을 하듯 

답한다. “네, 좋아요.”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른다. 나는 ‘장애’를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물어야 

할지 생각한다. 그러던  진태가 말한다. “그런데 자꾸 밥 뱉어요. 다 흘리고 먹어요.” 그러자 진태

의 각선 방향에 앉은 신지가 목소리를 높여 말한다. “우리도 애기처럼 애기 을 때 밥 흘렸거든. 

성주도 호수오빠도 흘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안 흘려도 못하는 거 있어. 괜찮은 거야.” 윤주도 

“맞아. 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라고 맞장구친다.(2005/6/1)

나는 <사례 10>에서 신지가 한 이야기를 듣고 순간 당황한다. 일반유아의 장애인식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 다. 그 연구들에 따르면, 유아는 구체 이고 찰 

가능한 요소에 맞추어 장애를 인식할 수 있다(Diamond, 1993; Diamond, Le Fury & Blass, 

1993). 그러니 장애친구나 자기들 모두가 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한 그 말

은 무엇인가? 도 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이 게 생각

하기로 했다. 신지는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배려하는 특별한 아이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생각이 틀렸음을 곧 알게 된다. 다른 일반

유아들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와 같은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게 말보다 더 

진실한 언어인 행동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11>

진태가 복도를 내달리며 “야아! 쫄라쫄라 쫄라맨!”하고 외친다. 명호와 보는 복도에 놓인 책장 

에 몸을 숨기고 있다. 그 손에는 고 블록으로 만든 총이 들려 있다. 명호와 보는 진태가 가까

이 다가오자 튀어나가며 “퓽. 퓽. 퓽.” 하고 총을 쏘아 다. “와아. 받아라.”하고 쳐들어오던 진태는 

그들의 만만찮은 반격에 교실로 도망친다. 명호와 보는 진태를 쫓아 교실로 들어온다. 잠시 후 색

종이로 은 총을 든 민서와 블록 총을 든 명호가 서로를 겨냥한다. 그리고 “빵빵 빵빵빵 빵.” 총 

소리를 낸다. 블록 역은 그들의 총 싸움터가 된다. 한참 동안 그들을 지켜보던 성주가 블록 역으

로 엉 엉  기어간다. 그리고 블록 역과 역할 역을 분리시키는 교구장을 붙잡고 상체를 세운다. 

민서와 명호는 그런 성주를 보고 총구를 성주에게 겨 다. 그리고 “빵빵 빵빵빵 빵.” 총소리에 맞추

어 총을 흔든다. 성주는 입을 크게 벌리고 활짝 웃는다. 성주의 몸이 들썩인다. 성주는 그 게 서서 

아이들의 총 세례를 몇 번 더 받는다. 민서가 명호에게 말한다. “성주도 재 나 .” 그리고  성

주에게 총을 쏜다. “빠빵빵 빵”(2005/5/17)

 <사례 11>에서 명호와 민서는 놀이를 지켜보는 성주를 말없이 총 싸움에 끼워 다. 지

 그들에게 성주는 가상놀이를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다. 한 자기들만큼은 못하지만 그래

도 같이 놀 수 있는 장애인도 아니다. 만약 성주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명호와 민서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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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놀이에 끼워주지 않을 것이다. 한 할 수 있다고 기 한다면, 괴로워하며 쓰러져야 하

는 자기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않는 성주에게 계속 총을 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  그

들에게는 성주가 가상놀이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하는 것보다 그가 재미있어 하는 게 더 

요하다. 성주와 함께 즐거운 것이 더 좋다. 성주는 그  불편한 신체를 가졌을 뿐이다. 존재

는 그 소용 가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존재는 그냥 있는 것이다. 성주의 무엇 때문에 

성주가 좋고 싫은 것이 아니라 성주는 그냥 성주인 것이다. 소용이 있다 없다는 본질이 아

니다.10) 다음 사례를 보자.

<12>

은하반의 장애유아를 담당하는 김교사가 오늘의 반장 후보로 지수를 추천한다. 지수는 아이들 

앞으로 나가 자기소개를 한다. “ 는 민지수입니다. 는 반장이 되면, 되면.” 이 목까지는 일종의 

공식이다. 반장 후보가 된 아이들은 (일반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교사가 알려  자기소개 방

식을 그 게 외우고 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다른 아이들을 해 할 수 있는 일을 말해야 한다. 

그런데 지수는 바로 그 부분에서 말문이 막힌 것이다. 지수는 침묵을 깨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으으, 이미지기이다.”라고 웅얼거린다. 지수를 쳐다보고 앉아 있던 아이들  하나가 “으

하하.”하고 웃자 교실 안은 웃음바다가 된다. 집단 역 카펫 바닥에 앉은 아이들은 꼬꾸라지듯 엎

어져 바닥을 치며 웃는다. 어떤 아이는 몸을 뒤틀며 웃다 워버린다. 바로 그때 아가 그런 아이

들을 향해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쏘아붙이듯 외친다. “야, 지수가 몰라도 할 수는 있지.” 박교

사가 이어서 다른 후보인 윤주와 진태에게 자기소개를 시키자 아이들은 웃음을 멈춘다. 자기소개를 

모두 마치자 투표로 들어간다. 박교사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들며 말한다. “지수가 반장 으면 좋

겠어요? 손들어.” 주리가 번쩍 손을 쳐들며 “ 요.”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에 앉은 성주를 쳐다보

며 말한다. “성주도요.” 주리의 말에 성주가 쓰러지지 않게 몸을 받쳐주던 경화는 성주의 손을 잡

고 높이 쳐든다. 그리고 자기 왼쪽에 앉은 호수의 손도 함께 든다. 그러자 장교생도 자기 에 앉은 

지의 손을 번쩍 든다. “ 지도요.” 박교사가 손을 든 아이들의 수를 헤아린다. 그리고 결과를 발

표한다. “이진태, 열 두 표. 민지수, 여덟 표. 김윤주, 두 표. 오늘의 반장은 이진태랑 민지수!” 발표

가 끝나자 주리와 경화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앗싸!”를 외친다. 활짝 웃는 주리와 경화의 얼굴이 빛

난다. 박교사는 진태와 지수에게 각각 반장 목걸이를 걸어 다. 지수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입

을 약간 벌리고 미소 짓는다.(2005/6/1)

<사례 12>에서 아는 아이들과 같이 웃는 신 그들을 탓하고, 지수를 한 목소리를 낸

다. 방 하지 않고 극 으로 주장하고 투표에 참여한다. ‘말은 못하지만 그 다고 반장도 

못하는 건 아니야.’ 주리와 경화도 아의 그 목소리에 공명하고 참여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성주와 호수도 반장으로 뽑는다. 만약 장애통합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10) 이것은 상학의 존재론  과 같은 맥락이다. 상학에서 상은 그냥 보는 것이며, ‘있는 그 로’ 

으로써 존재가 그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러기 해 우리는 월론  상학  단 지  월론

 상학  환원을 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남인(2004, pp.477-4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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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같이 ‘있는 것(being)’이 아닌 함께 어울려 ‘나아가는 것(becoming)’이라면  사례는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를 시사한다. 한 일반유아의 변화된 장애인식은 그 과 다른 반응 

양식으로 드러난다.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유아의 장애인식이 ‘우리는 모두 다르다’에 이

르면 장애유아의 장애로 인한 특성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하고 기

귀를 차고 있어도 안 보면 ‘보고 싶은 성주’일 뿐이다. 그  ‘웃는 게 쁜 지’, ‘같이 노

는 게 좋은 지수’, 엉뚱해서 오히려 ‘재미있는 찬수’, 그리고 ‘잘 웃는 호수’다. 그러나 모든 

일반유아가 일정 시기가 되면 로 그와 같은 장애인식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

떤 아이들은 장애통합학 에서 일 년 반을 지내고도 여 히 장애유아는 “우리와 다르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한 다름과 같음의 인식은 서로 맞물면서 돌고 교차하여 목된다. 이를

테면, ‘우리는 모두 다르다’고 장애를 인식한 유아라 할지라도 늘 같은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2) 집단유형별 변화의 계기

일반유아는 장애유아 보기를 통해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다르지만 같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르다’고 인식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식에 따라 통합학  일반유아를 네 유형으로 나

 수 있다. 먼  ‘우리는 다르다’에 두 유형이 있는데, 장애유아를 ‘경계하는 아이들’ 집단과 

‘무시하는 아이들’ 집단이다. 이 두 유형은 일반유아가 장애유아의 다름을 알고 그것을 차별

로 연결시킨 에서는 같다. 그러나 한 집단은 장애유아와의  자체를 거부하는 반면, 다

른 한 집단은 은 하되 그들을 ‘장애’라는 한계에 가두고 무시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경

우에 따라서 장애아에 한 경계와 무시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한 ‘우리와 다르지만 

같다’고 장애를 인식하는 일반유아는 장애유아를 ‘무시도 하고 배려도 하는 아이들’ 유형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다르다’고 인식하는 아이들은 장애유아에게 더 극 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다. 지 부터 유형별 변화와 그 계기에 해 살펴보자.

 (1) 경계하거나 무시하는 아이들

이 부류에 속한 일반유아는 장애유아를 경계하고 무시한다. 먼  경계하는 아이들은 장애

유아와의  자체를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완 히 그러기는 불가능한데 통합학

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무언가를 하다보면 마주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컨 , 지수는 심을 먹으며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을 쳐다본다. 그리고 그 놀이에 끼어들

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수는 혼자 “뻔데기 일, 뻔데기 이, 뻔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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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을 따라하며 논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조차도 싫다. 그래서 “따라하지 마.” 그리고 

“웃지도 마.”라고 소리친다. 그들은 지수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장애유아를 무시하는 아이들은 경계하는 유아와 달리 장애유아와의 을 기피하지는 않

는다. 그 신 그들은 같이 놀면서 장애유아를 차별한다. 그래서 장애통합학  아이들의 일

상은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지 않고 그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통합의 이

상형을 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완벽해 보인다. 장애유아를 경계하는 것 못지않게 무

시하는 유형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비록 그 질은 떨어지더라도 만남의 빈도가 잦아진 

것은 고무 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갈등 속에 통함이 있고 통함 속에 갈등 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 계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장애유아 지수와 같이 놀지만 일반

유아 진호에게 지수는 ‘바보 같은 아이’다. 그런데 이런 일반유아의 장애유아에 한 경계와 

무시는 교사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비 스럽게 이루어진다. 만약 그것이 교사의 시

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즉각 인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의 제재는 곧 다른 

아이들의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합학 의 일반유아는 자신 역시 다른 상황에서 장애

유아를 차별할지라도, 교사의 그런 꾸짖음을 에서 거든다. 이와 같은 학  분 기는 일반

화된 타자로서 일반유아에게 분명한 심리  범 를 제공한다.11) 그러나 일반화된 타자인 공

동체의 가치체계는 진호와 같은 개인의 의견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장애유

아를 무시하는 일반유아는 일상 속의 소소한 부딪힘을 통해 자신의 장애인식과 은하반에서 

기 되는 장애인식을 융합시키고 발달시켜 나간다. 

한편 일반유아의 장애인식 변화에 일반화된 타자인 공동체 이외에 요한 계기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장애유아의 ‘얼굴 보기’이다. 장애유아를 ‘우리와 다르다’고 인식하고 그들

을 경계하고 무시한 아이들은 어느 날 장애유아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차 장애유

아와 새로운 계를 형성하게 된다. 다음 <사례 13>을 보자.

<13>

정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다. 성주는 블록 역 바닥을 두 손으로 짚고 몸을 지탱한다. 약간 

벌어진 성주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침이 흐른다. 흐른 침이 성주 목에 둘러메어진 턱받이 로 떨어

진다. 은지는 블록 역과 역할 역 사이의 통로에 서서 주 를 두리번거린다. 그러던 은지의 시선이 

성주에게 와 멈춘다. 잠깐이지만 은지는 움직임 없이 성주만 바라본다. 그리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

며 혼잣말같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야, 성주야. 침 흘리고 그러냐?” 은지는 성주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몸을 낮추고 성주처럼 바닥에 쭈그리고 앉는다. 은지는 자기 얼굴을 더 가까이 성주에게 가

져간다. 그리고 성주를 깊은 시선으로 쳐다본다. 그러던 은지는 성주의 목수건을 잡아 올려 입가에 

11) 일반화된 타자와 공동체 한 구체 인 내용은 Hewitt(2000, pp.186-1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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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건한 침을 닦아 다. 은지 에 서 있던 진희가 을 동그랗게 뜬다. 그리고 입을 약간 벌려 “야

아”, 의외라는 듯 미간을 찡그리며 웃는다. 은지가 일어서면서 성주를 향해 살짝 미소 짓는다. 그리

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성주야, 이제 침도 닦고 그래라.”(2005/6/7)

 사례의 은지는 작년 하늘반 때부터 통합학 에 있었다. 그런 은지는 두세 달 만에 장

애유아에 한 경계를 허물고 다가간 몇 명의 일반유아와 달리 일 년 반이 다 되어서야 장

애인식의 변화를 보인다. 그 계기는 <사례 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장애유아의 ‘얼

굴 보기’이다. 은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유아에게도 장애유아의 ‘얼굴 보기’는 각별한 의

미가 있다. 특히, 일반유아는 장애유아의 얼굴을 들여다보기 해 자신의 몸을 그에게 가까

이 가져가고 몸을 낮춘다. 그 몸짓 자체가 일반유아의 장애인식의 변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더욱이 얼굴은 우리 몸의 다른 신체기 들과 달리 우리에게 무엇인가 호소한다. 우리는 타

자의 얼굴을 보면서 나를 느낄 수 있다. 타자의 얼굴은 곧 나의 얼굴이기도 하다. 그것이 가

능한 이유는 얼굴이 갖는 표정 때문이다. “얼굴은 , 코, 입이 서로 결합되어 특정한 표

능력과 의미를 갖는 일종의 기호이다.”(이진경, 2002) 상황마다 얼굴이 만들어내는 표정은 우

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한다. Levinas에 따르면, 타자는 얼굴을 통해 우리에게 정의로워야 

할 것을 요구한다. 얼굴은 동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길을 통

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명령한다(강 안, 2001). 

 (2) 무시도 하고 도움도 주는 아이들

통합학 의 모든 일반유아가 앞에서 제시한 ‘장애유아를 경계하거나 무시하는 아이들’ 유

형에 속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장애유아에게 극 으로 다가가는 일반유아도 있다. 어

든 일반유아가 ‘우리와 다르다’는 인식에서 벗어나면, 장애유아를 무조건 돕는 지나친 친

을 베풀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유아가 장애유아를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상으로 보고 

미리 다 해 다면, 오히려 그들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장애유아가 갖고 

있는 쁜 메모지를 갖기 해 무조건 빼앗기보다 씨를 써주겠다고 우기는 것처럼, 일반

유아가 자신의 이익을 해 장애유아 돕기를 이용하는 상황도 자주 볼 수 있다. 이 게 함

께 공유하는 의미가 늘어나고 섬세해지는 과정 에 일반유아의 ‘장애유아 되기’가 나타나기

도 한다. 다음 <사례 14>를 보자.

<14>

밥을 먹던 진호가 일어서더니 미술 역으로 간다. 잠시 후 진호는 투명 셀로 테이 를 왼쪽 

에 살짝 붙이고 자리로 돌아온다. 진호는 테이  사이로 실 을 뜨고 말한다. “나는 장애인이야. 나

는 민지수야. 민지수는 을 이 게(턱을 바짝 쳐들고 두 을 내리깔면서) 하고 다녀.” 같이 앉아 



28  아시아교육연구 8권 2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밥을 먹던 아이들이 깔깔깔 웃는다. 그런데 웃던 윤재가 일어서서 미술 역으로 간다. 그리고 양쪽 

에 투명 셀로 테이 를 하나씩 붙이고 돌아온다. 보, 주리 그리고 경화는 그 모습에 더 큰 소

리로 깔깔깔 웃는다. 윤재는 그런 아이들을 향해 말한다. “으으. 장애인이다.” 진호가 윤재에게 말한

다. “그럼, 네가 민지수냐?” 진호의 말에 윤재가 웃으며 꾸벅 을 한다. “안녕하세요?” 주리와 경

화가 웃음을 터뜨리자 진호가 볼멘소리를 한다. “야, 하나도 안 웃겨.” 윤재는 에서 셀로 테이

를 떼면서 얼거린다. “답답하다. 잘 안 보인다.” 주리와 경화는 윤재가 에서 떼어낸 테이 를 각

각 하나씩 들고 자기 에 붙인다. 그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웃는다. 내가 왜 그 게 하는 거냐고 묻

자 아이들은 별 거 아닌 듯 말한다. “그냥요. 재 으니까요.”(2005/6/7)

<사례 14>에서 일반유아들은 시력에 문제가 있어 늘 꺼풀을 내리깔고 쳐다보는 지수를 

흉내 낸다. 그들은 지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유아의 행동도 따라한다. 은지와 태우는 서

로 마주보고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이이유, 이이유. 나는 이 지다.”라고 한다. 보라

는 엉 엉  기는 성주 곁에서 자신도 성주처럼 긴다. 은혜는 신체장애아를 해 특수 제작

된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말한다. “성주 의자에 앉는 거 좋아요.” 일반유아의 그런 행동들

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반유아의 입장에서는 장애유아에 한 경계를 풀고 그들과 같이 

놀다보니까 자신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신기하게 보일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그 과정은 

심각하지 않고 장난스럽게 진행된다. 그에 한 교사들의 은 ‘개입 여부’에 이 맞추

어져 있다. 일반유아의 그런 행동들은 교사가 계획한 공식 교육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 이다. 그래서 어떤 교사는 장난기 어린 그 행동을 ‘장애유아 놀리기’로 생

각하고 하지 못하게 한다. 어떤 교사는 그와 같은 일반유아의 행동이 학  운 에 큰 무리

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긴다. 그러나 부모들의 입장은 좀 다르다. 어떤 부모

들은 말한다. “장애통합교육 하는 거 좋기는 한데. 따라하니까 속상하지요. 그럼 제가 막 야

단쳐요. 하지 말라고.” 부모들에게 일반유아의 그런 행동은 따라하면 안 되는 ‘못난 짓’이다. 

부모들은 아이한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야단부터 치고 나서 걱

정한다. 한편 그것을 보는 나의 시각은 교사와 부모들과  다르다. 내가 보기에, 아이들이 

구의 어떤 모습을 모방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흉내 낸다든가 따라하는 것 이상의 깊

은 뜻이 있다. 아이들은 장애유아를 그 로 따라하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들 나름 로 해석

한 장애유아의 모습을 재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다시 구성한다. <사례 14>의 윤재가 “답답

하다”고 느낀 것처럼 일반유아는 ‘장애유아 되기’를 통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해란 인간이 자신의 실존  세계와 계를 맺으면서 이미 주어진 세계를 넘어 가능성을 향

해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12) 따라서 이해란 단순히 인지 인 앎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의 

문턱을 넘어서 가능성을 향해 ‘기투(Entwurf)’할 수 있는 능력인 실존성과 연결되어 있다. 요

12) 인간의 실존성과 련된 이해의 개념에 한 구체 인 내용은 이남인(2004, pp.205-2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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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 일반유아가 기존의 장애인식을 다시 해체하고 새로운 으로 장애유아를 볼 수 있

게 된다는 의미다. 

일반유아는 장애유아를 알아가는 과정 에 ‘그 아이 되기’이든 ‘흉내 내기’든 그들의 행동

을 따라한다. 만약 개입이 필요하다면 그 행동을 야단치고 못하게 막을 것이 아니라, 일반유

아가 ‘장애유아 되기’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장애인식은 과거의 기억을 재로 끌어 당겨 해석하고 그것은 다시 미래

의 어떤 지향과 연결시키는 가운데 구성되어 간다.13)

 (3) 배려하는 아이들

장애유아 ‘얼굴 보기’와 ‘되기’가 반복되고 그 이해가 깊어지면, 일반유아는 장애유아의 순

수함을 느끼고 더 가까이 다가간다. 사실 장애유아는 그들의 한계인 장애 때문에 구보다

도 세계를 순수하게 직 한다. 장애유아는 어린이집에 같이 왔던 엄마가 자기만 두고 교실 

밖으로 나가면 서운해서 운다. 그러나 달래주면 방 그치고 웃는다. 일반유아는 그런 장애

유아를 ‘귀엽다’고 말한다. 일반유아들은 장애유아가 좋은 이유를 그 게 말한다. “착해요.”, 

“귀여워요. 아기 같아요.” “얼굴이 뻐요. 웃으니까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자신들의 표

로 일반유아는 성주처럼 정말 ‘아기같이’ 순수한 장애유아를 좋아한다. 아기 같지 않은 

호수, 지 그리고 지수보다는 성주를 더 좋아한다. 그런 맥락에서 일반유아와 많은 상징 세

계를 공유하고 있는 지수는 그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으면서 더 어린 반의 아이나 다른 장애

유아는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만남들 속에 장애유아 돕기의 질 한 변화한

다. 다음 <사례 15>에서 주리는 성주가 자기 처지에서 할 수 있도록 돕기 해서 무엇을 어

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5> 

김교사가 성주를 번쩍 들어서 안더니 경화  자리에 앉힌다. 진호는 그런 성주를 쳐다보다 말한

다. “성주는 낙서만 해.” 성주의 개인 종합장에는 박교사가 그려 놓은 ‘S S’만 덩그러니 있다. 마주

보고 앉은 주리가 진호에게 힘주어 말한다. “성주도 할 수 있어.” 경화가 성주에게 얼굴을 갖다 

며 “성주야, 뭐 그리고 싶어?”라고 한다. 그리고 성주의 종합장에 그려진 ‘S’  하나에 바깥 선을 

그린다. 그것을 본 주리가 일어서서 성주 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성주를 향해 자기 몸을 낮추고 

성주의 을 바라본다. 주리는 진호의 색연필을 하나 꺼내며 묻는다. “진호야, 성주 하나 빌려 줘도 

돼?” 진호는 잠깐 색연필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주리는 색연필을 성주의 손에 쥐어 주면

서 노래하듯이 말한다. “성주, 쥐어 . 성주, 쥐어 . 어떤 색 골라 . 이 색? 잡아 . 이 게 해 . 

13) 그것은 비단 장애인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의식작용과도 련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진경(2002, pp.605-6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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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 해볼까?” 그리고 성주와 함께 색연필을 잡고 그려진 ‘S’의 바깥 선을 그린다. 주리는 활짝 웃

으면 소리친다. “와! 성주가 내가 손잡고 하니까 이 게 할 수 있다.” 진호와 경화가 성주의 종합장

을 쳐다본다.(2005/6/7)

주리는 처음부터 장애유아를 그다지 경계하지 않는 아이 다. 물론 주리도 다른 부분의 

은하반 아이들처럼 상황에 따라 장애유아를 돕기도 하고 무시도 한다. 그러나 장애유아를 

비교  덜 경계하고 더 다가가는 주리는 차 그들을 어떻게 도우면 되는지 알아간다. 무조

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돕는 것인지 알아

간다. 그런 주리는 진호에게 “성주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주가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드디어 주리는 알아낸다. “내가 손잡고 하니까 이 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성주가 잘 하자 활짝 웃으며 기뻐한다. 그것은 성주의 기쁨이자 주리의 기쁨이기도 하

다. 한 그것은 그 ‘해냄’을 지켜본 다른 일반유아의 장애인식 변화에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아직 장애유아는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돕는 게 좋은 

것인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일반유아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장애유아

와 함께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잘 돕게 된다. 그것은 무조건 도움

을 주는 것이 아니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주는’ 배려다. 물론 이런 배려에는 앞에서 잠시 비췄듯이 ‘갖은 자의 여유’의 속성이  배

제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처지에서 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

려한다는 에서 배려라고 이름 붙여도 무방할 듯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유아의 장애인식은 변화한다. 그러나 제시된 장애인식 발

달 양상은 진행과정이 그 다는 것이지 모든 유아가 ‘우리는 모두 다르다’와 ‘배려하는 아이

들’ 집단유형으로 반드시 변화해 간다는 것은 아니다. 유동 인 속성 때문에 집단유형에 

한 정확한 빈도를 내지는 못했지만 다수의 일반유아가 ‘우리는 다르지만 같다’는 장애인식을 

보이며 상황에 따라 ‘무시도 하고 배려도 하는 아이들’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

하면 ‘경계하고 무시하는 아이들’ 집단과 ‘배려하는 아이들’ 집단에 속하는 일반유아의 수는 

비교  은 편이다. 한편, 일반유아의 장애인식 변화 속도는 매우 다양해서 은지처럼 한참 

후에야 변화의 리듬을 타는 아이도 있고 진희처럼 늦게까지 그 리듬을 타지 않은 아이도 있

다. 는 처음부터 장애유아를 경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다르지만 같다’고 생각하는 아이

도 있다. 이와 같이 일반유아의 장애인식 변화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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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애통합의 교육적 의미

지 까지 장애유아와 일반유아가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장애유

아는 일반유아와 상호작용하면서 많은 것을 욕망하고 실행하면서 더 나은 능력을 갖게 되었

다. 한 일반유아는 장애유아와 상호작용하면서 장애인식을 발달시켜 나갔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장애통합이 주는 교육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14)

1. 욕망의 중층성과 탈중심화
장애유아는 일반유아를 으로써 그들이 하는 것들을 욕망한다.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욕망과 결부되어 일종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욕망은 찾는 상이 주어지면 충족되는 욕구와 

달리 타자와의 계를 통해 존재한다.15) 장애유아는 통합학 에서 타자인 일반유아가 하는 

것들을 보고 ‘하고 싶다’고 욕망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다. 이 때 욕망은 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이다. 이와 같이 장애유아는 보고, 욕망하고, 그

것을 실행해나가면서 더 나은 능력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능력은 가능성이지, 종결된 상태

나 성과가 아니다. 그리고 능력에 한 평가결과는 평가자, 평가방식, 평가맥락에 따라 천차

만별 달라진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 시사 을 발견할 수 있다. 장애통합을 다룬 기존 연

구들은 장애유아의 능력을 주로 일반유아의 능력을 기 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평가방식

은 장애유아의 능력을 매우 낮게 측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장애유아는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유아가 ‘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

끼고 그것을 실행하기 해 자기 처지에서 기울이는 노력을 본다면 일반유아보다 못한 능력

을 가졌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욕망과 재의 능력을 어디에 쓰

는지에 따라 앞으로 발 되는 능력의 질과 속성이 달라진다는 이다. 만약 통합교육을 통

해 장애유아의 능력이 신장되기를 바란다면, 이와 같은 과정이 어떤 상황과 조건 그리고 맥

락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악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 그 조건은 장애유아의 능력을 

일반유아를 심 기 으로 삼아 비교하는 데서 벗어날 때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4) 한 사례나 개인의 이야기가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으로 공유되기 해 ‘소상황-매개상황- 상황’을 

아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컨 , Wolcott(1994)는 연구자들이 “자료가 스스로 말한다(Data speak for 

themselves)”고 하면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은 채 제시하여 해석의 짐을 독자에게 지우는 것을 ‘연

구자의 책임회피’로 규정한다. 이 장은 연구자가 소상황에서 발견한 들을 좀 더 거시 인 맥락 속에서 

보기 한 것이다.

15) 욕구와 욕망의 차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강 안(2001: 211-214)과 이진경(2002: 462-468)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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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심에서 벗어나자는 ‘탈 심화’는 장애통합의 정당성을 이론 으로 주장한 기

존 연구들(김남순, 2002; 민천식, 2001; 윤식, 강 심, 1996)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

러나 이 연구들은 이론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통합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반면,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탈 심화가 어떤 맥락 속에서 요구되고 이루어지는지 구체 으로 밝히지 못하

다. 이제부터 이와 련된 몇 가지 문제를 지 하려고 한다. 

먼 , 장애로 인해 발생한 차이를 차별이 아닌 이해와 배려로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이다. 하나의 심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차이가 차이 그 자체

로서 의미를 갖는 것과 어떤 하나의 심에 포섭시키지 않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장애와 

같은 이질 인 상을 면할 때 통상 다양성의 에서 보기보다 기존 체제 안에서 동질

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심화의 원리는 장애를 ‘정상성’이란 심을 향해 수렴시

켜야 하는 ‘비정상성’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선천 이든 후천 이든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 일반인과 같아지기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과 같아지라고 일

방 으로 강요하는 것은 그 존재에 한 거부로까지 보인다. 이는 장애유아가 더 나은 능력

을 갖도록 지향하되, 비난과 차별의 상으로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일반유아의 정상성을 

완성된 어떤 종결태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이상의 더 높은 교육  향상과 형성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숨어있다. 그것은 바로 학습속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차이다. Willis(2000)에 의하면, 는 재 이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진 사회이

며 삶의 총체성이 흔들리는 사회이다. 따라서 희소한 자원과 기회를 둘러싼 사람들의 경쟁

은 날이 갈수록 더 치열하다. 이러한 시  상황에 따라 성, 인종, 계 , 학력 집단 간의 격

차 혹은 불평등이 야기된다. 특히 학교교육은 이와 같은 ‘능력주의’, ‘경쟁주의’ 신화 속에서 

교육의 본질보다는 차 ‘학력주의’ 더 나아가 ‘시험주의’로 변질되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다음 단계에 맞추어 미리 학습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학습속도의 문제는 장애유아

는 물론 일반유아교육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 역이 되었다. 일반아동들조차 혹독한 학습

속도 에 내몰리는  상황은 장애아에게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자아가 

타자와의 계 속에서 형성되며, 통합학  일반유아의 경쟁심리가 장애유아의 자아 형성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련된 두 가지 문제를 지 할 수 있다. 첫째로, 이 게 빨리 

성장하도록 내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타자에 한 감수성’과 ‘배려의 윤리’를 학습할 수 있

는가이다. 경제논리를 교육에도 용시켜 ‘능력주의’와 ‘경쟁주의’를 내세운다면, 이는 결국 

장애유아의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둘째로, 장애유아의 성장 속도가 통합학

의  다른 장애로 등장할 수 있다는 이다. 일반유아를 심에 놓고 볼 때 장애유아의 

진 은 정말로 미미하고 느린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일 부터 장애유아의 성장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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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는 상으로 이어질 험이 있다. 

통합은 비단 장애유아만을 한 것이 아니다. 모든 아동이 같은 동기, 같은 방식, 같은 속

도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 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학습자 각자의 정체성

을 무시하는 ‘소외된 학습’일 것이다. 장애통합교육의 질은 획일 인 심성의 원리에서 벗

어나 덜 유능하고 덜 알아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두를 한 교

육  노력과 깊은 련이 있다. 

2. 장애인식 전환교육
일반유아는 자신보다 못하는 것이 많고 상황정의가 다른 장애유아를 낯설게 보고 ‘우리와 

다르다’고 인식한다. 처음에는 ‘못하니까 장애인’이었던 인식이 ‘장애인이라서 못한다’에 이르

면 장애유아를 경계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통합학 이란 공간은 일반

유아와 장애유아가 서로 다른 의미 층 간의 불 화음을 함께 조율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

이다. 그래서 이 에는 놀림의 상이 되었던 장애유아의 특성이 그 아이를 좋아하는 이유

가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계속 침을 흘려서 ‘더럽고 귀찮은’ 아이가 그래서 더 아기같이 

‘귀여운’ 아이가 된다. 어떻게 동일한 상을 다르게 지칭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답은 일반

유아의 장애인식이 환된 데 있다.16)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유아와 장애유아가 ‘얼

굴 보기’와 ‘장애유아 되기’와 같은 존재론 인 만남이 그 요한 계기이다. 

우리는 여기에 기억의 선별이라는 이 내포되어 있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 그 척도는 

통상 다수성, 다수  척도에 따라 좋고 나쁨의 단으로 분별된 기억이다. 통합학 에서 장

애유아를 처음 본 일반유아는 그들이 못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무시 한다. 이 때 일

반유아는 자신을 심에 놓고 그 척도로 장애유아를 평가하는 다수에 의해 분별된 기억에 

사로잡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지처럼 폴짝폴짝 뛰면서 “나는 이 지다”를 외치기도 한

다. 그리고 성주처럼 엉 엉  기어 다니거나 꺼풀에 비닐테잎을 붙여 지수처럼 을 내

리깔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일반유아는 ‘장애유아 되기’를 시도한다. 그런데 일반유아의 ‘장

애유아 되기’는 일반유아가 장애유아와 동일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일반

유아가 지, 성주, 그리고 지수에 한 ‘기억’을 재로 가져와 재 하면서 장애유아의 답답

함, 아픔, 불편함을 느끼고 정상성이란 다수의 척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일반유아는 이처럼 장애에 한 과거의 기억을 재로 가져와 해체하고 환시키면서 장애

인식을 재구성한다. 그러나 장애유아의 행동을 따라하는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의 ‘되기’와 

16) 장애인식의 ‘변화’는 반 인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장애인식의 ‘ 환’은 이제까지의 양상이 다른 방향

으로 바뀜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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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지는 않는다. 어떤 아이들은 단순한 ‘행동 따라하기’에서 멈출 수도 있다. 장애인식이 

새롭게 생성되지 못하고 기존의 다수성에 머무는 것이다. ‘진정한 되기’가 이루어지기 해

서는 ‘기억의 재구성’을 통한 ‘이해’가 제되어야 한다. 이해했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

실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측면은 물론 이 과는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데 일반유아의 장애인식을 환시키기 한 교육  노력을 기울일 때 반드시 주

의해야 할 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일반유아는 통합학 의 공식  분 기가 어떤 것인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이 기 되는지 알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런 일반유아는 교사의 존재

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되면 은 하게 장애유아를 차별한다. 그리고 다른 래들의 장애

유아 차별을 묵인하거나 자기들끼리 의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하기도 한다. 이런 결과는 일반

유아의 장애인식 환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장애통합의 가치를 일반유아에게 일방 으로 강요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이들을 교사의 존

재 유무에 따라 다른 역할을 연기하듯이 거짓된 자아를 형성하도록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이 계속 된다면 아이들은 타자에 한 배려보다 상황에 따른 처세

가 더 요하다고 여기지도 모른다. 따라서 장애통합을 한 유아교육은 일반유아가 ‘장애유

아 되기’나 앞서 언 한 ‘장애유아의 얼굴보기’ 등을 통해 다수성에 근거한 장애인식을 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유아가 장애유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구체 인 맥락들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통합학  유아들이 몸을 통해 많은 상징  의미

를 공유한다는 것과 그 의미가 섬세하고 다양할수록 그들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통합학  유아들에게 몸은 장애를 인식하고, 거부하고, 수용

하고, 기억하는 층 인 장소이다. 그런 이유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의존도가 높은 교육환

경이 장애유아와 일반유아의 몸을 통한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아를 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Eisner(1994)에 따르면, 논리정연하고 

수리능력이 탁월한 학생들만 큰 혜택을 받도록 고안된 평가방식 때문에, 두뇌와 재능이 뒤

져서가 아니라 그 특별한 재능이 교육제도와 환경에 부합되지 않아서 좌 하거나 배제되는 

학생들이 많다(박승배 역, 2005). 따라서 장애아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해서도 더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동작, 표정, 몸의 배치 등 비언어  기호

의 역에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장애유아와 일반유아가 상호작용을 통

해 발견한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반유아가 다양한 문

화 속에 존재하는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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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오며

푸른어린이집이 치한 경기도 행복시에는 총 16곳의 시립어린이집이 있다. 행복시가 4년 

 처음 장애통합을 시작할 당시 4곳에 불과하던 장애통합어린이집이 2006년 재 부분의 

시립어린이집으로 확 되고 있다. 통합교육기 의 양  확 는 비단 행복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여 히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반유아교육기 에서 장애통합교

육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합은 지원 산, 상 장애유아의 증가, 그리고 교육기  확

와 같은 개량  지표들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양 인 지표와 더불어 통합교육이 지향

해야할 이념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그것은 제도 ․이론  논의가 아니라 장에서 구

성해낸 ‘아래로부터’의 통합이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아래로부터’의 통합이 과연 어떤 함

의가 있는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장애통합교육은 장애유아뿐만 아니라 일반유아 모두를 포용하는 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다.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통합교육의 질은 일반유아교

육의 질과 한 계가 있다. 컨 , 학습속도의 보장과 다양한 의사소통의 수단 모색은 

장애유아뿐만 아니라 일반유아를 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학습 환경이다. 바꾸어 말하면, 궁

극 으로 장애유무를 떠나 아동 개인의 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

이다. 그 유아들 에 장애아도 있고 비장애아도 있는 것이다. 장애유아라고 모든 부분에서 

모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유아라고 모든 부분에서 모든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구나 좀 더 잘 할 수 있거나 부족한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장애유아와 

일반유아 사이에는 어떤 정상성 혹은 완 성의 양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고유

성의 질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장애유아통합교육은 통합유아교육과 일반유아교육의 상호 

의존  계를 이해한 가운데 장애․비장애의 편 한 진단  범주에서 벗어나 모든 유아를 

한 ‘개별화 교육’에 그 목 을 두어야 할 것을 함의한다.

둘째로, 일반유아의 장애유아 도와주기가 존재 지평의 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질 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장애유아통합교육의 효과에 해 비교  유사한 결론을 

내린다. 이를테면, 장애유아는 일반유아의 정상성을 학습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유아는 장애에 한 편견을 갖지 않고 배려를 배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시된 결과에 비

해 그 과정이 구체 으로 드러나지 않아 통합이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

렵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배려는 일반유아가 장애유아에게 일방 으로 베푸는 것

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 의미를 호흡하며 구성해내는 것이다. 한 그것은 장애유아와 일반

유아 모두 더 나은 교육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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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 연구결과가 장애유아통합에 해 함의하는 바를 언 하고자 한다. 그것은 장

애유아와 일반유아 모두의 교육  상생을 해 ‘ 상학  환원’이 필요하다는 이다. 그 동

안 장애유아통합 교육의 성패는 그 효율성을 높이기 한 로그램 개발에 달려있는 것처럼 

주로 한 부분에 치우쳤다. 그리고 장애유아가 통합 환경에 응하기 해 필요한 사회  기

술 훈련방법이나 일반유아의 장애유아 수용을 높이기 한 략 개발에 주력했다. 반면 장

애통합의 본질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한다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애통합교육

의 의미에 해 이야기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분 기는 통합교육을 실시하

고 있는 유아교육 장에 특정 로그램이 바로 통합의 열쇠라는 일종의 혼란을  수도 있

다. 사실 이 연구의 장인 푸른어린이집도 그런 갈등으로부터 온 히 자유롭지 않다. 푸른

어린이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내게 ‘장애통합교육을 통한 인간다움의 향상’이라는 희망

인 메시지를 풍부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어린이집 원장은 외 으로 ‘내

세울 만한’ 통합 로그램이 없다고 아쉬워한다. 그리고 장애유아를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던 

교사는 특수교육에 한 문  지식이 없다고 자신 없어 한다. 이런 를 통해서 비록 

문가 집단의 향이 크기는 하지만 결국, 연구자와 교육자 모두 장애통합의 본질  의미를 

제 로 묻지 않고 그 개념을 개해온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 근본 인 이유는 아마도 

통합의 의미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간 하기 어려운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교육은 

효과 인 로그램 개발이라는 식의 개념  범주화로부터 벗어나서 상을 있는 그 로 바

라보면, 오히려 그 의미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지 모른다. 무엇 안에는 이미 무

엇 아닌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로그램과 같은 어떤 범주를 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자’는 의미이다. 그리고 측할 수 없을 만큼 변화무 한 일상생

활 속에서 드러나는 그 로 그 존재를 바라보고 다가가면 손끝에 장애통합의 의미가 마치 

코끼리의 다리처럼 더듬어질지 모른다. 아울러 내가 푸른어린이집에서 발견한 장애유아통합

교육의 의미도 그  일부분임을 밝힌다. 장애통합교육에서 더욱 실한 것은 교수 방법이

나 략의 무제한 인 개발이 아닌 인간에 한 그리고 교육에 한 근원 인 이해다. 그리

고 이해하기 해 그 존재를 그윽하게 바라보고 그가 하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겸

허한 자세와 실천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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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ticipant Observation Study on Changes of Disabled 

and Non-disabled Preschoolers in the Inclusive Classroom

17)Kang, Hee-Yeon*

This study started out as an attempt to find out what kind of inclusion is formed by disabled 

and non-disabled preschoolers themselves in inclusive classroom settings. For this purpose, 

I chose one day-care center in Kyung-gi province that offers inclusive education, and conducted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there from March 2004 through June 2005. This 

study presents answers to the question addressing the objective of the study. 

First, disabled children were exposed to greater educational possibilities through interactions 

with non-disabled children. Not all disabled children go through the same development stages. 

The speed and degree of change in abilities varies depending on the individual. Second, 

non-disabled children exhibit changes in their conception of disability through interactions with 

disabled children. More specifically, they can b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those who are 

wary of or have a disregard for disabled peers; those who disregard disable peers while helping 

them out; and those who actively take care of their disabled peers. Still, not all children go 

through the same development stages. The speed and degree of change in conception varies 

depending on the individual. Third, these findings revealed useful implications for inclusive 

education in preschool. For inclusive educ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esire and decentralization. Desire drives disabled children to develop their ability further. 

Here, ‘ability’ is an open possibility, rather than a finite end or achievement. It should be noted 

that each individual child requires different settings, conditions, and context for fully performing 

their ability. The implication for mainstream preschool education i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change children's perception of disability. Non-disabled children may see their similarities 

with their disabled peers, but still consider them as different due to their perception of disability. 

*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ersit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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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why it is important to make efforts to change their perception of disability. Ontological 

encounters through activities like “examining the face of a disabled peer” and “becoming disabled 

peer” are found to be very effective in changing non-disabled children's perception of disability. 

Key words: inclusive classroom, disabled preschoolers, non-disabled preschool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