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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ttit 니de which is formed in the teenager years may have an inf Lienee

thro니ghout their lives as it is shaped d니ring a time when the viewpoint of morals
and values changes as intellect, emotion and sociality develop. At this, the researcher
carried out this stud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ttitudes about disabled subjects on
first grade students of middle schools who newly began adolesence, and to find out
its effect by conducting a education program for the disabled.
This study subjects one class of M middle school and one class of S middle
school which are located in G city from J 니ne 13 to July 4 in 2002 as a quasiᅳ
experimental stud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questionnaires (which had been

sed for the National S 니rvey of P 니blic Opinion

니

by the “ Central Council for Practicing the Disabled-First Plan in 1999” ) were revised
and

complemented.

For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the

instmment

of

DFS

(Disability Factor Scale), which Lee, Jong-nam (1994), Seoh, Dong-myeong (1999) and
others who had researched with them, was used by revising and complementing it to
fit this study.
To the control group, no education was given, while to the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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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cessary four series of educational programs were carried out for fifty minutes
each time a week, over four weeks. Then the latter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egree of attitudinal

changes about disabled

people by using the same ques

tionnaires. The result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pretest and the findings wer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and percentage,
test, and t_test using SPSS 10.0. As a result, in terms of

the degree of attitudinal

changes about the disabled, the res니Its of the experimental group that received
education

about the disabled

appeared

significantly higher statistically than the

control group (p= .009).
It was proved that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disabled which was used in
this study was effective for middle school students' attitudinal changes about the
disabled. Therefore, in view of this result, in order to establish a positive view
about the disabled for the general public, it was considered that developing various
education programs suitable for each subject was necessary not only for middle
school students, but also for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as well, from now on.

I . 서

의학의 발전으로 질병이나 장애를 지니고 태

론

어난 신생아의 생존율이 증가되고 육체적 결
손을 가진 아이의 삶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

1. 연구의 필요성

다 ( 김중선, 서경희 , 1998).
고도의 산업화를 이룩한 현대사회에서는 복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으

잡해진 환경요소 만큼이나 각종 사고와 질병

로 존엄성과 권리 등은 무시된 채 사회에서

으로 장애인이 급격하게 늘고있다 . 1995년 한

분리되어 천시, 멸시, 편견, 차별의 대상이 되

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

어왔으며, 건전한 사회참여나 생산활동에 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출현율은
전 인구의 2.35% (약 105만 3,000명)이었으나

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간주되어
왔다. 아직도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2000년 조사에서는 전 인구의 3.09% (약 144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 스스로가

만 9,000명)로 증가하였다 . 이 조사에서 장애

발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인의 장애인에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대한 인식과 태도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면

예방이 가능한 출생 후 원인으로 나타났다 .

도 적지 않다 ( 이익섭, 1990). 근래에 와서는
장애인의 기준을 주로 신체적 또는 지적 결

이렇듯 현대사회는 산업재해의 발생, 환경오
염의 심화, 각종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함의 정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에서 일을 할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의

수 있는 능력과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불

96.3%, 시각장애의 92.2%, 청각장애의 84.7%,

편정도 등으로 장애인을 판정하고 구분하는

그리고 언어장애의 61.4% 가 선천적 요인보다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는 사고 , 감염, 외상 등의 후천적 요인으로

현재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

발생하였다(한국보건사회 연구원，2000). 또한

은 이러한 사회적 낙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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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는 바람직
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

누구나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어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중학생들에게 교육

사고 방식은 장애인의 재활을 더 어렵게 할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수 있으므로 장애인을 막연한 동정의 대상으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로 생각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였다.

웃으로 받아들이는 일반인의 태도 변화가 필
요하다 . 최근에는 장애인을 사회의 수많은 소

2. 연구의 목적

수집단 중의 하나로 보고 그들의 여러 가지

본 연구는 G 시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을 대

차이점을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점차 인식해

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장애

가고 있다(원종례，2001).

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후에 장애인에 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장애
인 개인의

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자아개념 (강순희, 1989; 권순미，

1986；김은정，1993; 차현미，1988)에 관한것
들이

많았다. 장애인에

같다.

대한 태도연구(김일

1) 중학생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

명, 1988；류수경，1988；박성애, 1984)도 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정상아동의 장애아에 대한 수용정도를 알아

2)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장애

보고자 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일반아동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의 중

한다.

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의 변화가 필요함을 느
끼면서도 실제 적극적 시도는 부족했고 태도

3. 연구가설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 취학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의 장애인

전 아동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
로

했었던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

것에서 (하승연, 1996; Favazza,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Philipsen & Kumar, 2000；Favazza & Odom,
1996；Home, 1995) 앞으로는 중학생과 고등

“장애인

학생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태도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

는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지속

의 태도 점수보다 높을 것이다.”

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방향으
로 태도의 수정이 가능하다 . 따라서 자아와

n.

주체성이 확립되고 사희성이 발달하는 청소
년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장애인에 대

문헌 고찰

1. 청소년기의 특성

한 태도가 고정되기 전에 장애인에 대한 긍

청소년들은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인물들

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

이다. 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균형잡힌 발달

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이 우리나라 ,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안녕 및

정서 발달 및 사회성의 발달과 더불어 자아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만큼 이들

를 발견해 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장

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문제는 중대하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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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청소년의 의식구조를 살펴보년 청소년들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신, 신체，사회적인 면

권위주의와 권위의식을 싫어하며 가정, 사회,

의 균형잡힌

학교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또

들 청소년들이

성장과 발달이

요구된다(김문

청소년들은 인간관계에

실, 1997).

대해서 거리를 싫어

청소년기는 12세에서 23세에 이르기까지의

한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위나 위계형

시기를 의미하며 이 시기를 일컬어 제2의 탄

식과 절차,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인간관계

생기, 반항기, 부정기 또는 폭풍과 긴장의 시

Tr 소외와 비인간화의 원인이 된다고 느끼벼 ,

기라고 하는데 , 한국의

청소년은 전체 인구

위대한 영응을 따르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

의 29.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985년

의 사랑을 받는 스타를 좋아하고 형식과 형

보다 약 10% 가 증가된 것이다( 김문실, 1997).

식주의를 싫어한다.
이와같이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지나 성인기에 이르는

청소년기는

내 • 외적으로

모든

과도기로서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함께

면에서 변화되고 발달되는 시기이며，의식면

심리적 , 사회적으로 심한 혼란과 복잡한 변

에서 변화하기 어려운 고정된 의식이 아니

화를 겪어 내 • 외적 경험을 통합하고

성숙

의 기초를 형성하며 , 발달특성이 변화무창하

라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의식의 유연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긍정

고 성취해야할 과제가 복잡한 시기이다 . 특

적인 태도 형성을 위해서

히

는 교육프로그램의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성적 성숙이 나타나고 , 자기
의 존재를 의식하며 자기의 내적■성신적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자아 발견의

청소년들에게 맞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2. 태도의 개념 및 태도변화에 영향을

시기이

미치는 요인들

며, 직관적, 구체 적 사고로부터 비직관직 , 언
어적 , 추상적

사고로 발전하는 지적 발달의

특성이

시기이다( 김성일, 1997). 도덕

행동의 차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

변화하는

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태도는 행위 (action)의

및

있는

가치관이

시기로서

과거에는

개념적으로 볼 때 태도는 개인들의 사회적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주로 자

근거가 되고 또 행위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

기가 행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부모나 다른

며 직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랐으나 청소

여 학습되는 것이다. 태도는 어릴 때부터 충

년기에 이르면 자신이 속한 집단의 행동 기

분히 성숙된 것이 아니며, 자아 인식이 발달

준에 비추어 행동하는 방향으로 도덕 및 가

되기 시작하고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것을

치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 또한 정서발달과

배우는 3-4세 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경

사회성 발달의 특징이 있는데, 사회성 발달

험을 통해 점차 학습되는 것이다. 한 개인이

은 많은 이유에서 비롯되고 ( 신은숙, 1999) 사

태도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한

회적 관계의
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뜻하며 그들의

관계는

더욱

확대되고

경험이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행동범위도

태도를 갖게 될 것이므로 만약 장애인에 대

더욱 넓어지게 된다. 즉, 청소년의 삶은 사휘

한 긍정적인 경험이 더 빈번했다면 장애인에

적 관계에서

대한 태도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루어지고

자 연 • 사 회 • 일이

모두 하나이며 스스로 그 전체의 일부로서
전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개인의

독특성을

유지한다 (Fogarty, 1993).

태도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각기 다른

측면이 강조 되면서 정의가 다양하다. 1935년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에서 “태도는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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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하여 형성 조직된 반응을 위해 준
비된 정신적 혹은 신경적 상태로서 그에 관

인하여 호의적 태도를 갖게 한다.
여러가지 태도 이론들에서 나타난 것을 보

대한 개인들의

면 태도의 형성과 변화가 유전적인 것보다는

반응이며 이것은 지시적 혹은 역동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즉 경험을 통하여 학습된다고

련된 모든 대상물과 상황에

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김성

한다.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으로서

일’ 2000).

의 독립변인들은 여러 요인으로 분류할 수

김대수(1993)는 태도란 한 행위의

대상에

있지만 최근에 Petty와 Wegener(1998)가 여

대하여 선택된 가치에 쏠리는 마음의 자세，

러 요인들을 통합하여 인지적 • 정의적 ■행동

마음의 능력 정도라고 하였고，한규석 (1995)은

적 과정으로 분류하였고 , Hovland(1953) 등

태도란 사람들이 대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 메시지 학습이론을 토대로 정보의 수용과

마음의 자세 , 양태라고 하였다. 이러한 태도의

정, 즉 내적인 매개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개념은 그 구성요소에서 볼 때 세 가지 요소

정보와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극요인이

인 인지적 요 소 , 정서적 요 소 , 행동적 요 소 로

개인의

내면적 과정에

의해서

태도 변화를

구분할 수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야기 시킨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TV 광고

구분에 동의하고 있다(한규석, 1995; Chaiken,

는 상품에 대한 유쾌한 감정을 야기시켜 이

Wood, & Eagly, 1996；McGuire, 1985). 인지

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적 요소 (Cognitive component)는 태도 대상

태도란 사람들이 대상에 대하여 지니고 있

에 대하여 소비자가 갖고 있는 긍정적이거

는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으며 주 영향

나 부정적인

요소

요인으로는 환경적인 영향，즉 경험이라고 할

(Affective component)는 태도 대상에 대한

수 있다. 이와 같이 태도 변화는 복합적인 요

신념과

지식을， 정의적

전반적인 평가로서 좋은지 싫은지의 평가를,

인들과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

행동적 요소 (Active component)는 태도 대상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효과가 나

과 관련된 호의적 혹은 혐오적으로 취하는

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행동의 면을 말한다고 하였다 . 대부분의 경우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중재가 필요하며 또한

태도를 구성하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

태도 변화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

소는 일관성 있게 조직되는 경향이 있고, 행

도록

동을 구성하는 속성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그

사료 된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들
을 살펴보면 , 태도는 인간의 다른 심리적 특
성과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유전적 요인 , 생
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따라

형성된다

(McGuire, 1985). 질병，약물，충격과 같은 생
리적 변화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대상과의 접촉, 부모와 동료집단
의 영향, 교육，각종 의례활동 등이다 . 대상과
의 직접적인 접촉은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경
험이 될 때 태도 형성을 촉진시키며，특히 자
연스러운 상황에서 대인 접촉은 친숙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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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태도 개선

방법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보면 일반아동은 장애아동을 호의적으로 받
아들이지 못하고 통합된 환경에서도 빈번하게
거부하며 학습이나 사회적 기준에 못 미치는
아동에게 언어적 학대를 가한다고 한다(김성
애, 1998).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통합된 환
경에서 교사가 일반아동들로 하여금 장애아
동들과 상호 작용하도록 촉진하지 않으면 일
반아동들은 장애아동들을 놀이대상이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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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의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 (Frea，

인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Craig-Unkefer, Odom, Johnson, 1999；Odom

장애인에

& Brown, 1993)을 볼 수 있어 연령에 따른

( 김미경，1999；김영성，1999；최은영，1999)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인식의 시기는 학자마

비해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

다 다르나 대체로 4세 경에 시작된다는 것이

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저조한 편이다 .

지배적이다 (윤혜경, 1991).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은

태도의 형성과 변화가 유전적인 것 보다는

역동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며 다른

환경과 경험을 통하여 학습되기 때문에 장애

프로그램(직접 혹은 간접적인 접촉, 토의 등 )

인 교육을 담당한 교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과 함께 적용될 때 효율적인 기술로 이용될

할 수 있다. 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가

수 있으며, 몇가지 중재방법을 조합하여 정보

일반아동에게 긍정적으로 보였을 경우 장애

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을 함께 제공하는

아동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것이

태도가 긍정적으

효과적이라는

Salend(1994)의 주장이

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윤혜경 , 1991) 교사의

설득력이 있다. 장애체험은 신체영역에서 많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장애아

이 다루어지고 다른 기술과 같이 사용되는

단순한■물리적 접촉

경우가 많이 있으며，장애에 대한 태도 개선

동과 일반아동 사이의

자체가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긍정적

연구에

인 태도가 형성이 되거나 그들 간에 긍정적

1993).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오

빈번히

적용되는

기술이다 (정선화，

여러가지의 방법들로 조합하여 사용한 연

태도를 갖게 되거나 이전에

구들을 보면，정선화 (1993)는 초등학교 5학년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더 강화시키는 기회

학생을 대상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된 프로그

가 될 수 있다(정선화，1993; Favazza, Phillip-

램을 5일 간격으로 1회 40분씩 실시하여 대

sen, & Kumar, 2000).

상자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감

히려 부정적인

이종남 (1994)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멸시를

정적，행동적 측면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받으며 무능력자로 취급되었으며 장애를 가

있었으며, 하승연 (1996)은 4，5세 유치원생들

지고 있는 것은 곧 특유의 성격을 소유하고

을 대상으로 복합적 방법으로 구성된 장애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졌고 객관적으로

에 대한 태도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상

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 주관적으로는 열등한

자들의 장애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

존재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에 대한

타났다. 서동명 (1999)은 일반고등학교 1학년

편견의 형성요인은 어느 한 사고 방식에 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청소년과 통합

유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며 시대

활동 프로그램을 한달 간격으로 9개월간 총

적 사상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10회를 실시하여 일반 청소년의 장애 청소년

한다.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결

Favazza와 ᄋdom(1997)은 장애인에

대한

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고, 이들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바람직한 상호작

부정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된 여

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중재 전략으로 체

러 방법들은 정보전달，책 읽기 및 비디오 시

필요하다(Odom,

청과 슬라이드의 제시, 모의 장애체험 등 이

계적인 프로그램의

지원이

Zercher, Li, Marquart & Sanddall, 1997；

었다. 이 중에서도 정보 전달과 더불어 장애

Sale & Carey, 1995)고 하였다 . 그러나 장애

체험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

중학생들의 태도에 미치는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효과

많은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유치원생이

고,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는

나 초등학생이었고 청소년 대상의 연구는 저

실험군 33명, 대조군 33명으로 총 66명이었다.

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

3. 연구 진행 절차

나는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중학생들에게 장애

1) 대상학교의 교장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

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위해 정보전

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

달과 더불어 장애체험의 기회를 갖게 하여 장

2) 대상학교의 학교 보건교사에게 협조를

애인에 대한 태도변화 효과를 살펴보았다.

구하였다 .

3)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m.

고 동의를 구하였다 .
4)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험군 , 대조군을 대

연구 방법

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연구 설계

5) 실험군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

주 1회 50분씩 총 4회의 교육프로그램을

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4주에 걸쳐 실시(부록 1 참고)하였으며,

위해 실시하는 유사실험 연구로 비동등성 대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군 사전사후 설계를 사용하였다(그림 1).

1차시 : 우리나라 장애인의 실태와 정보
전달 수업 및 관련된 경험 토론 .

Pretest
Experimental
group

Oj

Control group

0,

Education
Program
X

2차시 : 장애인에 관한 비디오 도토리의
Posttest

집 I 시청.

3차시 : 장애인에 관한 비디오 도토리의
02

집

n

시청.

4차시 : 장애체험의 기회 제공.

O2

6)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

Fig. 1. Research design

조군에게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 대상자

4. 연구 도구

본 연구는 2002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

연구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

지 4주간 실시되었으며，G 시에 있는 중학교

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2개교(M 중학교와 S중학교)의 1학년 남 • 여

성 5문항，장애인에 대한 태도측정을 위한 4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주 50분씩 실시되

문항으로

었다. M 중학교의 1학년에 재학중인 1개 반을

특성은 1999년 장애인 먼저 실천 중앙협의회

실험군 으 로 , S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1개

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장애인

반을 대조군으로 본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

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던 설문지를

였다.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구성하였는데, 대상자의

일반적인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대상자가 35명씩이었

태도측정은 이종남(1994)，서동명 (1999) 등

으나 연구도중 결석 및 조퇴, 오른쪽 팔의 골

이 사용한 DFS(Disability Factor Scale)를

절 등 개인적인 사정과 불성실한 대답으로 탈

본 연구자가 대상자에

탁한 실험군의 2명과 대조군의 2명을 제외하

사용하였다 . DFS (Disability Factor Scale) 는

37

맞게 수정 보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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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6 점 척

sequences)：장애인은 심리적으로 왜곡된

도이다 . 하위 척도는 무조건적인 거부, 왜곡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

된 동일시, 추론된 정서장애, 손상되지 않은

는 태도이다. 사전 검사의 Cronbach ' s

타 기능의 제한, 권위주의적 태도, 친교의 거

alpha값은 .786, 사平 검사의 Cronbach ,s

부，접촉시 긴장이다.

alpha값은 .782이었다.

본 연구의 사전 검사 Cronbach's alpha값
은

.860, 사푸검사

4) 손상되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 요인 (Im-

Cronbach's alpha값은

puted functional limitation)：장애인 능력

.836이었다.

에 관한 요인으로 신체 어느 기관에 장애
를 입으면 그 기관의 기능만이 부분적으

장애인 태도요인 분석척도의 하위 요인과

로 또는 전체적으로 불가능하게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되는데,

그것이 개인 능력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
이라고 믿는 태도이다. 사전 검사의 Cron-

1) 무조건적인 거부 요인 (Generalized rejec

bach ' s alpha 값은 .766, 사早 검사의 Cron-

tion)：장애아에 대한 지식이나 철학도 없

bach ' s alpha값은 .819이 었다.

이 장애아 분리 교육이나 지역사회에서의

5) 권위주의적 태도(Authoritarian virtuous-

분리를 바라며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반

ness)：장애인 편에 서서 장애인을 옹호하

대하는 태도이다. 이 요인은 장애인 차별

는 생각과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전

검사의

애인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 난 것으로 믿

Cronbachs alpha값은 .858, 사후검사의

으며 이상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한

Cronbachs alpha 값은 .813 이었다.

다. 특히 자신은 건강한 자로서 장애인에

2) 왜곡된 동일시 (Distressed identification)：

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인내하는

입장에

장애와 죄를 동일시하는 태도이며, 나아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서는 장애와 반응자 자신의 약점을 동

사전 검 사의 Cronbach s alpha값은 .757,

일시하는 태도이다. 사전 검사의 Cron-

사早 검사의 Cronbach's alpha값은 .769

bach s alpha값은 .784, 사후 검사의 Cron-

이었다.

bach's alpha값은 .775이었다.

6) 친교의 거부(Rejection of intimacy)：가까

3) 주본된 정서장애(Inferred emotional con

운 관계，특히 친족관계를 거부하는 것으

Table 1. Contents of disability factor scale
Number of Item
Disability factor scale
Generalized rejection
Distressed identification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Authoritarian virtuousness
Rejection of intimacy
Interaction strain

1--43
7
5
8
6

(8, 13, 16，21，25’ 29, 40)
(10，15，26，31’ 39)
(7, 9, 18，22, 32，34，41，42)
(5, 6，11，24，28，37)

4 (4，14，17，33)
6 (2，3，19’ 27, 35，38)
7 (1，12，20，23，3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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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 s alpha값은 .827이 었다.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인에서는 장애인

장애인 태도 요인 분석척도의 항목별 구성

과 결혼을 하겠느냐 라는 반응자의 직접 감
정이 개입되는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 사전

은 표 1과 같다.

검사의 Cronbach ' s alpha값은 .862, 사후
검사의

5. 자료분석 방법

Cronbach ' s alpha값은 .830이었다.

7) 접촉시 긴장 (Interaction strain)：장애인과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

접촉할 때 불안, 긴장 또는 창피한 감정을
느끼는 태도이다. 이 요인을 측정하는 문

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항은 장애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로 표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대한 두 군의

분명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상대하기가

사회적

동질성 검증은 x2-test로 분석하였다 . 장애인

싫은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사전 검사의

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 측정에 관한 문항들

Cronbach s alpha값은 .858, 사투 검사의

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으며 , 실험군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p.(n=33)

Cont.(n=33)

n(%)

n(%)

Gender
male
female

13(39.4)
20(60.6)

13(39.4)
20(60.6)

.000

1.000

Religion
have
have not

24(75.0)
9(25.0)

20(60.6)
13(39.4)

7.937

.094

Family type
extended
nuclear

4(12.1)
29(87.9)

14(42.5)
19(57.5)

6.600

.143

below middle school
high school
above college

0( 0)
8(25.8)
23(74.2)

3( 9.1)
11(33.3)
19(57.6)

3.796

mother below middle school
high school
above college

0( 0)
15(48.4)
16(51.6)

6( 9.1)
17(51.5)
10(30.3)

4.638

.098

7(21.2)
26(78.8)

3( 9.1)
30(90.9)

1.886

.170

Characteristics

Education
father

Financial status
high
middle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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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조군의 장애인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의

‘하’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한명도 없었다.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실험전 장애인 태도 요인에 대한 대
조군고ᅡ 실험군의 동질성 검증

IV.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7개의 하위영역에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장애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의 동질

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는 장애인 태도 요인
척도와 7개의 하위 영역 모두에서 실험

성을 X2-test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분석

없었다(표 2).

군과 대조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대상자 중 성별 분포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없었다(표 3).

각각 여자가 60.6% 로 여자가 많았으며, 종교

3.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는 실험군에서 75.0% 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
고 대조군 에서는 60.6% 가 종교를 가지고 있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효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는 실험군과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인 태도요인

대조군에서 각각 87.9%, 57.5% 로 핵가족 형

척도의 무조건적인 거부， 왜곡된 동일시，추

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부모의 교

론된 정서장애，손상되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

분석

육 수준에서 ‘부’의 학력은 실험군과 대조군

권위주의적 태도, 친교의 거부, 접촉시 긴장을

에서 각각 대졸이상이 74.2%，57.6% 로 많았

실험 전 • 후에 측정하여 비교하였다(표 4).

으며 , 다음이 고졸，중졸이하의 순으로 나타

1) 장애인 태도요인
factor scale)

났다 . ‘모’의 학력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각
각

대졸이상이

48 .49-0,

51.6%,

30.3% 이고

고졸이

분석척도 (Disability

실험군의 총 태도점수는 실험 전 2.43에서

51.5% 로 나타났다.

가정 생활 수준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각

실험 후 2.78로 증가하였고 , 대조군은 실험

각 ‘중’이라고 응답한자가 78.8%, 90.9% 로 가

전 2.51에서 실험 후 2.49로 감소하였으며 두

장 많았으며 ‘상’은 21.2%, 9.1% 로 나타났고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9).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isability factor scal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Disability factor scale
Disability factor scale
Generalized rejection
Distressed identification

Exp. (n=33)

Cont.(n=33)

M±SD

M±SD

2.43± .57

2.51土 .43
2.49± .45

2.40土 .58
2.65±1.03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Authoritarian virtuousness

2.32土 .74
2.35+ .78
2.42+ .83

Rejection of intimacy'
Interaction strain

2.27+1.09
2.5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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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
.488

2.67± .87
2.58± .50

.698
.670
.097
1.626

2.48± .65
2.28± .89
2.47士 .78
2.63± .56

.723

.505
.923
.109
.472

- .645
.861
.282

.521
.392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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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education program on disability factor scale and its seven subscales
Pretest

Posttest

M+SD

M+SD

2.43士 .57
2.51土 .43

2.78土 .38
2.49土 .43

.35士 .59
- .02土 .54

Generalized rejection
Exp.
Cont.

2.40土 .58
2.49± .45

2.65土 .45
2.48+ .55

Distressed identification
Exp.
Cont.

2.65±1.03
2.67± .87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Exp.
Cont.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Exp.
Cont.

Disability factor scale

Difference

t

M 土SD

P

Disability factor scale

2.713

.009

.25土 .71
- .01+ .80

-1.408

.164

2.98+ .90
2.67± .74

.33+1.09
- .01+1.19

-1.205

.232

2.32± .74
2.58± .50

2.50± .60
2.53± .64

.18土 .87
- .05士 .80

-1.106

.273

2.35+ .78
2.48± .65

2.96+ .55
2.37士 .85

.61+1.00
- .11土 .92

-3.204

.004

2.42+ .83

2.48土 .69
2.06± .73

.06+ .90
- .22土 .96

-1.223

.226

2.28+ .89

Rejection of intimacy
Exp.
Cont.

2.27+1.09
2.47土 .78

3.03± .86
2.55+ .81

.76±1.21
.08+1.09

-2.399

.019

Interaction strain
Exp.
Cont.

2.57+1.00
2.63± .56

2.86± .71
2.78+ .77

.28土 .94
.16土 .93

一 .553

.582

Exp.
Cont.

Authoritarian virtuousness
Exp.
Cont.

一

2) 무조건적 인 거부 (Generalized rejection)

2.65에서 실험 후 2.98로 증가하였고 , 대조군

실험군의 무조건적인 거부 점수는 실험 전

은 실험 전 2.67에서 실험 후 2.67로 변화가

2.40에서 실험 후 2.65로 증가하였고 , 대조군

없었으며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

은 실험 전 2.49에서 실험 후 2.48로 감소하

다(p= .232).

였으며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주론된 정서장애(Inferred emotional con
sequences)

(p= .164).
3) 왜곡된 동일시(Distressed identification)
실험군의

왜곡된 동일시

점수는 실험 전

실험군의 추론된 정서장애 점수는 실험 전

2.32에서 실험 후 2.50으로 증가하였고 ,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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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실험 전 2.58에서 실험 후 2.53으로 감

으며 , 정상적인 사회참여나 생산활동 참여의

소하였으며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

능력이 없는 것처럼 간주되어 온 것이 우리

었다 (p= .273).

나라의 실정이었다 .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을
막연한 동정의 대상에서 우리와 함께 현대사

5) 손상되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

실험군의 손상되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 점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교육

수는 실험 전 2.35에서 실험 후 2.96으로 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다. 특히

가하였고，대조군은 실험 전 2.48에서 실험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변환기에 있는 청소년

후 2.37로 감소하였으며 두 군 사이에 유의한

들은 교육을 통하여 태도변화의 가능성이 높

차이가 있었다(p= .004).

을 것으로 사료되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6) 권위주의적

태도(Authoritarian virtu

ousness)

태도변화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였다.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인 교육의

실험군의 권위주의적 태도 점수는 실험 전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학생들이 지

2.42에서 실험 후 2.48로 증가하였고，대조군

적으로 우수하면서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인

은 실험 전 2.28에서 실험 후 2.06으로 감소
하였으며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p= .226).

간미가 넘치는 조화로운 전인격적 인간, 즉
자연이나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종합적인 안
목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균형잡힌
사람으로

7) 친교의 거부 (Rejection of intimacy)
실험군의 친교의 거부 점수는 실험 전 2.27
에서 실험 후 3.03으로 증가하였고 , 대조군은
실험 전 2.47에서 실험 후 2.55로 증가하였으
며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19).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학교 교육은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을
해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 이에 21세기에는 교
육의 방향이나 방법이 달라져야 하며 교사의
책임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일반적인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함으로
써 이웃과 교류하며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하

8) 접촉시 긴장 (Interaction strain)
실험군의 접촉시 긴장 점수는 실험 전 2.57
에서 실험 후 2.86으로 증가하였고 , 대조군은
실험 전 2.63에서 실험 후 2.78로 증가하였으
며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며，이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태도가 먼저

변해야 한다. 그러나 태도는 새로운 경험이나
정보 습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
으로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
므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

.582).

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
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그만

V. 논
장애인은

사회적

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 최근에는 장애인을 사

의

취약계층으로

회의 수많은 소수 집단 중의 하나로 보고 그
존엄성과

권리 등이 무시된 채 사회에서 분리되어 왔
고 천시，멸시, 편견，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

들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구성원의 다양성으
로 점차 인식해 가고 있으며，이에 따라 통합
교육을 추구하며 평생교육 체제속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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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능력과 욕구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간이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게 어렵지

수 있는 다양한 수직 적 • 수평적 교육체제의

않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프로그

이루어지고 있다( 백은희，곽승철, 전

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였다 . 본 연구자가 교

모형이

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보건교사의 도움을

병운 및 김종인，2001).
사이에

많이 받았는데，이제는 학교에서 보건교사에

장애를 가진 학생을 포함시키는 물리적 통합

게도 보건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통합교육이란

단순히

일반학생들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학생

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 통합환경에서 교사

이 신체적 ■사회적으로 학교 생활 및 학생들

가 일반아동들로 하여금 장애아동들과 상호

의 활동에 완전히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작용하도록

의미하며(김윤옥，1997) 통합교육은 주로 초

장애아동들을 놀이대상이나 상호작용의 대상

촉진하지

않으년

일반아동들은

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 온천초등

으로 선택하지

학교(2000)에서의 통합교육 결과를 보면, 장

et al., 1999；Odom & Brown, 1993). 이에 보

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일반아동 모두 서로

건시간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

의 이해의 폭과 정도가 확대되어 개인의 독
특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학교문화를 만들

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교육에서 전인적 교육으로 탈바꿈하는데 보

어 낼 수 있었으며 장애아동들의 학력과 사

건교사가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학교 안

희적응 능력이 향상되었고 일반아동들이 갖

에서 보건교사가 일반 다른 교사들에게도 이

않은 것을 볼 수 있다(Frea

실시하고

지식위주의

고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좋은

러한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심성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

해서 설명하고 교육시켜 학교 교사들로 인해

대

과를 보면 학교에서 교사가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

교육을 할 때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을 없애는데 앞장서야 한다.

변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통합교육 실시나 장애인에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가족의 형태는 대부
분 핵가족으로 과거의 대가족 형태와는 다르

대한 연구 및

장애인의 자아개념 둥의 연구가 주로 초등학

게 조부모의

영향보다 부모 형제의

영향을

교 학생이나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가족의

것을 볼 수 있어 이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집력과 적응력이 자녀의 자아 존중감과 정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장애는 질

적 상관이 있고(한경미，1990), 가정환경은 이

병이 아닌 현재의

미 습득된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능적 상태를 의미하는

이상복, 2001)

것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Lee, Park & Chang,

더욱

1998).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스스럼

부모 형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없이 친구가 되었을 때 사회에서 만나게 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증가시키므로(이정미와

본 연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조

는 장애인들과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러운 이

사한 사전 • 사후 차이 비교에서 장애인 태도

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시하면서

요인 분석 척도(P= .009), 손상되지 않은 타기

가장 조심스러웠던 점은 선행연구에서 아동

능의 제한(p= .004), 친교의 거부(P= .019)에

중심의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중학생을 대상

서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대상자에 맞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이 장에인에 대한 태도에

본

연구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프로그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램을 실시할 때 알맞은 대상자의 인원과 시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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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비 장애아동의 태도를

태도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

장애인에

(방명애와 김우영, 2000; 정선화，1993; 하승연,

1995) 교육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상자

대한 수용도가 저하되므로 (Home,

1996； Favazza, Phillipsen, & Kumar, 2000) 과

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서동명 (199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고 본다.

실험군의 각 하위영역에서의

변화 결과로

'는 '손상되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 영역과 ‘친

VI. 결론 및 제언

교의 거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장애인들은 대부분 어린아이처럼 의존
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도움을 주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1.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

교육 과정 중 비디오 시청 내용에 장애인들

들의 장애인에

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

과 결국 그들이 노력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

전사후 설계로서 유사실험 연구이다.

하고 자립에 성공하는 내용이 영향을 주었을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2002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G 시에

것으로 여겨진다. ‘접촉시 긴장’ 영역의 ‘장애

있는 M 중학교 1개 반을 실험군으 로 , S중학

인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교 1개반을 대조군으로 하여 실험군 33명 대

느낀다’라는 문항과 ‘장애인을 대할 때 그들

조군 33명을 대상자로 하였다.

이 사용하는 지팡이나 목발 , 의자차，의수 등

연구 도구로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 내게는 섬짓하게 느껴진다’라는 문항에서

알아보기 위해 1999년 「
장애인 먼저 실천 중

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도 비

앙협의회」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던

디오 교육을 통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모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 태도 측

장애체험을 통하여 목발，의자차, 지광이 등

정은 이종남(1994), 서동명 (1999)등이 사용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직접 접촉하게

DFS (Disability factor scale) 를 본 연구 대상

한 것이 부정적인 느낌을 감소시켜 긍정적인

자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무리 다루기 힘든 성격인자# 지니고 태

분석하였으며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어났다고 할지라도 중재프로그램을 약 3년간

와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지속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 성격으로 순화

두 군의 동질성 검증은 x2-test로 구하였다 .

결과 (Bryant & Maxwell,

장애인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에 관한 문항들

1997)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 실험군과 대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시키

조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의

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

차이는

가

가능했다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인 프로그램의 실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분석 결과，연구가설 “장애인 교육을 받은

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연구 대상자를 중학

실험군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교육을

생 이상으로 더 확대하여 고등학생 이상에게

받지 않은 대조군의 태도 점수보다 높을 것

까지 학교의 '교육과정으로는 물론이고 일반

이다”(p= .009)는 지지되었다 .

인들에게도 가정 및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관

결론적으로 대상자인 중학생들의 장애인에

여겨진다 . 그리고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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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의

김성일 (2000). 청소년의 가치관 교육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

태도변화 원리의

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프로그램이다 .

구，11(1), 41-87.

응용 . 한국청소년연

김성애 (1998). 통합교육 n; 실행적 측면에

2. 제언

서의 최상의 실제. 제 1회 이화 특수
교육 연수자료집，이화여자 대학교 특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

수교육과，368-394.

언을 하고자 한다.

김영성 (1999). 통합교육에 따른 일반학급 아
동의 특수학급 아동에 대한 수용 태

1.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는 매우 중요

도 .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하므로 학교 및 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에
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교육의 중요성을 인

김윤옥 (1997). 특수아동 완전통합 교육을 위
한 미국의 동향과 한국적 과제 . 특수

식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를 바란
다.
2. 교육의 프로그램이 각각 대상자의 연령별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되어 교육현장
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3. 지역사회의 자원 봉사자，자원인사를 활용

교육연구 , 4 ，45-72.
김은정 (1993). 지체장애 청소년의 레크레이
션 활동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 성
심 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일명 (1988). 정박아에 대한 일반학생의 인
식 연구 .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노력을 활성화
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바

김중선，서경희 (1998). 저출생 체중 미숙아의
발달 및 학습상의

란다.

제문제에 관한 고

찰. 정서 • 학습장애 연구， 14(1), 25-

44.
류수경 (1988). 장애동료의 의사소통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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