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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의 개념 및 인식 변화

통계로 보는 장애

(1)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 어떤 특징이 있나?
①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5명은 장애인
▸ 우리나라 장애 인구(등록장애인)는 2017년 기준 총 267만 명, 출현율은 5.39%이다. 즉 인구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이다.

등록장애인 수와 추정장애인 수 변화 추이

장애 출현율

※ 출처: 2017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② 남성장애인 비율 높으나, 여성장애인 비율 점차 증가
▸ 전체 장애 인구 중 남성장애인이 58%, 여성장애인이 42%로 남성장애
인의 수가 더 많다.
그러나 10년 전(남성: 61%, 여성: 39%)에 비하면, 여성장애인의 비율
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체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인구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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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연령별 장애인 분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46.6%로, 2014년에 비해 3.3% 증가하였다.
▸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됨에 따라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향후 장년장애인 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 65세 이상 비율(장애인 vs 전체 인구)
주: 전체인구 자료– 장래인구추계(통계청)
※ 출처: 2017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③ 청년층이 많은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 장애인구 중 청년층(0~39세)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이다. 반면 신체적장애(청각, 지체, 시각,
뇌병변)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가장 크다.
▸ 이는 대부분의 지적장애가 선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신체적 장애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애 유형별 연령대 비율(%) 2017

∙ 주 1: ‘장애 유형’은 비율이 높은 상위 5개만 비교, 단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친 것임.
2: 장애 유형별 연령대 비율(%) = (장애 유형별 해당 연령대 / 장애 유형별 인구) × 100
∙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2017
※ 출처: 한눈에 보는 2018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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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장애가 88%
▸ 2017년 기준 장애 원인은 88.1%가 후천적 질환(56%)이나 사고(32.1%)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천적 원인은
5.1%에 불과하다.

※ 출처: 2017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2

다른 나라의 장애인 현황

2013~2017년 OECD 32개국 평균 장애인 출현율은 14.9%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5.6%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각 국가별 인구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
▸ 호주: 활동의 어려움 또는 보조 기구 필요 여부, 도움 필요 여부 등 핵심적인 활동제약이 있는 사람
▸ 캐나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수준의 특별한 제약이 있는 사람
▸ 한국: 의사의 소견으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람
▸ 뉴질랜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로 판정된 사람
▸ 유럽국가: 이동, 걷기, 보기, 듣기, 기억 및 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미국: 청각, 시각, 인지, 보행, 자기 관리,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2) 각 나라별로 장애인 출현율에 대한 정의 및 측정
▸ 유럽국가: 15~65세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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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24~68세로 산출
▸ 캐나다: 15세 이상 연령만 산출
▸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전 연령으로 산출

<표 1> 2013~2017년 OECD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및 고용률
구분

장애인출현율 장애인고용률

OECD-32

14.9

47.6

그리스

7.1

35.5

네덜란드

13.6

42.7

노르웨이

20.1

50.6

뉴질랜드

24.0

45.0

덴마크

15.1

46.7

독일

14.9

51.5

룩셈부르크

21.2

62.5

미국

12.8

27.7

벨기에

13.9

40.7

스웨덴

16.1

66.2

스위스

17.4

69.0

스페인

8.1

44.3

슬로바키아

10.3

31.9

슬로베니아

18.6

47.0

아이슬란드

19.2

66.9

아일랜드

5.3

29.8

에스토니아

18.5

49.5

영국

16.7

47.6

오스트리아

23.5

60.3

이스라엘

16.0

57.0

이탈리아

8.6

45.6

일본

5.6

48.6

체코

8.3

38.6

캐나다

13.7

53.6

터키

17.6

41.1

포르투갈

17.2

51.0

폴란드

14.2

33.9

프랑스

21.1

56.2

핀란드

22.3

60.8

한국

5.6

50.2

헝가리

13.2

23.7

호주

17.9

48.1

비고
Eurostat, ｢2011 EU Labor Force Survey｣, 2015

Eurostat, ｢2012 European health and social integration survey｣, 2015

State of Israel Ministry of Justice Commission for Equal Rights of Persons
with Diablilties, ｢People with disabilities in Israel facts & figures｣, 2015
일본 내각부, ｢2013 장애인백서｣, 2013
후생노동성,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2017
Statistics Canada,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12｣, 2013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 조사｣, 20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장애인 경제 활동 실태 조사｣, 2016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Australia：Summary of Findings,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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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의 개요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표 2>와 같다. 일반적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70%
이상이 일반 학교에 배치되어 교육을 또래와 함께 받고 있다(교육부, 2018). 일반 학교 특수 학급, 일반 학교
일반 학급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 교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특수 교사 못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표 2> 교육적 배치 환경별 특수교육 현황
(단위: 개, 명)

주 1) 전일제통합학급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함.
주 2) 2010~2018년 학교수 전체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중복된 학교가 제외된 수치임.
※ 출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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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학급 수

특수교육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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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는 영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에 제시된 법적 기준에
의하면 기타를 포함한 11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표 3>은 각 장애 영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3> 특수교육대상자 11개 영역 및 선정 기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관련 <개정 2016. 6. 21>)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012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 _ 이론편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이 중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주로 나이가 어린 영유아 혹은 9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용되는
용어로, 특정 장애로 아직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또래보다 낮은 발달 상태를 보이는 경우에 사용된다. 발달지체를
개념화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다른 장애 영역과 대등한 장애 영역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발달상의 지체로 인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린 아동에게 사용되는 보다 유연한 용어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발달지체
범주는 특정 장애 범주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전반적인
발달 문제를 보이는 영유아 및 아동들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볼 수 있다(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6).
또한 통합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 관련한 몇 가지 개념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후
안내되는 세부 내용 중 곳곳에서 등장하게 될 개념들이지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몇
가지 법적 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개념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 제2조(정의)에서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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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
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인력지원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
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ㆍ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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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장애를 가진 친구와 함께
학교 생활하기1)

생각해 봅시다!

<장애를 대하는 태도>
▹장애를 잘 모르는 친구는 복도를 지나가다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출입문을 통과하는 장애를 가진 친구를 만날
때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손이 불편해 발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장애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장애를 열등하거나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의 장애를 부각하여 ‘장애를 극복한 사람’으로 영웅시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태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될 수 있다.
▹만약 출입문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휠체어를 탄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화가에게는 장애가 우선시 되는 것보다 자신의 그림 실력과 작품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나와 다르며, 장애는 일반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은 장애인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 사회의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심한
장애도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미성숙한 사회 여건에서는 경미한 장애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1) 본 내용은 장애인식개선(장애인고용공단, 2019) 자료를 재인용하여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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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1) 지적장애(학습장애) 쉽게 이해하기
▹지적장애 학생들도 적절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적장애인은 등하교
훈련을 통해 혼자서 등하교가 가능하다.
▹인지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니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지적장애 학생과 이야기할 때에는 쉬운 표현을 사용하며 활동 지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이해도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지도를 할 때에는 익숙해질 때까지 시범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업 시간, 적절한 학교 복장, 교실 내 규칙 등을 반복하여 설명한다.

(2) 자폐성장애 쉽게 이해하기
▹변화가 적은 일 등 개인의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수업 시간표를 구조화한다면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자폐성장애 학생은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불안해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예행연습이 필요하다.
▹학교의 일과가 조정된 경우(체육대회, 소풍 등)에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사전 훈련을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돈을 계산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3) 의사소통장애 쉽게 이해하기
▹의사소통장애가 있다고 지적 능력이 낮은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장애 학생 역시 청각장애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입 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거나 수어, 메모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가 개발됨에 따라 언어장애인 학생도 발표나 토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소통장애 학생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화할 때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생 중 전화 통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팩스, 이메일 등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생이 천천히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다. 또한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더라도 당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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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체장애 쉽게 이해하기
▹다리에 장애가 있더라도 직접 체육 활동 시 달리기를 하는 등 이동에 제약이 없는 경우도 있어 체육 수업 시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한다. 체육 수업을 준비할 때도 참가할 이들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보장구를 착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계단이나 문턱 등은 이동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다.
▹도움을 줄 때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뒤 행동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스스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 설명할 수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학생을 위해 교실의 자리 공간을 마련한다.
▹장애인 학생이 오면 문을 열어주거나 잡아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장애인 학생의 팔이나 지팡이, 휠체어를 잡아주는
것보다 교실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더욱 편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장애인 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문을 잡아주고 문을 닫을 때는 보장구가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애인 학생이 사용하는 휠체어, 목발 기타 보장구는 사적인 물건이므로 사용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용자의 손이 닿지 않은 곳으로 옮겨놓지 않아야 한다.
▹교실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져 다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지체장애인 학생이라도 체육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팔이나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며 휠체어를 타고 하는 스포츠 경기나 활동도 있으므로 체육 행사나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때
어떤 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뇌병변장애 학생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더라도 학습보조기기나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할 경우 학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넘어졌을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움을 주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일어나는 것이 더 편한
경우도 있다. 도와줄 때는 넘어진 사람을 잡지 말고 팔을 내밀어 잡고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함께 걸어갈 때 보행속도를 맞추어 걷는 것이 좋다.
▹음료수를 권할 때는 빨대를 꽂아 주는 것이 편할 수 있으나 미리 물어본 후 준비하도록 한다.
▹안면장애 자체가 학업을 수행하는 데 큰 제약이 되지 않으므로 여러 교과에 참여하여 학습할 수 있다.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 한여름에도 긴 상의를 입거나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빤히 쳐다보거나 무리하게 모자나 장갑 등을 벗게 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안면장애인 학생의 경우 습도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높거나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환경은 피해야 한다.

(5) 시각장애 쉽게 이해하기
▹많은 시각장애 학생이 보장구 없이 혼자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전맹(全盲)의 시각장애인 학생도 안내견이나 지팡이를
이용하여 혼자 등하교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교과서 및 학습지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제한적으로나마 일반
교육 환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컴퓨터 화면 확대 프로그램, 확대 독서기, 음성 출력 프로그램 등과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을 할 수 있다.
▹학교 복도나 통로에서 마주쳐 인사를 하게 될 때에는 가까이 왔을 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좋다. 멀리서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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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 누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인지 모를 수도 있다. 인사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동행인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소개한다. 수업 중 토의 중이거나 발표, 말을 시작할 때도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내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혼자 라인을 따라가며 배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급식실 구조가
복잡하거나 혼잡한 경우에는 의향을 물어본 후 대신 급식을 받아 가져다준다.
▹음식의 순서는 기준점을 잡아 시계 방향으로 알려주면 좋다.
▹시각장애 학생이 학습하는 교실의 교구를 새로 배치하거나 복도, 통로 등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 미리 양해를 구하고,
바뀐 후의 배치나 구조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는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설명한다.
▹물건을 전해줄 때는 무슨 물건인지 간단히 설명한다.
▹시각장애 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교실이나 화장실 등의 출입문은 반쯤 열린 상태로 두지 말고 완전히 열어두거나
닫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학교 내 건물 구조와 시설물은 단계적으로 차츰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하되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부터 점차
먼 곳으로 넓혀나가는 것이 좋다.
▹길을 알려줄 때는 이쪽, 저쪽과 같은 애매한 표현 대신 시각장애인 학생의 위치를 기준으로 몇 발짝 앞, 몇 미터
앞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시각장애 학생과 동행할 때는 흰 지팡이 반대편에 서고 시각장애인 학생이 동행인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6) 청각장애 쉽게 이해하기

▹언어 대신 다른 수단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청각장애인 학생은 대부분의 학교 활동에서 참여할 수 있다.
화상 전화기, 소리 증폭 장치, 핸드폰 문자 서비스 등 최근에는 언어 대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모든 청각장애인 학생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메모(필담)를 통해서 혹은 입모양을 보고(구화)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 학생도 있으며 보청기를 사용해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국어와 함께 ‘수어’를 법적 공용어로 지정했다.

▹청각장애 학생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할 때는 눈을 보면서 입 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반복하여 말해준다.
▹청각장애 학생과 대화를 할 때 의미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하면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
▹수어 통역사를 통해 대화를 할 경우 수어 통역사가 아닌 청각장애인 학생을 향해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
▹청각장애 학생이 함께한 가운데 비장애인과 대화할 때에는 대화 내용을 청각장애인 학생에게 간단하게 설명하여
상황을 공유하도록 한다.
▹청각장애 학생에게 교수를 할 때에는 시범을 보이거나 글로 써서 설명한다.
▹수업 진행 상황을 중간 중간 확인하고 청각장애인 학생에게 이야기 할 기회를 준다.
▹수업에 관한 내용이나 학교 행사 등 공지 사항은 미리 게시판에 알린다.
▹화장실 문에 ‘사용 중’을 알림 표지를 설치하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장치들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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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 바뀐 장애 용어 이해하기

① 정신지체 ➜ 지적장애
▸ 이전에는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완전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정신지체’라고
명칭 했다.
▸ 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지체 용어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지적장애’로 변경(2008.2)되었다.

② 정신분열증 ➜ 조현병
▸ 과거 ‘산산이 조각난 정신’이란 의미로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 부정적인 인식으로 2011년부터 ‘조현병’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조현병은 현악기가 조율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의 상태와 유사하여,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간질 ➜ 뇌전증
▸ ‘간질’ 자체가 잘못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2014.7)되었다.

④ 발달장애
▸ 발달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중분류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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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장애 공감 교육의 실제

장애인 친구를 대하는 바른 표현법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실례가 되는 말을 할까봐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주의할 점과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

(1) 장애보다는 사람이 먼저
▸ 장애보다는 사람을 먼저 봐야한다. 장애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특성 중에 하나일 뿐이다.
▸ ‘OO 장애인’보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가장 좋다.

(2)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 ‘장애인’이 맞다. 말 그대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하며, 법정 용어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중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다.
▸ 처음에는 ‘장애자’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자’는 한자로 者(놈 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비하한다는 논란이
생겼다.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장애인을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 ‘장애우(장애를 가진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령대가
다양한 장애인을 모두 장애우라고 호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장애가 없는 사람
▸ ‘비장애인’이 맞다.
▸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정상인, 일반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장애가 비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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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를 앓고 있다?
▸ 장애는 앓거나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다.
▸ 장애는 한 개인이 평생 갖고 살아가야 하므로 ‘장애를 앓다’보다는 ‘장애가 있다’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5) 병신? 정신병자?
▸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때 ‘병신’, ‘정신병자’ 등 비속어를 사용할 때가 있다.
▸ 친한 친구들끼리 장난스럽게 사용하는 비속어도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나를 말하는 건가?’라고 오해하고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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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를 통해 생각해보는 장애 공감 교육

▸ 직접 장애인을 만나보고 오랜 시간 함께 지내지 않았다면 장애 유형과 특성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장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장애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 다만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장애가 모두 옳은 것은 아니며, 전체 장애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자.

정신적 장애 관련 영화
미투(2010)
▹다운증후군인 주인공 ‘다니엘’이 직장 동료인 ‘라우라’와 친해지지만, 점차 라우라
를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의 장애를 돌아보고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
※ 출처: 네이버포스트

템플그랜딘(2010)
▹자폐성장애를 가진 템플 그랜딘이 시각적인 단서로 사물을 바라보는 특성을
활용해 세계적인 동물학자로 성공하게 된 과정을 담은 영화
* 현 콜로라도 주립대 교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 출처: 아시아경제

괜찮아 사랑이야(2014)
▹정신의학과를 배경으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과 사랑을
다룬 드라마
▹현실과 환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주인공(조인성)을 통해 조현병에 대해 알 수
있음
※ 출처: SBS사이트

그것만이 내 세상(2018)
▹한물 간 복서인 주인공(이병헌)과 천재적인 피아노 연주 실력을 가진 서번트증후
군 동생(박정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 같은 감동 스토리

※ 출처: 위키백과

증인(2019)
▹살인 사건을 목격한 자폐아 소녀(한송이)를 증인으로 변호사(정우성)가 함께 사건
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을 다른 영화로,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새로운 방향을 시도한 영화
※ 출처: 네이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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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관련 영화
달링(2017)
▹바이러스 감염으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주인공 ‘로빈’이 인공호흡기가 장착
된 휠체어를 이용해 중증장애인도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영화
※ 출처: 네이버포스트

두 개의 빛: 릴루미노(2017)
▹시력을 차츰 잃어가고 있는 주인공 ‘인수’가 사진 동호회에서 시각장애인 ‘수영’을
만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모습을 담은 영화
* 릴루미노: 저시력 보조기기(VR) 명칭
※ 출처: 네이버포스트

글러브(2010)
▹국내 최초 청각장애 야구부인 충주 성심학교 일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로 아마추어
고등학교 야구부를 전국 대회에 진출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도전기를 그린
영화
※ 출처: 네이버포스트

킹스 스피치(2010)
▹말더듬증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영국 국왕 ‘버티’가 국민들을
위해 언어치료를 받고, 감동적인 연설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

※ 출처: 네이버포스트

원더(2017)
▹선천적 안면 기형 장애를 가진 주인공 ‘어기’가 처음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며
성장해가는 영화
▹“외모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죠.”
※ 출처: 네이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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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공감 권장도서
한권의 책 ‘마음의 눈으로 오르는 나만의 정상 1’

▹제목 : 마음의 눈으로 오르는 나만의 정상 1
▹저자 : 에릭 와이헨메이어
▹출판사 : 시공사
▹출판일자 : 2001년 08월
▹내 용 : 서른두 살, 망막박리증이라는 희귀한 유전병으로 열세 살에
완전히 시력을 잃은 에릭 와이헨메이어는 지난 2001년 5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며 세계 등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
다. 이 책은 그가 신체의 장애, 세상의 편견, 그리고 수많은
절망의 순간들과 싸워 이긴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출처 : LIBRO(http://www.libro.co.kr/)

한권의 책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제목 :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저자 : 이승복
▹출판사 : 황금나침반
▹출판일자 : 2005년 08월
▹내용 : 사지마비 장애인 의사 이승복의 인생 드라마. 어렸을 때 미국으
로 이민을 가 체조를 배운 저자는 전미 올림픽 상비군의 촉망받
는 체조선수였으나, 훈련 도중 사고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된다.
그 후 미국 명문 다트머스 의대,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 수석
졸업을 거쳐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홉킨스 병원의 수석 전공
의가 되기까지 그의 지치지 않는 희망과 열정, 눈물과 감동의
이야기를 담았다.
▹출처 : LIBRO(http://www.lib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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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의 책 ‘달려라 형진아’

▹제목 : 달려라 형진아 (어린이를 위한)
▹저자 : 이현오
▹출판사 : 엠씨에스
▹출판일자 : 2005년 04월
▹내용 : 영화 <말아톤>의 주인공, 배형진의 이야기. 유독 초코파이만
고집하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던 형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모는 형진이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자폐 진단을
받게 된 형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이상 행동은 변함없고,
슬옹이는 형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창피합니다. 특수학교로
진학한 형진이는 엄마와 함께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든 <말아톤>은 배형진의 실제 이야기이
다. 자폐라는 한계를 딛고 마라톤을 훌륭한 기록으로 완주한
배형진. 그것에 그치지 않고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배형진의 실화는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
사한다.
▹출처 : LIBRO(http://www.libro.co.kr/)

한권의 책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의 일기’

▹제목 :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의 일기
▹저자 : 고정욱 지음 / 이희아 엮음
▹출판사 : 파랑새어린이
▹출판일자 : 2003년 10월 24일
▹내용 : 양 손에 두 개씩밖에 없는 손가락, 무릎 이하로는 절단된 다리.
희아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아는
전국학생음악연주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피아노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누구보다 밝고 명랑한 성격을
지닌 소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희아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
터 써 온 일기들을 모은 것으로 힘겹지만 꿋꿋하게 견뎌 온
지난 시간들을 보여줍니다.
▹출처 : LIBRO(http://www.lib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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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영화 ‘어둠속의 댄서’

▹영화제목 : 어둠 속의 댄서(Dancer in the Dark)
▹제작연도 : 2000
▹제작국가 : 덴마크, 미국
▹장르 : 드라마 뮤지컬
▹등급 : 12세 이상
▹상영시간 : 139분
▹대상 : 학생용
▹내용 : 체코 출신의 이민자인 셀마는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공장 노동자. 뮤지컬에 쏟는 열정과 애정
만이 그녀에게 답답한 삶으로부터 위안을 제공해준다. 셀마에게
는 홀로 간직해 온 비밀이 있는데 그것인 즉 그녀가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리라는 것. 게다가 그녀의 아들 진마저도 곧 수술
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과 똑같은 운명을 밟게 될 처지다. 아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그동안 아무도 몰래 돈을 모아왔던 셀마.
이 문제로 이웃 경찰관 빌과 다투던 셀마는 그만 빌을 죽이게
되고, 그녀의 삶은 비극적인 드라마를 향해 치닫게 된다.
▹출처 : 네이버(www.naver.com) 영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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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정의

(1) 구성적 정의
장애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최근 몇십 년간 지속적으로 변화해 오면서, 장애는 사회의 요구와 개인의 능력
간에 부조화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회-환경적 관점의 장애 모델이 강조되고 있다(Thompson,
Wehmeyer, Shogren & Seo, 2017). 사회-환경적 관점의 장애 모델은 장애를 인간의 기능성의 상태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기능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원받는 정도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지적장애의 구성적 정의를 재구축하려는 노력 또한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미국 지적장애⋅
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이하 AAIDD)는 1992년
지적장애(당시 지적장애라 명함) 9차정의 편람을 출판하면서 사회-환경적 관점의 장애 모델을 공식적으로 소개하였
고, 그 후로 인간 기능성의 다차원적 접근과 지원 요구에 대한 학계 및 현장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집중되어 오고
있다(서효정, 전병운, 임경원, 2018). 또한 11차 지적장애 정의 분류 및 지원 체계 매뉴얼(Schalock et al. 2010)에서
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로 용어를 공식적으로 변경하였다. 국내에서도 2007년 ｢장애인
복지법｣ 및 2016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정신지체 명칭을 지적장애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지적장애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 및 개인 가치의 저하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사회-환경적 관점에서 지적장애 명칭에 내포된 구성적 정의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 조작적 정의
지적장애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AAIDD(2010)는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
동 양 영역에서 중요한 제한성을 가진다. 이러한 제한점들은 18세 이전에 시작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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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의 세부 판별 기준이 조금씩 변화되어 오긴 하였으나, 지적장애를 조작적으로 정의내리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영역(지적기능, 적응행동, 장애 발생 시점)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서효정, 2014).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5>와 같다. 국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령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적기능성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며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
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특수교육법｣ 정의에서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의 제한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
발생 시점 혹은 발달시기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표 5> 지적장애 조작적 정의를 위한 3가지 영역
영역

설명

지적 기능

지적 기능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평가도구의 측정 표준오차, 도구의 강점⋅약점을 고려하여 대략
평균보다 2표준편차 낮은 지능 기능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Schalock et al., 2010).
적응행동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기능하기 위해 배운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기술의 집합체”
(Luckasson et al., 2002, p. 14)로 정의된다. 적응행동에 제한성을 가지는 것은 아래의 ①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행동 중 하나, 혹은 ②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기술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측정도구
전체 점수에서 평균보다 약 2표준편차 이하의 수행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행동

장애 발생 시점

1) 개념적 기술: 언어, 읽기와 쓰기, 금전 개념, 시간 개념, 수 개념
2) 사회적 기술: 대인적 관계 기술, 사회적 책임감, 자아존중감, 피괴성, 순진성 (경계심), 규칙과 법
준수, 피해당하지 않기,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
3) 실제적 기술: 일상생활 활동, 작업 기술, 금전 관리, 안전, 건강 관리, 여행/이동, 일정/일과 계획,
전화기 사용
지적장애의 조작적 정의는 지적장애의 발생 시점을 포함한다. 지적 기능 및 적응행동의 양 영역이 만
18세 이전에 나타나야 한다.

또한 지적장애를 개념화할 때, 앞서 언급한 지적장애 정의의 핵심요소 요건 외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필수적인
가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현재 기능상 제한은 반드시 개인의 또래 연령 집단과 개인이 속한
문화적 배경을 포함한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타당한 평가는 문화적⋅언어적 다양성뿐
아니라 의사소통, 감각, 운동, 행동상의 차이점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개인이 지닌 제한점은 강점과 함께 나타난다.
넷째, 개인이 지닌 제한점을 묘사하는 목적은 필요한 지원의 프로파일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적절한
개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지적장애인의 생활 기능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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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 시 고려사항

장애를 고정된 것이 아닌 유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환경의 요구와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다차원적 기능”으로
개념화할 때, 개개인의 지원 요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지원 요구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형태와 정도를 의미한다. 지적장애 학생들의 지원요구를 측정하고 측정된 지원 요구에 따라 개인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접근성, 통합의 증대 및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단기적으로는 개인이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고 개인 역량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즉, 단편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인들
의 개별 지원 요구에 따라 개별화된 지원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도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개인의
지원요구
측정

지원 계획의
수립⋅실행⋅
평가⋅점검

개인적 관점:
역량 향상, 개인 목표 달성


지역사회 접근성 확보 및
통합 증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환경적 관점:
지원체계 확립



※ 출처: 서효정, 전병운, 임경원(2018)

<그림 1> 지원정도척도 활용을 통한 인간 기능성 향상

(1) 인지 및 학업적 요구
지적장애학생들이 가지는 인지 및 학업적 요구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주의집중, 기억, 학습
동기, 자기조절, 지각, 일반화 능력, 추론하는 능력 등에서 결함을 보인다. 학습 시 초인지 능력을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적용한다거나 고차원적으로 사고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또한,
지적장애 학생은 말을 시작하는 연령이 또래 학생들에 비해 늦고, 일부 지원 요구가 높은 중도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발화가 아닌 대체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지 및 학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 학생들을 교육할 때는, ① 개념을 쉬운 용어로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거나 익숙한 사진⋅동
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② 과제의 절차를 면밀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각 단계를 모델링을 통해 명료하게 지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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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분석), ③ 일반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반복학습 혹은 지역사회 환경 내에서 특정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거나,
④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적 기술(혹은 기능적 학업기술)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서효정, 2019).

(2) 신체적 요구
지적장애 학생의 체력 수준은 또래에 비해 낮은 편이며(Londeree & Johnson, 1974) 과체중 및 비만 경향을
보인다(Eichstaedt, Wang, Polpacek, & Dohrmann, 1991; Li, Fujiura, Magana, & Parish, 2018). 지적장애
학생은 또래와 유사한 발달 경향을 보이지만 발달 속도는 느리고, 운동 숙련도는 정상범위 내에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체력의 차이는 생활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 지적장애 학생들 가운데에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원시반사
및 자세반사가 사라지지만, 극히 일부의 지적장애 학생은 몸을 세우거나 균형을 잡는 동작,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에서 심한 지체를 보인다.
지적장애 학생은 또래들과 비교하여 기본 운동기술과 패턴에서 크게 지체되어 있는 편이다. 보통은 생후 12개월이
되면 걷기가 시작되지만 이들은 16~24개월이 지나야 걷기가 가능한 학생들이 있다. 운동기능에서도 이들은
또래들에 비해 지체되어 있는 편인데, 즉 던지기, 받기, 차기 등의 조작 운동, 걷기, 구르기, 달리기, hopping,
galloping, skipping 등의 이동 운동, 앉기, 서기, 제자리에서 피하기 등과 같은 비이동 운동 등에서도 어려움을
보인다. 이들의 지체된 운동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체 부위를 인지할 수 있는 놀이,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움직임 자극 활동, 그리고 원시반사 및 자세반사를 제어할 수 있는 활동을 체육 시간에 실시해야 한다.
지적장애 학생들이 또래 비해 운동수행 능력이 지체되는 원인은 성장과 성숙의 지연, 과제 경험의 부족, 근력
및 협응력 부족, 운동 양식 미발달, 수행해야 할 개념 이해 곤란, 늦은 반응 시간, 양질의 체육 결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Auxter, Pyfer, & Huettig, 2005). 이들에게 운동기능 과제를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제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과 이해하기까지의
주의 집중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교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때 시범과 언어적 지시를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함을 암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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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es, LD)

정의

(1) 개념적⋅법적 정의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2008)｣에서 학습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학습장애
란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개념적으로
학습장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 진단을 통한 선정에 있어 모호성이 많다.
｢미국장애인교육법(IDEA, 2001)｣에서는 학습장애를 특정 학습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 학습장애란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법, 수학적 계산하기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명백한 언어, 말하기 또는
쓰기의 이해나 사용에서 하나 이상의 기본적인 심리적 과정의 장애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지각 장애, 뇌손상,
최소 뇌기능장애, 난독증, 발달적 실어증을 포함한다. 그러나 시각 또는 청각, 운동장애, 지적장애, 환경적⋅문화적⋅
경제적 불리함의 결과로 인한 학습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IDEA, 2001). 여기서 ‘특정’이라는
단어는 학습장애 아동이 특정 영역(예: 읽기, 말하기, 셈하기 등)에서만 학습 수행이 어렵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말로써, 다른 학습 영역에서는 적어도 평균 능력 혹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Kavale &
Forness, 1999).
미국학습장애협의회(National Joint Committee on Learning Disabilities, 1988)에서는 학습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Hammill, 1990). 학습장애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추리 혹은 산수능력의 습득과 사용에
현저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이질적인 장애 집단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이들 장애들은 그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고, 중추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의한 것으로 가정되며, 일생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자기조절행동, 사회적
지각,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것들만으로 학습장애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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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는 다른 장애상태들(예: 감각적 손상, 지적장애 그리고 사회적 행동⋅정서장애), 혹은 환경적인 영향들(예:
문화적 차이, 불충분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교수 그리고 심인성 요인들)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태나 영향들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조작적 정의
개념적 및 법적 정의에 맞추어 실제 학습장애 학생을 선별하고 진단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는 <표 6>과 같이
한국학습장애학회(2013)에서 제안하고 있다.

<표 6> 한국학습장애학회에서 제안한 학습장애 조작적 정의
기 준 안

비 고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
을 만족시켜야 한다.
1조건 : (선별 및 의뢰) 각급학교의 장 또는 보호자는 아래의 1) 또는 2)
중 하나의 경로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함.
단, 보호자가 진단⋅평가를 의뢰할 경우, 진단⋅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서 직접 의뢰할 수 있음.
1) ① 기초학력 진단평가, 교과학습 진단평가, 또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부진학생으로 선별된 결과, ② 학습장애 선별
검사(<부록 2> 참고)에서 학습장애 위험군으로 선별된 결과,
③ 학생의 학업 수행이 또래에 비해 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교사의 관찰 결과 중 하나 제출
2) 외부 전문기관(의료기관, 상담실, 아동센터, 클리닉 등)의 학습장
애 관련 검사 결과 제출

- 학습장애 선정 절차 -

1단계 : 선별 및 의뢰
<각급학교의 장 및 보호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 하나를 제출함
①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부진학생으로 선별된
결과
② 교과학습 진단평가에서 부진학생으로 선별된
결과
③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부진학생으로
선별된 결과
④ 학습장애 선별 검사에서 학습장애 위험군으로
선별된 결과
⑤ 학생의 학업 수행이 또래에 비해 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교사의 관찰 결과
※ 기존 지침의 중재반응(3개월 이상의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소집단 규모의
⑥
외부 전문기관의 학습장애 관련 검사 결과
보충학습이나 방과 후 학습)과 최소 3회 이상의 중재반응 평가 결과는
⑦
부모가
직접 의뢰할 경우, 진단평가 의뢰서를
요구하지 않음
작성하여 제출
※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2단계 : 진단⋅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 ① + ② + ③을 모두 제출함
3조건 : (학력) 표준화된 개인별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에서 하위 16%ile(백 ① 지능검사 결과
② 학력진단검사 결과
분위 16) 혹은 –1 SD에 해당하는 자
③ 배제요인 검토 결과
4조건 : (배제요인) 다른 장애(예, 감각장애, 정서⋅행동장애)나 외적 요인
3단계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예, 가정환경, 문화적 기회 결핍)이 학습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
되는 경우는 제외 (단, 학습의 문제가 다른 장애나 외적 요인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 위의 1~3
심사(검사 결과 및 제출자료 등 검토)를 거쳐 학습
조건을 만족시키면 학습장애로 진단하여야 함.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
2조건 : (지능) 표준화된 개인별 지능검사 결과에서 전체 지능지수가 70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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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 정의에 대한 논쟁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 비장애학생과
구별해 내어 진단할 수 있고, 이를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느린학습자,
학습부진, 학습장애 등은 개념적 이해로서는 명확해 보이나, 실제적으로 한 학생을 만났을 때 학습장애를 다른
장애나 학습부진 또는 느린 학습자(혹은 경계선 지능)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학교 현장에는
존재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의 경우 모두 느린학습자, 학습부진, 학습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원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편이고, 이들에 대한 개념, 지식 수준, 분류 기준 등이 매우 산만하여 학교 현장 학습장애
영역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강은영, 박성희, 2018). 따라서 학습장애 진단뿐만 아니라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방향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지닌 학생을 고려한 수업을
계획하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학습장애 학생을 포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장애의 하위 유형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여기서는 특수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류 체계를 따르고자 한다. 학습장애의 분류는 <표 7>과 같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김애화, 김의정, 김자경, 최승숙, 2013; 한국특수교육학회, 2008).

<표 7> 학습장애 하위 유형
분류기준

하위유형

발달적 학습장애

구어장애, 주의집중장애, 지각장애, 기억장애 및 사고장애

학업적 학습장애

읽기장애

단어인지 읽기장애, 읽기유창성 읽기장애, 읽기이해 읽기장애

쓰기장애

철자 쓰기장애, 작문 쓰기장애

수학장애

연산 수학장애, 문제해결 수학장애

비언어성 학습장애 언어능력에 강점이 있으나, 공간지각능력, 운동능력, 사회성 기술과 같은 비언어성 능력에 현저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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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장애 학생 지도 시 고려할 사항

(1) 인지적⋅학업적 요구
학습장애 학생은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잠재력에 비해 낮은 학업적 성취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고, 낮은 학업 성취가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는지에 따라 학업적 학습장애 하위유형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개별 학습장애 학생의 개인 내적 학습능력 간의 불일치(불균형) 혹은 중복된 학습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강은영, 김진구, 2019). 연령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성공 경험이 부족하고,
또래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한 좌절감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학습 능력의 차이는 계속 더 벌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학습장애 학생의 학습 동기, 자아개념 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강은영, 김진구,
2018).
학습장애 학생은 사회적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미성숙한 행동, 지나친 위축 혹은 의존성,
주의집중 부족 및 산만, 충동적 행동, 동기 결여, 지나친 순진함, 그리고 따돌림이나 괴롭힘 피해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정리해보면 학습장애 학생은 첫째, 읽기, 쓰기, 수학 등의 기본적 학습에 대한 어려움, 둘째, 주의집중장애,
지각장애, 운동기능장애, 기억장애 등의 인지적 어려움, 셋째, 주의 산만, 낮은 자아개념, 자신감 결여 등의 사회-정
서적 어려움을 나타낸다(Auxter, Pyfer, & Huettig, 2005). 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아동들은 정해진 시간에 과제를
수행하고 학업을 성취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며(Bishop & Beyer, 1995; Milne, Haubenstricker & Seefelt, 1991),
언어 개념을 이해하고, 특히 단기기억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나타낸다(Hallahan, Kauffman, & Lloyd, 1999).
학습장애 학생은 매우 다양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 일부 학습장애 아동은 숙련된 움직임을 보이거나 뛰어난
운동선수로 활약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학습장애 학생은 비장애학생에 비해 발달상의 지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Harvey & Reid, 2003). 이들은 광범위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행동을 보이며, 이러한 다양한
차이가 그들의 움직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Milne et al., 1991). 또한, 이들은 좌절, 정서적 불안정,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를 나타내며, 스트레스 통제와 자기조절 능력이 낮고, 정서 자극도 잘 수용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에서도 어려움을 나타낸다(Dunn & Leitschuh, 2006).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강박, 충동성, 사회적 위축, 과잉행동 등의 사회⋅심리적 적응 문제를 나타내며, 낮은 자아개념과 자기만족감을
나타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학습장애라는 범주는 하위 유형에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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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도 시 고려할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학습장애 학생의 특성과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합체육 수업에서 학습장애 학생이 가지는 인지적,
학업적인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신체적 요구
신체적 특징 중 체력 측면에서 학습장애 아동은 신체 인지와 근운동 감각지각에 결함을 보이며, 학습장애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보다 윗몸 일으키기, 50야드 달리기, 소프트볼 던지기, 1.5마일 달리기 등에서 낮은 운동능력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정적인 놀이를 좋아하고, 사회 적응력도 일반 아동에 비하여 낮았다고 한다(Dunn, &
Watkinson, 1994; Gottlieb, Berkell, & Levy, 1986). 이러한 모습은 학습장애 아동들의 여가 활동이 수동적이며,
외롭게 혼자서 노는 활동을 좋아함을 보여준다. Sherrill(2004) 역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또래 아동과
비교해 협응력이 낮았다고 하였다. 특히,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공간 지각이나 방향 정위, 서툰 운동
동작을 보이며, 팔과 다리도 일반 아동에 비해 과신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반면, Sherrill(2004)은 동일한
연구에서 체육 교사들이 학습장애 아동들에게 매일 체육 활동을 제공했을 때 표준 점수가 또래 아동과 수준
및 그 이상이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근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에서 또래
아동에 뒤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특히, 학습장애 아동들은 발과 눈을 사용한 협응력 운동이 손과 눈을 사용한
협응력 운동보다 좋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 이들에게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체력 상태는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체육 교사들은 학습장애
아동들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학습장애 학생의 기능 측면에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출생 후 2세까지는 주의력, 활동 수준, 성격 등의
문제를 가지며(Blumsack, Lewandowski, & Waterman, 1997), 어떤 상황에서 놀이를 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
또래 아동들과 같은 운동기능을 보여주지 못한다. 예컨대, 이들은 느리게 달리고, 상체를 이용하여 운동하거나
공을 받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Auxter, Pyfer 및 Huettig(2005)는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의 운동능력이
또래 아동과 차이가 있는 이유를 첫째, 신경생리학적 차이, 둘째, 감각 지각 과정의 차이, 셋째,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 넷째, 언어능력의 차이, 다섯째, 기억 결핍, 여섯째, 짧은 주의력 문제라고 하였다. 이러한 운동기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신경계 기능 운동, 평형성, 소근운동, 감각운동 등을 실시한다면,
이들의 운동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기능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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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MD-Ⅱ, Bruininks-Oseretsky Test를 통하여 정확한 운동능력을 파악한 후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의 능력에
맞는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다양한 움직임 및 행동 패턴을 보인다. 어떤 학습장애 아동은 숙련된
움직임 동작을 보이거나 훌륭한 운동선수로 활약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학습장애 아동은 또래 아동에
비해 발달상의 지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Harvey & Reid, 2003). 이러한 발달상의 지체는 능력의 결함이라기보
다는 경험과 동기유발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Sherrill, 2004).
인간의 감각계는 특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 역시
감각계의 영향을 받으며, 감각계 결손은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의 기능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감각계
손상은 서투른 공간적 방향 감각, 신체 지각 및 신체상의 미성숙, 서투른 시지각 운동 협응, 협응 및 균형 감각
부족 등을 나타낸다.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은 바로 이러한 감각계의 손상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
▸ 첫째, 달리기, 던지기, 잡기와 같은 기본적인 대근운동기술의 지체
▸ 둘째, 몸의 부분들을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고 제어하는 협응력의 곤란
▸ 셋째, 다양한 거리와 각도에서 물체를 인식하고 추적하는 등의 시지각 판단 곤란
▸ 넷째, 신체적 경험을 통한 물리적 지식을 논리적이고 산술적인 경험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향
▸ 다섯째, 음의 높낮이, 세기, 리듬, 그리고 소리의 방향을 구별하는 청지각에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장애 아동의 운동기능과 관련된 감각계 문제를 고려하여 체육 교사들은 이들이 운동기능 결핍을
보완 및 향상시킬 수 있는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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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정서 ․ 행동장애
(Emotional and Behavioral Disadbilities, EBD)

정의

(1) 개념적⋅법적 정의
정서⋅행동장애는 불안정한 정서와 감정 상태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 이러한 정서⋅행동장애를 정서 혹은 감정 상태에 이상이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정서장애’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행동장애’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에 의하면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정서⋅행동장애’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특수교육 영역에서는 정서장애라는 용어보다 행동장애라는 용어를 더 선호해 왔다. 그 이유는 장애영역
을 표현하는 데 행동장애라는 말이 정서장애라는 말보다 장애를 덜 낙인화시킨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정서장애 영역과 관련된 30여 단체들의 모임인 미국의 국립정신건강 및 특수교육협회(National Mental Health
and Special Education Coalition)에서는 ‘정서⋅행동장애’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하였다. 그 후 많은 전문가들은
이 용어를 가장 적절한 용어로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에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8)｣에서 정서⋅행동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정서⋅행동장애라는 용어는 법률, 학문, 개인과 단체마다 매우 다양한 용어 및 분류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정서⋅행동장애를 정의하는 목적(교육자, 법률가, 의사 등)이 다르고,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측정해야 하는 정서⋅행동장애 판정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에 의하면,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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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첫째, 지적, 신체적 또는 지각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 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
둘째,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 관계에 부정적 문제를 지닌 자,
셋째,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넷째, 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다섯째,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2) 교육적 분류
정서⋅행동장애의 교육적 분류는 외현화된 행동과 내면화된 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현화된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정서⋅행동의 어려움이 표출되는 상태를 뜻하며, 여기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
애(ADHD), 품행장애, 반항성장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내면화된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서⋅행동의 어려움이
외부적으로 표출되기보다는 내적으로 어려움이 깊어져가는 상태를 뜻한다. 내면화된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정서⋅
행동장애 교육적 분류에는 불안장애, 우울장애 및 양극성장애, 조현병, 틱장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보이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은 산만함과 과잉행동 혹은
충동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며, <표 9>는 DSM-V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 기준이다.

<표 9> DSM-V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 기준
A.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달 수준에 맞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1) 또는 (2)를 만족시킨다.
(1) 주의 산만 증상(6개 이상)
a. 학업, 일, 기타 활동 중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부주의한 실수를 자주 한다.
b. 과제 수행이나 놀이 중 주의집중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자주 갖는다.
c. 다른 사람이 앞에서 말할 때 자주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d. 지시를 따라오지 않거나 학업, 심부름, 업무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e. 과제나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에 곤란을 자주 겪는다.
f. 지속적으로 정신을 쏟아야 하는 일을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자주 있다.
g.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것을 자주 잃어버린다.(예: 숙제, 연필, 책 등)
h.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
i. 일상적인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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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행동(a-f)⋅충동성(g-i) 증상(6개 이상, 만 17세 이상인 경우 5개 이상)
a. 손발을 가만두지 않거나, 자리에서 꼬무락거린다.
b.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자리를 뜬다.
c.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달리거나 혹은 기어오른다.(성인은 안절부절못함)
d. 조용하게 놀거나 레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e. ‘쉴 새 없이 활동하거나’ 혹은 마치 ‘모터가 달린 것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f.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g.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해 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h.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자주 어려워한다.
i.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무턱대고 끼어드는 경우가 자주 있다.

B. 이러한 증상이 12세 이전에 있어야 한다.
C. 적어도 2군데 이상(예: 학교와 가정)에서 이러한 증상이 존재해야 한다.
D. 사회 활동, 학업, 직업 기능의 방해 혹은 질적 저하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E. 조현병의 경과 중이거나 혹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해리장애, 성격장애, 물질급성중독 혹은 금단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정서⋅행동장애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두드러진 문제를 보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혹은
사회적 관습에 따라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한동기, 2009). 이와 함께 사회적 부적응도 정서⋅행동장애에
포함될 수 있으며, 사회적 부적응은 환경 결핍(가난, 영양부족, 범죄 집단 가입, 부모의 방임과 학대)의 결과로
다양한 정서적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대다수 사회적 부적응 학생은 두드러진 환경 결핍으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며 결국에는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가 부진한 경우 쉽게 학생 개인의 정서⋅행동의 문제로 귀결시키지
않고, 왜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으로 표출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에 교사가 관심과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 대한 이해나 수용적 분위기는 형성되기 어렵고, 쉽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부정적인 효과만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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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행동장애 학생 지도 시 고려할 사항

(1) 인지적⋅학업적 요구
일반적으로 학령기 학생들에 있어서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출현율은 약 2%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 인구조사에
근거한 정서⋅행동장애 출현율은 3~6%로 추정하고 있다(이소현, 박은혜, 2004). 이러한 출현율은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정서⋅행동장애로 판정받는 것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서⋅행동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유전, 고온 과다 노출, 뇌 이상, 영양결핍 등),
가족 요인(이혼, 결손 가정에서 성장 등), 학교 요인(개별성 무시, 과도한 통제 등), 문화적 요인(알코올 중독,
약물남용 등) 등 개인차가 심하여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Winnick, 2005). 이들은 보통 낮은 학업성적을 나타내는
데,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 빈약한 학업 성취를 초래하거나 빈약한 학업 성취로 인해서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이 보이는 특성들 가운데에는 과잉행동(hyperactivity), 산만함(distraction),
충동성(impulsion) 등이 있다. 또한, 이들은 학교를 싫어하고 학업 수행 기능이 부족하여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며,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거부감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서⋅행동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지발달 단계를 거치지만 사회-인지적 발달은 지체되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져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경험뿐
아니라 간접 경험을 현재의 문제에 적용시키지 못하며, 특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부족하여 사회적으
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지능지수(IQ)는 일반 학생의 평균보다 다소 낮고, 학업성취도
낮은 편이며, 많은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은 학습에 있어 어려움을 나타낸다(Knitzer, Steinber, & Fleisch, 1990;
Heward & Orlansky, 1992).
또한 학습장애와 정서⋅행동장애는 두 개의 개별적 특수교육대상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연구들을 통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령기 동안 교육적 측면에서의 필요가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습의 어려움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정서⋅행동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경우 정서⋅행동장애로 진단될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강은영, 2015). 아울러, 연령 및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부 학생들에게는 이 두 가지 장애의 특징들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인지적 결함이 두 집단의 공통적 주요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IDEA, 2004).
또한, 이 두 장애 영역 사이의 유사성 및 공통성은 복잡한 장애 진단 문제로 인해 불명확하게 판별되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학교나 치료적 환경에서 도움을 받는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 겹쳐져 있거나,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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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장애 영역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Seo, Wehmeyer, Palmer, & Little, 2015).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행동 특성으로는 과잉행동(hyperactivity), 산만성(distraction), 충동성(impulsivity)
등이 있다(강위영, 윤점룡, 1996). 과잉행동은 활동의 양이 주어진 과제보다 지나치게 많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를 말한다. 산만성이란 과제에 대한 주의집중과 관련되어 있으며, 학교 활동으로부터 쉽게 방해를 받거나
특정 과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충동성은 사려 깊은 생각이나 목적 없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잉행동, 산만함, 충동성은 한편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학생(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의 특징으로 부를 수는 있으며, 정서⋅행동장애 학생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학생은 유사한 행동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의 문제행동으로는 부적절한 대인 관계, 기괴한 행동 습관, 독립 과제 처리 곤란, 지시 불응,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학급규칙 위반, 반항, 예측 불가능, 일관적이지 못한 수행, 달아나기, 의미 없는 웃음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행동 특성으로는 위축, 외면, 무표정, 침묵, 창백한 외모, 의사소통 부족, 시선 피하기 등이
있다. 그리고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은 자신의 분노, 두려움, 불안 등의 감정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정서⋅행동
장애 학생들은 공격성, 거짓말, 방화, 도벽, 과다한 알콜 섭취, 약물남용 등을 하며, 사회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
이에 따라 첫째, 지능과 감각 및 건강 요인 등이 뒤떨어지며, 둘째,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를 못하며, 셋째, 정상적인
환경에서 행동 또는 느낌이 부적절하며, 넷째, 불행감, 우울감이 만연해 있고, 개인 및 학교 문화 관련 신체적
이상 또는 두려움 증대 등을 보인다(Federal Register, 1992).
Quay와 Peterson(1987)은 Quay(1986)의 정서⋅행동장애 학생 행동 문제를 개정하여 여섯 가지 사항으로
발전시켰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Dunn & Leitschuh, 2006).
▸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행동, 짜증, 싸움, 파괴, 그리고 타인을 귀찮게
하는 성향이 포함된다.
▸ 사회화된 공격(socialized aggression): 조직화된 절도, 무단결석, 불량 학생에 대한 추종, 불량 조직에 가입,
도덕적 가치 및 법률에 대한 경시 풍조가 포함된다.
▸ 주의력 문제-미성숙(attention problems-immaturity): 짧은 집중 시간, 게으름, 집중력 부족, 산만함, 무기력,
즉흥적인 대답이 포함된다.
▸ 불안-회피(anxiety-withdrawal): 품행장애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기-자각(self-consciousness), 과민
성(hypersensitivity), 일반적인 두려움, 불안, 우울증, 인지된 슬픔이 포함된다.
▸ 정신병적 행동(psychotic behavior): 과장해서 말하기, 어눌한 표현, 엉뚱한 생각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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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과잉(motor excess):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가만히 있지 못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2) 신체적 요구
정서⋅행동장애 학생은 또래 학생과 유사한 성장을 보이지만 정의적 영역의 발달(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은
느리거나 다른 양상을 띤다. 특히, 정서⋅행동장애가 심할수록 체력 수준과 지각능력은 낮으며, 자폐성 장애
증상이 있는 학생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Reid, Collier, & Morin, 1983). 이들의 체력 상태는
다른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등)과 유사하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심폐 지구력 운동은 위액 분비의 증가, 심박수 증가 등을 가져와 격앙된 감정을 보이기도 하며, 부적절한
감정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심폐 지구력 운동을 시킬 때에는 주의가 요구되며,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정적인 활동만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보다는 이들의 행동 및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활동량이
많은 동적 운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활동량이 많은 격렬한 운동으로 자신의 정서적 문제를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
다. 또한, 활동량이 많은 운동 가운데에서도 혼자 하는 개인 운동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집단
운동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령기 연령에 맞는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운동으로는 집단 운동을 바탕으로 한 격렬하고
활동적인 유산소 운동이 요구되며, 특히 체육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운동종목으로는 트레드밀, 로잉머신,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중량 들기,
트램펄린, 줄넘기 등이 추천된다. 이러한 체력 증진 운동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의 정서 안정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Auxter, Pyfer, & Huettig, 2005).
이들의 대근 운동, 소근 활동, 운동 지각 능력은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낮을 뿐 아니라(Auxter, Pyfer, & Huettig,
2005), 시간 및 공간 개념의 결핍, 낮은 신체 이미지와 신체 협응력을 보이고, 신체활동을 수행할 때에도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위축된 행동으로 인하여 운동기능 역시 지체를 보인다. 이러한 연쇄 작용으로 인하여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운동기능이 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들의 운동기능
이 반드시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것보다는 이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감각 및 지각 운동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서⋅행동장애 학생에게서 학령기 이전에 자폐성장애나 정신분열 증세가 동반되어 나타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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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활동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공포심을 느껴 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체력 및 운동기술이 저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정서⋅행동장애 학생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신체 능력은 지각 운동기술의 결핍이다.
이에 따라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은 동작의 복잡성이나 숫자, 색깔 혹은 시선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심리적인 충동을
일으켜 운동수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에게는 감각 및 지각 운동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육 교사들은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의 운동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동능력과 지각 발달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놀이 및 게임들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체육관 바닥에 숫자 혹은 글자를 흩어 놓고 집어 오는 놀이를 하거나, 편을 나누어 숫자 혹은
글자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것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감각 및 지각 운동기능 발달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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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자폐성 장애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에서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
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미국장애인교육법(IDEA, 2004)｣에 의하면, 자폐증은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뚜렷하게 나타나며, 언어적⋅비언어
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교육적 수행이 불리한 발달장애로 정의하였다. 미국심리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text
revision: DSM-5)에 따르면,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영역에서 손상을 보이면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 활동의 상동적 양상을 보이는 경우로 발달초기 3세 이전에 발병하여 평생 지속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미국과 우리나라의 자폐성장애의 정의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영역에서 질적 손상을 보이면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상동적인 활동 양상을 보인다는 자폐성장애의
세 가지 뚜렷한 특성은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자폐성 장애는 분류보다는 판정한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진단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DSM-4에서는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의
범주 내에 자폐성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자폐성장애(autistic disorder), 레트장애(Rett’s disorder), 소아기 붕괴성
장애(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 아스퍼거 장애(Asperger’s disorder),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범위성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not otherwise specified, including Atypical Autism)를 제시하였
으나, 2013년 발표된 DSM-5에서는 하위 유형을 없애고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s: ASD)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DSM-5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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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양한 맥락에서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을 보이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모두가
현재 또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➊ 사회 및 정서적 상호성에서의 결함
(예: 비정상적인 사회적 접근과 주고받는 일반적인 대화의 실패, 관심⋅정서⋅애정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데 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 및 반응하는 데 어려움)
➋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에서의 결함
(예: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 눈 맞춤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에서의
비정상성, 몸짓의 이해 및 사용의 결함, 표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의 전반적 결함 등)
➌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이해하는 데에서의 결함
(예: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맞게 행동하는 데 어려움, 상상 놀이를 공유하거나 친구를 만드는 데 어려움, 또래에
대한 관심이 없음 등)

B.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을 보이며, 다음 중 적어도 두 가지가 현재 또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➊ 상동적이거나 반복적인 동작, 사물 또는 말의 사용
(예: 단순하고 상동적인 동작, 장난감 길게 줄 세우기, 사물 흔들기, 반향어 사용, 특이한 어구의 사용 등)
➋ 동일성에 대한 고집, 판에 박힌 일과에의 집착, 언어 또는 비언어 행동의 의례적(예배 의식과 같은) 패턴
(예: 작은 변화에도 과도하게 불안해함, 전이의 어려움, 경직된 사고 패턴, 판에 박힌 인사하기 일과, 매일 동일한
일과 또는 동일한 음식 섭취에 대한 요구 등)
➌ 정도나 초점이 비정상적이며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된 흥미
(예: 특이한 사물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몰두, 과도하게 한정된 흥미에의 몰두 등)
➍ 감각 자극에 대한 둔감 혹은 민감 반응 또는 환경의 감각 양상에 대한 특이한 감각적 관심
(예: 고통 또는 온도에 대한 분명한 무감각, 특정 소리나 감각에 대한 혐오 반응, 과도하게 냄새를 맡거나 과도하게
사물을 만짐, 빛이나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강한 흥미 등)

C. 증후가 초기 발달 시기에 나타나야만 한다(그러나 발달 시기별 사회적 요구가 제한된 능력을 초과할 때까지
는 증후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이후의 발달 시기에 학습된 전략으로 인해 증후가 가려져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D. 증후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현재 기능 수행의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함을 유발한다.
E. 이러한 어려움이 지적장애로 보다 더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적장애와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자주 공존한
다.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지적장애로 동시에 진단되려면 사회적 의사소통이 일반적인 발달에 기대되는 수준
보다 낮아야만 한다.
※ 출처: 이미숙, 구신실, 노진아, 박경옥, 서선진(2016: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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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에 따른 교육적 고려사항

(1) 의사소통 및 행동 특성
자폐성장애 아동들은 기능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들의 언어적 특성은 상대방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echolalia)의 형태를 보이고, 주로 상호작용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적인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한다. 말을 할 때에는 일반 학생과는 달리 말의 강세, 높낮이, 억양, 리듬 패턴이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시 다른 사람들과 눈 맞춤을 못하고, 얼굴 표정이나 몸짓 등의 제스처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숙어, 은유, 비유, 농담, 강조 등과 같은 비유적인 언어 사용을 어려워한다. 이러한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주위 사람들과 긴밀한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특정한 사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보다는 고립된 행동을 보인다. 또 혼자 노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에 무관심하며, 수면 및 음식 섭취에 곤란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자폐성장애 아동의 상동행동(stereotype)은 가장 심각한 행동 특성 문제로, 상동행동에는 행동이나 동작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로 손을 계속 빙빙 돌린다거나, 자신의 머리를 벽에 계속 부딪친다거나, 머리카락을
집요하게 뽑는다거나, 손톱을 쉬지 않고 물어뜯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폐성장애 아동의
행동특성을 이남식(2000)은 감각기관별로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시각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허공을 멍하게 보기, 힐끗 쳐다보기, 눈 옆으로 치켜뜨기, 부분을 집착해서 보기, 손 쳐다보기가 있다. 둘째,
청각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특이한 음에 집착하기, 특정 소리를 지나치게 싫어하기가 있다. 셋째,
촉각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손가락 끝 감촉에 집착하기, 지나친 촉각 방어 또는 촉각에 집착하기,
통증의 둔감, 자해행동이 있다. 넷째, 고유수용감각 이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손 흔들기, 손가락 꼬기, 발끝으로
걷기, 신체 혹은 물건의 한 부분을 손으로 두드리기, 치아 부딪쳐 소리내기, 물건을 질근질근 씹기, 다섯째, 전정감각
이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머리 좌우로 흔들기, 몸을 앞뒤로 흔들기, 맴돌기, 높은 곳 올라가기 등이 있다.
자폐성장애 아동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동행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 상동행동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2) 신체 및 운동 특성
일반적으로 자폐성장애 아동은 체력 및 운동기술 수준이 낮은 편이다(Reid & Collier, 2002). 이러한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Rimland(1964)의 연구에 의하면, 자폐성장애 아동은 운동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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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동기술이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또한, Sigman과 Capps(1997)는 자폐성 장애아동은 고르게
발달된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협응력 발달 과정을 보이며, 이러한 운동기능의 개선은 청소년기까지
계속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Reid와 Collier(2002)는 다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자폐성장애 아동 가운데
에는 일부 민첩하고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갖는 사례가 있지만 종종 운동기술의 지체와 서투른 움직임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Levinson과 Reid(1993) 역시 신체 활동은 자폐성장애 아동의 운동기능을 개선한다고 하기보다는 자기자극
및 파괴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Kasser와 Lytle(2005)도 자폐성장애 아동들은 열쇠를 잠그고,
손으로 하는 소근육 운동 활동에서 서투른 운동기능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폐성장애 아동의 신체적, 운동기술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Reid & Collier, 2002). 또한 자폐성장애 아동에게 운동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검사 목적을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자폐성장애 아동의 운동기능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자폐성장애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운동기능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운동과 개별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운동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자폐성장애 아동들에게는 이른 시기에 운동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일상생활 기술을 습득하고,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3) 문제행동 및 기타 특성
자폐성장애 아동들은 촉각, 미각, 후각, 시각, 청각 등의 감각에 대해 과민하게 혹은 과소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박거나 손등을 물어뜯는 등의 자해행동과 공격행동 등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행동을
단순히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해당 행동이 지니는 기능을 파악하여 선행 사건이나 후속 결과를 조작함으
로써 행동의 발생과 감소를 조절하며, 동시에 대체행동기술 즉, 문제행동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효과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행동을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자폐성장애 아동들은 혼자 하는 놀이를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타인과의 교류 및 적절한 행동 모델을 통한 지도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자폐성장애
아동들에게 지도하고자 하는 사회성 기술이나 상황을 친숙한 이야기나 문장으로 만들어 지도하는 사회적 상황
이야기 지도 전략을 활용하여 학생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행동을 개선하며,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과 사건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김진호, 2002). 그리고 모델링은 학생으로 하여금 또래, 성인 등의 행동을 관찰하게
하고 목표행동을 모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직접 학생 자신이 모델링을 통하여 학습을 하기도 하며 타인의 비디오
모델링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모델링은 자폐성장애 아동 지도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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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의사소통 장애

정의

의사소통은 인간이 상호 의사를 전달하는 기호체계의 하나로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상징체계이다. 이러한 상징체계에는 말과 글의 단어, 그림이나 인쇄 기호, 그리고 사물, 감정, 욕구, 관계, 사건
등을 표현하는 신호로 구성된다(Sherrill, 2004). 그리고 상징체계로서의 의사소통에는 주로 언어와 말이 사용된다.
언어는 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말은 개인적 측면을 강조한다. 또한, 언어는
손짓, 발짓, 눈짓 등 얼굴 표정 등의 신체언어가 포함되는 반면, 말은 공기가 목구멍과 입을 통과할 때 혀, 이,
입술, 연구개 등과 같은 발성기관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소리와 소리의 합성으로 이루어진다
(Auxter, Pyfer, & Huettig, 2005).
｢장애인 등에 대한특수교육법(2008)｣에 의하면, 의사소통 장애의 정의는 첫째,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둘째,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셋째,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넷째,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또한,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은 언어와
말로 아동의 학습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말더듬, 조음장애, 언어장애, 발성장애와 같은 의사소통장애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Auxter et al., 2005; IDEIA, 2004). 이러한 의사소통장애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아동의 경우에는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구어, 비구어, 그림의 상징체계
등을 지각 및 전달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며, 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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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

의사소통은 음성으로 표출되고 문법체계가 있는 음성언어(구어, 말)와 넓은 의미의 언어로 상호작용에 필요한
소통을 하는 모든 수단(예: 몸짓, 수화, 지문자, 표정, 문어, 점자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소통장애를
말장애와 언어장애로 구분한다(류재연 외, 2009).

(1) 말장애
말장애는 말소리와 목소리에 문제를 가짐으로써 연결된 말소리를 내지 못하고 개인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말장애에는 조음장애, 유창성 장애, 음성장애가 있다(Auxter et al., 2005; Sherrill, 2004).
▸ 조음장애: 조음장애는 <표 10>의 원인으로 인해 조음기관(예: 혀, 입술, 치아, 입천장)을 통해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말소리가 내용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다. 조음장애는 말장애를 지닌 아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말의 생략(낱말을 발음할 때 낱말의 일부분만 발음), 첨가(하나의 음절에 필요 없는 다른 음소를
추가하여 발음), 왜곡(원래 음과 유사하게 발음하나, 정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힘든 발음), 대치(음절의 초성,
중성, 또는 종성을 다른 음으로 바꾸어 발음) 등 단어 산출상의 실수를 의미한다.

<표 10> 조음장애의 원인
원인

특징

기질적인 영향

구개파열이나 신경학적 문제 등 구조적이고 생리학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조음장애

기능적인 영향

환경적이거나 심리적⋅습관적인 영향에서 비롯된 조음장애

▸ 유창성 장애: 유창성 장애란 말더듬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음절, 단어, 구의 비정상적인 리듬과 반복으로
구어의 흐름에 방해를 받는 증상을 말한다. 유창성 장애아동은 말할 때 말의 리듬과 속도가 비정상적이며 과도한
긴장, 투쟁적 행동, 이상한 예의범절 등이 나타난다. 여기에는 속화(cluttering)와 말더듬(stuttering)이 포함된다.
속화는 말을 할 때 음을 덧붙이거나 발음을 빨리하면서 단어를 빠뜨리는 경우로, 첫음절을 반복하거나 모음을
연장하여 발음하고, 빠른 말로 인하여 두 음절을 연이어 하나로 발음하는 등 불완전한 조음이 나타는 경우를
말한다. 말더듬은 아동이 말소리, 음절, 조음운동을 비정상적으로 반복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로, 말의 흐름이
반복되거나 막힐 때 소리, 음절, 단어, 구의 늘임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말더듬의 증상으로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긴장이 수반되고, 주저함, 말의 막힘, 말의 회피, 호흡 이상, 얼굴의 찡그림 등 이상한 동작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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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장애: 음성장애는 말할 때 만들어지는 소리가 부적절하거나 비정상적이어서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음성은 후두에 있는 성대 주름 사이를 통과해 밖으로 나오는 기류에 의해 생산된다. 그 기류는
구강, 비강을 거쳐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후두나 구강, 비강에 이상이 있어 목소리의 고저, 크기, 음질, 공명
등에 비정상적인 증상을 나타낸다(Auxter et al., 2005). 음성장애가 후두 내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발성장애라 하고, 구강 및 비강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장애를 공명장애라 한다. 음성장애는 화학물질, 낮은
습도, 알레르기, 먼지, 연기, 알콜남용, 약물남용 등에 장기간 노출될 때 나타나며, 목소리가 크고 굵은 비음이
특징이다.

(2)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구어, 문어, 상징체계의 이해 및 사용의 결함, 혹은 일탈된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적 혹은
비언적 맥락에서 단어를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데 손상을 입은 상태를 의미한다(Auxter et al., 2005). <표 11>과
같이 언어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관계되는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언어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인 의미론,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 화용론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장애를 언어장애라 한다. 언어장애 아동들은 자신의 생각을
적당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문법이 적절하지 못하며, 지시를 따르는 데에도 어려움을 나타낸다.
또한 수용언어가 비정상적이어서 말을 전달하거나 수용하는데 데에도 문제를 나타낸다. 이러한 장애는 내용,
형식, 활용 등의 다차원적인 언어영역으로 구성되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언어장애를 진단할 때에는 각 영역의
언어능력을 세부적으로 진단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11> 언어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요소

설명

내용

의미론
(semantic)

개념에 대한 명명, 개념 간의 관계를 일컫는다. 사람들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한다.

음운론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소를 조합하고 배치하는 규칙을 말한다. 언어 음체계를 지배하는 언어학적
(phonology) 규칙을 연구하는 것으로 음운론적 규칙은 음이 어떻게 조합되고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형식

활용

형태론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인 형태소 간의 규칙(독립형태소/의존형태소) 의미의 기본 단위가 단어로
(morphology)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설명하는 규칙이다.
구문론
(syntax)

단어의 결합과 배합에 대한 문법적인 규칙으로 의미에 맞게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만드는
규칙체계를 의미한다.

화용론
(pragmatic)

의사소통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 수행을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
는가에 대한 규칙이고, 대화 상황에서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 출처: 류재연 외(2009). 특수교육의 이해.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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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장애 학생 지도 시 고려할 사항

(1) 인지적⋅학업적 요구
의사소통장애 학생은 비장애 또래 학생들에 비해 언어에 의존하는 학습 영역의 성취도가 낮은 편이다. 습득하는
어휘의 양이 절대적으로 빈약하고 피상적이며, 학습에 필요한 기초 개념의 발달이 지연되는 편이다. 언어에는
크게 수용언어와 표현언어가 있다(Sherrill, 2004). 수용언어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장애
학생은 반응, 추상, 암기, 기억 등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나타낸다. 표현언어는 상대방의 말에 적절히 대응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의사소통 장애아동은 문법, 구문, 유창성, 어휘, 따라하기 등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의사소통장애 학생들은 단어 인지력, 독해력, 연산 능력과 같은 교과학습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창피, 열등감, 좌절, 분노, 위축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2) 심리⋅정서적 요구
아동들은 말, 언어, 목소리 기능을 사용하여 다른 아동들과 정서, 감정, 놀이, 대화를 한다. 언어기능에 손상을
입은 아동들은 학급에서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기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문제를
갖는다. 이러한 아동들은 학급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며, 다른 아동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고, 친구들에 의하여 따돌림을 당하거나 종종 운다(Best, Liberman, & Arndt, 2002).
심한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아동은 일반 아동들보다 더 심각한 언어 손상을 가지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인지적 문제와 다른 언어기능에 문제를 초래하며, 주의집중에도 어려움을 나타낸다. 또한, 다른 아동들이
학급에서 뛰어다니며 다른 아동들과 장난을 치면서 사회성을 함양해 나갈 때에도 의사소통 장애아동들은 언어
문제와 정서적 문제로 인하여 혼자 외롭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AAuxter et al., 2005). 그러므로 체육 교사들은
의사소통장애 아동들이 학교생활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체육 활동에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갖도록 하여야 하며, 체육 활동이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3) 신체적 요구
현재까지 의사소통 장애아동의 체력과 관련된 체육학 분야의 연구결과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정서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아동들의 체력관련 연구들을 기반으로 의사소통 장애아동들의 체력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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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체력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에 Auxter 외(2005)는 의사소통장애 아동들은 체력 수준이 일반 아동에 비해 낮다고
말하면서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체력 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체력 수준은
아동의 의사소통 수준 및 생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아동들은 자발적으로 체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이 미흡하고 동기유발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들은 누군가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만 체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장애
아동들에게도 일반 아동과 같이 동일한 체력 활동을 시킨다면 이들도 얼마든지 체력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단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체력 수준이 일반 아동보다 열등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의사소통장애 아동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체육 활동의 참여는 궁극적으로 이들의 체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된다. 체육 교사가 의사소통장애 아동들에게 체력
발달을 목적으로 신체 활동을 시킬 때에는 이들이 놀이, 게임, 스포츠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시키고, 그 후 계속해서 재미와 즐거움을 갖고
체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력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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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체장애

신체장애란 뇌손상, 근육, 골격, 관절 등의 변형, 그리고 신체 기능의 이상으로 신체나 사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신체를 조절하거나 이동 운동에 장애를 갖는 상태를 의미한다. 신체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신체의 기능에 부자유한 곳이 있어서 그대로는 자활이 곤란한 것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건강장애, 지적장애
등은 제외된다. 여기서 지체라는 말은 사지(四肢: 팔다리) 및 체간(體幹: 몸통)을 말하며, 부자유라는 것은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체장애라는 말은 영어의 신체장애(physical disability)란
말에 더 가까우며,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에서는 지체장애를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체장애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뇌병변 이상(뇌성마비, 척수손상,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골격계 이상(절단장애, 왜소증, 변형장애), 근육계 이상(근이영양증, 근위축증)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뇌병변 이상

(1) 뇌성마비(Cerebra palsy)
① 정의
뇌성마비란 출생 시와 출생 중, 혹은 출생 후 2년 이내에 뇌손상 혹은 결함으로 인하여 자세 및 움직임에
만성적 장애를 나타내는 비진행성 장애를 말한다(Kasser & Lytle, 2005). 또한, 뇌의 운동 통제 영역의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기능장애를 의미하며, 이것은 비진행성으로 출생 전, 출생 중, 출생 후에 시작된 수의적인 근조직에
대한 제어 기능의 이상 또는 저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한다(Winnick, 2005). 여기서 뇌성마비란 Cereb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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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sy로 나타내며, Cerebral은 뇌를 의미하고, Palsy는 움직임 또는 자세의 장애를 의미한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2000)에서는 뇌성마비를 뇌 신경계의 손상으로 운동장애가 주로 나타나는 비진행성 증상으
로, 신경학적 질환의 복합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뇌 신경계의 손상은 결국 협응력, 근장력, 근력 등의 손상으로
이어져 자세의 유지와 운동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하고, 감각기능장애, 지능장애, 언어기능장애, 간질,
의사소통 문제 등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뇌성마비와 관련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요약하면, 뇌성마비란 뇌의 손상 및 마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체
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진행성 뇌병변 장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② 분류
뇌성마비의 분류는 증상에 따른 분류, 국소 해부학적 분류, 임상적 분류, 그리고 기능적 분류 등이 있다. 이러한
분류 및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증상에 따른 분류: 일상생활 혹은 운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따라 뇌성마비를 경증(mild involvement),
중증(moderate involvement), 심증(severe involvement)으로 분류한다.
∙ 경증(輕症) 뇌성마비: 일상생활 및 활동에 제한이 있거나, 운동기능이 상실되지 않은 가벼운 정도의 뇌성마비이다.
∙ 중증(中症) 뇌성마비: 운동을 하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동을 위해 보조기구를 필요로 한다.
∙ 심증(深症) 뇌성마비: 혼자 이동하기 곤란하여 전동휠체어를 사용한다.

▸ 국소 해부학적 분류: 국소 해부학적 분류는 사지의 마비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한동기, 2009;
Lockette & Keyes, 1994).
∙ 단마비(monoplegia): 하나의 팔 혹은 다리가 마비된 상태를 말한다.
∙ 편마비(hemiplegia): 몸 한쪽 수족이 마비된 상태로, 다리보다는 팔이 심각하다.
∙ 대마비(paraplegia): 양쪽 다리가 마비된 상태로, 대부분의 경직성 뇌성마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 삼지마비(triplegia): 팔다리 중 세 부분이 마비된 상태를 말한다.
∙ 사지마비(quadriplegia): 두 팔과 두 다리가 마비된 상태로, 경직성 및 무정위운동증에서 많이 나타난다.
∙ 양측마비(diplegia): 신체 양측 마비로, 상지보다는 하지의 마비가 심각하다.
∙ 이중 편마비(double hemiplegia): 몸의 양측에 마비를 보이지만, 한쪽이 조금 더 심한 상태로 다리보다는
팔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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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적 분류: 임상적 분류는 운동능력의 제한 정도에 따라 경련성(spastic), 무정위운동증(athetoid), 운동실조증
(ataxia), 강직성(rigidity), 진전성(tremor), 혼합형(mixed) 뇌성마비 등으로 분류한다.
∙ 경련성 뇌성마비: 경련성 뇌성마비는 뇌성마비인의 50~60%를 차지하며, 근육의 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근육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과긴장 상태가 나타나는 증상으로, 운동피질 손상이 원인이다. 보통 가위 걸음을
걷는다. 가위 걸음은 다리가 안으로 굽어 발가락으로 걷게 되고, 무릎, 엉덩이, 몸통, 팔꿈치, 손목이 수축되며,
팔을 앞쪽으로 향할 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한 형태를 보인다.

<그림 2> 뇌성마비가 있는 아동의 가위 보행

∙ 무정위운동증 뇌성마비: 무정위운동증 뇌성마비는 전체 뇌성마비인의 20%를 차지하며, 보통 목적성 운동을
조절하는 대뇌 중앙에 위치한 기저핵 부분에 손상을 입고, 사지가 목적 없이 불수의적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팔을 뒤로 당길 때 손바닥을 아래로 하며, 손가락, 손목, 팔꿈치를 펴고 움직임을
조절하거나 선택할 때, 목적한 대로 멈추지 못하고 계속 움직인다. 이들의 특성은 침을 흘리고, 등이 휘어서
움푹 들어가 있고(척추전만), 이동 시 힘들어 하며, 언어구사도 부자연스럽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경향이 있다.
∙ 운동실조증 뇌성마비: 운동실조증 뇌성마비는 전체 뇌성마비인의 10%를 차지하며, 소뇌가 손상을 입어 인체의
평형과 협응에 영향을 미치고, 보통 아동이 걷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또한, 비정상적인 근육의 저긴장 상태를
갖게 되어, 걸을 때 팔과 다리 동작의 협응과 균형에 어려움을 나타내며, 서툰 운동동작을 보이기도 한다.
∙ 강직성 뇌성마비: 강직성 뇌성마비는 전체 뇌성마비인의 약 2~4%를 차지하며, 심한 지적장애를 동반한다.
특히, 근육의 강직에 있어서 수축근과 길항근 모두에서 강직이 나타나지만, 길항근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움직임 자체가 없게 되어 탄력성을 잃고 근육이 굳어지며, 신전반사가 거의 없고, 최소한의 탄력성만
을 갖는다.
∙ 진전성 뇌성마비: 전체 뇌성마비인의 약 2%가 진전성 뇌성마비이며, 율동적인 운동이나 순서에 입각한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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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 불수의적으로 떠는 현상이 나타난다. 진전성 뇌성마비 가운데 심한 증상은 근육의 장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근긴장 이상을 보인다. 이러한 진전성 뇌성마비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의 일부가
정기적으로 흔들리는 증상을 보인다.
∙ 혼합형 뇌성마비: 혼합형 뇌성마비는 경직성과 무정위운동증의 특성이 중첩된 증상으로, 중증 혹은 중복장애인이
많다. 뇌성마비 특성 중 별 다른 특징이 없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혼합형 뇌성마비로 분류한다.

▸ 기능적 분류: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서는 국제뇌성마비스포츠레크리에이션협회(Cerebral Palsy - International
Sports and Recreation Association, CP - ISRA)의 기능적 분류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분류의 목적은
모든 선수가 동등한 상황에서 경기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신경학적 손상의 문제로 경기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뇌성마비인의 기능적 분류는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있다. 휠체어 사용 등급은 1등급~4등급,
보행 가능 등급은 5등급~8등급으로 분류하며, 그 다음 하지, 몸통, 상지의 기능을 평가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국제뇌성마비스포츠협회(CP-ISRA)의 기능적 분류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국제뇌성마비스포츠레크리에이션협회(CP-ISRA)의 기능적 분류(한동기, 2009)
구분

기

준

1등급

사지의 경련이 심한 중증의 사지마비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수준

2등급

사지의 경련이 보통에서 심한 정도의 중증 사지마비와 무정위운동증, 근력의 기능이 극히 낮으며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수준

3등급

팔다리 부위에 약간의 사지마비가 있으며 기능적 근력이 보통이고, 상지를 조절할 수 있으며 하지는 보통에서
심한 정도까지의 경직성이 있고, 휠체어에 의존하여 일상생활을 하지만 보조기를 착용하고 걸을 수 있는 수준

4등급

기능적 근력이 양호한 하지마비로서 조절문제는 최소이고 하지의 경직성은 보통에서 심한 정도까지 나타나며,
보조를 받아 걸을 수 있는 수준

5등급

휠체어를 사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하지마비와 보통의 편마비가 있는 사람으로 하지의 한 쪽에는 보통에서
심한 정도까지 경직성이 있고 상체는 기능적 근력이 양호하여 조절문제에 어려움이 없이 보조기나 휠체어를
사용하여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

6등급

무정위운동증 사지마비자로 심각할 정도의 삼지마비가 있으나 도움 없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로 하지의
기능이 조금 더 좋으며, 팔다리 중 셋 또는 네 부위에 보통에서 심각할 정도의 신체 조절 문제가 있고, 상지에서는
5등급보다 조금 더 많은 신체 조절 문제가 있는 수준

7등급

보통의 편마비가 있거나 보통으로 경미한 사지마비가 있는 정도로 신체의 절반이 보통의 경련이 있으며, 다리를
약간 절룩거리는 수준

8등급

경미한 편마비, 단마비, 최소의 사지마비로 불능 상태가 최소 정도로 자유롭게 달리고 뛰어오를 수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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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성
(a) 이해
뇌성마비는 신체장애 정도가 심도에서 경도까지 다양하다. 뇌성마비는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한 뇌의 크기
감소, 바이러스 감염, 뇌의 후두 확대와 같은 중추 신경계의 이상에 의해 발생한다(Khaw, Tidemann, & Stern,
1994). 이러한 뇌성마비는 경련성 뇌성마비가 60%를 차지하고 무정위 운동증 뇌성마비가 20%를 차지하며, 운동실
조증 뇌성마비가 10%(이 수치에는 혼합형이 함께 포함됨)를 차지한다. 뇌성마비인들 가운데에는 60%가 경련이
있거나 경련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항경련제를 복용하며,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체육 활동에서의
수행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뇌성마비 아동들은 출생시 뇌손상으로 인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신체에 전달할 수 없으며, 특히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을 갖는다. 그리고 경련성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에는 걸을 때 근육이 경직되고, 무정위운동증
뇌성마비 아동은 근육이 요동치듯 움직이고, 운동실조증 뇌성마비 아동은 평형성과 협응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 및 반사 동작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Ferrara와 Laskin(1997)은 뇌성마비인의 60%가 간질을 나타내며, 이러한 간질은 갑자기 불수의적으로 국소
부위가 움직이는 간질에서 몸 전체가 흔들리는 간질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의 50% 이상이
안구를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눈을 움직이는 협응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물체의 정확한 움직임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Auxter, Pyfer, & Huettig, 2005). 이와 동시에 뇌성마비인들은 언어장애,
정신지능 발육장애, 시각장애, 경련 및 발작, 청각장애, 감각장애, 감정 혼란, 학습 능력의 감퇴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b) 행동
뇌성마비 아동은 뇌의 손상 정도와 부위에 따라 신체의 움직임 제어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뇌성마비 아동들은 혼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부터 이동을 위해 전동휠체어, 휠체어, 크러치, 워커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이동 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반사 발달에
영향을 받게 되어 기본적인 움직임과 신체적 협응에 어려움을 갖게 되어 가위 보행을 하는 아동들이 많다(Winnick,
2005). 이들은 과거에 비정상적인 반사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리치료를 많이 받았으나, 지금은 적극적인
자기 통제를 통하여 스스로 운동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뇌성마비 아동의 행동 특성으로는 자신이 직접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말할 때 바로 말을 하지 못하고 더듬거나 느리게 오랫동안 말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주 넘어지고, 몸을 가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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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사전에 안전하게 넘어지는 기술을 가르치거나 머리에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걷는 것이 바람직하며(Kasser & Lytle, 2005), 정적 및 동적 평형성 발달에도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 한다. 이들의
신체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신체 활동으로는
걷기, 달리기, 던지기, 평형성 및 교치성 향상 활동 등이 있다.

(c) 체력
일반적으로 뇌성마비가 있는 아동들의 체력은 또래 아동과 비교하여 낮다. 이러한 이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부자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뇌성마비 아동의 체력과 관련된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면, 뇌성마비인들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근력, 유연성, 심폐 지구력이 뒤진다. 이로 인해 평형성을 감소시켜
독자적인 움직임을 어렵게 하고,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기는데 제한을 가져온다. 이들의 약한 근육 조직,
제한된 관절 가동범위는 영구적인 관절 경직을 유발하며, 이것은 운동능력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Winnick,
2005). 이로 인해 일부 뇌성마비인들에게는 유연성과 관절의 가동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체력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DiRocco(1999)는 뇌성마비인들은 불균형적인 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실시할 때에는 중량기구
들기나 유연한 튜브를 이용하여 특정 부위에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격렬한 근력 훈련이 효과적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등속성 저항운동은 모든 운동 범위에서
일정한 장력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움직임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Kasser와 Lytle(2005) 역시 뇌성마비
아동은 신체의 구축 혹은 강직으로 인하여 유연성 능력이 많이 뒤진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뇌성마비 아동에게는
개인에게 적합한 유연성 운동을 제공해야 하며,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영 활동이 좋다. 수영 활동은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근 긴장을 풀어주고 물속에서 신체가 이완된 상태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뇌성마비인의 심폐 지구력을 연구한 Unnithan, Clifford와 Bar-Or(1998)의 결과를 보면, 뇌성마비인들은 최대
산소 섭취량, 최고 유산소성 파워, 근지구력에서 일반인해 비해 낮은 체력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최대 산소 섭취량(일정시간 최고 상태 유지: 30초 이상) 은 고원현상(plateau)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산소 섭취량보다는 최고 유산소성 파워(1회만 최고 유지: 2~3초 이내) 측정이 이들의 심폐기능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최대 무산소성 파워가 최대 유산소성 파워보다 기능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뇌성마비 아동들은 빨리 움직일 때 신전반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속도가 요구되는 게임
및 스포츠 기술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하여 이들에게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신체를 제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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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멀리 던지기, 차기, 달리기, 점핑 등은 속도가 증가할수록
움직임의 유형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뇌성마비 아동들의 자세 유지 및 협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d) 기능
뇌성마비는 운동신경과 관련 있는 장애이기 때문에 원시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은 다양한
운동능력을 습득하기 이전에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 몸이 성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육 발달이 결여되고 신체의
일부분이 마비되어 일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즉, 비정상적인 근긴장 증상을 보인다. 예컨대,
과긴장증(hypertonia: 사지가 뻣뻣하고 딱딱해 보이는 증상)과 저긴장증(hypotonia: 근육이 축 늘어지고, 이완되며,
약하게 보이는 증상)을 보인다. 또한, 뇌성마비는 신체가 구축되고 신체를 움직일 수 없으며 걸을 때 어려움을
보이는데, 특히 서투른 걸음걸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이동 시 크러치, 워커, 휠체어를 사용한다. 뇌성마비 아동은
외과적 수술(힙과 햄스트링의 건)로 관절의 가동범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운동을 통한 신체기능의 회복을 적극적으
로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Auxter, Pyfer, 및 Huettig(2005)는 경련성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전기 자극을 사용했을
때 관절의 가동범위가 개선되었지만 보행 패턴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Winnick(2005)은 뇌성마비인들은
일반적인 운동발달에 필수적인 기본 운동 유형의 경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운동발달 및 운동제어
능력이 지체되며, 운동성이 지체되고 움직임 능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체적 퇴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칭, 협응성, 평형성, 교치성, 민첩성 운동을 실시하고, 신체의 대각선 방향으로
팔과 다리를 교차하는 대각선형 사지 운동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2) 척수손상
① 정의
척수손상은 척수골(vertebrae) 또는 척주(vertebral column) 신경의 상해나 질환으로 발생하며, 상해 대부분은
중추 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손상 부위 및 그 이하 신체부위의 몸통과 팔다리에 근마비, 불완전마비 등이
발생하여 운동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4). 척수손상에는 척수장애(spinal cord
injury), 회백수염(소아마비: poliomyelitis), 이분척추(spina bifida) 등이 포함된다. 이분척추는 발병 사례가 미미하
다. 여기서는 척수장애를 위주로 알아보고자 한다.
척수장애는 주로 신체의 팔이나 몸통 혹은 다리에 완전 혹은 부분마비를 초래한다. 이 장애는 척수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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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 따라 마비 부위와 범위가 다르다. 척수는 척주가 보호하고 있으며, 척수로부터 나온 신경가지들은 척추와
척추의 연결마디 사이로 뻗어 나와 등뼈를 중심으로 넓게 분포한다. 척수의 손상은 근신경 지배에 영향을 주며,
척수의 한 부위가 완전히 손상되면 상해가 일어난 아래 부위의 감각과 운동기능이 완전히 마비된다. 그러나 척수신경
이 완전히 절단된 경우가 아니면 그 기능이 불완전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하여 2번
흉추에서 4번 흉추까지 손상이 되면 신체의 한쪽만 움직일 수 있다. 손상을 입은 척수의 위치가 높을수록 인체의
움직임에 더 많은 제한을 초래한다. 보통 3번 경추의 위쪽을 다치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횡경막 근육의 마비로 인해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척수장애인들은 주로 하지나 사지가 마비된다.

② 분류
일반적으로 척수장애의 분류에는 의무 분류와 기능 분류가 있다(Winnick, 2005). 의무 분류는 척주 부위(경추,
흉추, 요추, 천추)에 손상을 입거나 입은 부위 위쪽의 척주 번호에 따라 의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무 분류는 척수의 손상 정도에 따라 근육, 반사, 감각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무 분류는 단순히 장애를
입었을 때 등급을 판정한 결과를 반영한다(<그림 3>).
기능 분류는 척수장애인의 공정한 경기를 위해 선수들을 운동기능의 정도에 따라 종목, 근육 기능의 정도,
실제 경기력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 분류는 참가 종목을 수행하는 중요도에 따라
팔 기능, 손 기능, 몸통 기능, 몸통의 안정성, 골반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렇게 기능 분류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정한 경기 운영을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A팀에서 어떤 선수가 의무 분류에서 3등급을 받았지만 기능
분류에서는 상대방의 3등급보다 좋은 운동기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의무 등급은 낮지만 상대방보다 기능 등급은
좋을 수가 있다. 즉, 장애 판정(의무 분류)은 동일하게 3등급을 받았지만 기능 등급에서 어떤 사람은 4등급을
받는 반면, 다른 사람은 3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무 분류 방식으로 경기를 한다면 개인 간의
편차가 크고 정확한 운동기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경기를 치를 수가 없다. 이로 인하여 일부
장애인 경기에서는 기능 분류가 선호되고 있으며, 휠체어 경기 종목에서 기능 분류를 실시하는 것은 바로 척수장애인
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공정한 경기를 치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능 분류는 미국휠체어스포츠협회
(Wheelchair Sports, USA)의 기능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표 13>은 척수장애인의 척수 손상 정도에 따른
기능 및 활동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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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척수손상에 따른 분류 및 활동(Winnic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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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척수 손상부위에 따른 기능 분류(Sherrill, 2004)
손상부위
(의무분류)

C4-C6

국제기능분류(등급)
육상 육상
트랙 필드
1

C6-C7

1

▹팔꿈치를 굽힐 수 있고, 손목 관절을 외전시킬 수 있다.
▹목과 횡경막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휠체어를 오르내릴 때 완전한 보조가 필요하다.

2

▹팔꿈치를 신전할 때 삼두근을 사용할 수 있다.
▹주관절을 신전 및 굴곡할 수 있다.

2
C7-C8

기능 수준

IWBF

▹일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

3

1(1.5) ▹독립적으로 휠체어를 추진할 수 있고, 휠체어를 오르내리기도 조금 가능하며,
보조 장치가 있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있다.

C8-T7/8

3

T7/8-L1/2

L1/2-L5/S1

4

4

▹양 팔과, 양 손, 양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
▹몸통을 회전할 수 있고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다.
▹상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하지는 거의 사용할 수 없다. 등, 복부, 늑간근이
어느 정도 제어되며 일반적으로 안정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물체를 들 수 있다.

5

▹구부린 자세에서 몸통을 펼 수 있다.
2(2.5) ▹등, 복부, 늑간근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휠체어를 사용하지만
다리용 긴 브레이스와 때때로 클러치를 사용하여 이동한다.

6

▹몸통을 옆으로 굽혔다 펴며, 몸통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3(3.5) ▹고관절 유연성과 대퇴 굴곡능력이 있으며, 다리용 짧은 브레이스, 지팡이, 클러치
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다.

7

4(4.5) ▹클러치를 사용하여 걸을 수 있지만, 발목 브레이스와 정형외과용 신발이 필요할

▹선 자세에서 던지기를 할 수 있다. 무릎을 굴곡시키고 양발을 들어 올릴 수 있다.

L5/S1-S5

수 있다.
1) Sherrill(2004)과 Winnick(2005)의 내용을 수정함
2) IWBF=국제휠체어농구연맹(International Wheelchair Basketball Federation)
3) C=경추, T=흉추, L=요추, S=천추
4) 경기종목에 따라 기능적 등급 분류는 차이가 있음

③ 특성
척수장애는 감염(혹은 상해)된 척수 이하 부위의 사지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마비된 장애로, 출생 시에 발생하거
나 출생 후 사고나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다. 보통 척수장애인은 마비된 부분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팔 혹은
다리를 제어하지 못한다. 척수장애인의 마비 증상은 손상된 부위 이하의 몸통과 사지에 근마비, 불완전 마비,
경련 등이 발생하여 운동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로 좌업생활을 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작업능력의 감소가 초래되고, 방광과 소화기관의 조절문제, 비정상적인 근수축, 골다공증, 비뇨기 감염,
배변 문제, 욕창, 근육의 경직, 근육 경련,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로 인한 비만 문제를 야기한다(한국장애인복지체육
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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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신체 손상으로는 연조직 손상, 물집, 찰과상(열상 혹은 자상), 욕창성 궤양(압
통), 체온조절 문제 등이 있다(김의수, 2001). 연조직 손상에는 인대의 열상 및 과도 신전(추락, 물리적 접촉),
장기간 근육과 건의 혹사, 충분한 준비운동 없이 과도한 운동 실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물집은 휠체어 림(rim)과
의 접촉에 의한 피부 견인 및 자극, 휠체어 등받이 기둥의 끝 부분과 피부의 마찰에 의한 과민반응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찰과상은 팔걸이나 림의 금속부분 또는 브레이크에 손가락들이 과도하게 마찰하는 경우, 다운 스트로크
시 육상경기용 휠체어 바퀴와 팔 안쪽이 접촉할 경우, 바퀴 사이에 손가락이 끼일 경우에 발생한다. 욕창성 궤양은
의자와의 마찰로 선골과 둔부에 가해지는 전단력이나 압력으로 인해 무감각화 되는 경우, 엉덩이보다 무릎이
높게 설계된 육상경기 트랙용 휠체어를 탈 경우, 땀과 습기가 많을 경우에 발생한다. 체온조절 문제는 체온조절과
발한기전이 없는 척수장애인의 경우 무덥거나 추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음료수 섭취 혹은 과도한 수분
손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척수장애인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 이외에 유산소성 능력을 향상시킬 만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체력이 저하되며, 심폐기능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많이 뒤진다(권영수, 1995). 또한, 척수장애인들에게
는 척추측만증과 같은 자세 결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전 및 스트레칭 운동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의 제한이나 활동의 부족으로 척수가 손상된 많은 아동들은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기 쉽기 때문에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활동적인 신체 활동과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생활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척수장애인들은 마비된 척수 부위에 따라 팔다리의 움직임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마비(손상)
증세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체적인 움직임과 근육들을 사용한다. 이들은 척수손상 정도가 경추, 흉추, 요추, 천추냐에
따라 신체 움직임과 관절의 가동범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경추 손상의 경우에는 사지마비나 삼지마비가 많은
반면, 흉추나 요추의 경우에는 하지마비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팔을 사용하기
힘든 척수장애인의 경우에는 중력을 사용하여 팔꿈치를 수동적으로 고정시켜 신전되도록 바깥쪽으로 어깨를
회전시키는 운동을 시켜야 하며, 반대로 하지에 마비가 있지만 어느 정도 근육을 사용할 수 있다면 잔존 근육을
이용하여 신체 활동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운동을 실시하면 된다. 예컨대, 하지마비 척수장애
인의 경우에는 상지를 이용한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 혹은 암 에르고미터(arm ergometer)와 기구를 사용하여
심폐 지구력 운동을 시키면 된다. 척수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운동수행은 마비된 근육의 퇴화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며, 삶에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척수장애인들에게는 좌업생활로
인한 전반적인 체력 저하를 예방하고 능동적인 삶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체육 활동 공간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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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척추(Spina Bifida)

이분척추는 태아가 자라는 처음 4주 동안 신경관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생기는 선천적인 결함이다. 그 후 계속해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척주(vertebrae)에 있는 뒤활(posterior arch)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척주가 열린 채로
남아 있게 된다(Sherrill, 2004; Winnick, 2005). 이분척추는 척수막탈출증(myelomeningocele), 수막탈출증
(meningocele), 잠재성(occulta)으로 분류할 수 있다(Dunn & Leitschuh, 2006; Sherrill, 2004; Winnick, 2005).
▹척수막탈출증: 척수막탈출증 이분척추는 흔하게 나타나며, 심각한 질환으로서 수막(meninges), 뇌척수액
(cerebrospinal fluid), 척수 중 일부가 개방된 부분으로 뚫고 나와서 아동의 등에 액낭(sac: 알모양)을 형성하여
생긴다. 이러한 증세는 어느 정도의 신경손상과 운동기능의 손실을 유발한다.
▹수막탈출증: 수막탈출증 이분척추는 수막과 뇌척수액이 액낭으로 뚫고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척수막탈출증 형태와
유사하다. 증세는 신경손상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잠재성 이분척추: 잠재성 이분척추는 증세가 경미하며 특이한 이분척추의 형태이다. 이 질환은 척주의 뒤활에
결함이 있지만, 개방된 부분으로 액낭이 뚫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증세는 신체에 아무런 신경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a) 척수막탈출증

(b) 수막탈출증

<그림 4> 이분척추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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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잠재성

척주측만증(scoliosis)

척주측만증은 척추가 옆으로 휘는 증상을 말한다. 척추측만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흔한 유형은 특발성
(idiopathic)과 근신경성(neuromuscular)이다. 특발성은 현재 발병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근신경성은 신경이
나 근육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Dunn & Leitschuh, 2006; Winncik, 2005). 일반적으로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아동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청소년 초기에 많이 발생하며, S형태 곡선을 나타낸다. 근신경성 척추측만증은 보통
C자 모양의 곡선으로 나타나며, 심한 경우 신체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고, 내장기관을 압박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에게는 욕창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척추측만증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한 증상을 보인다. Sherrill(2004)은 척추측만증의 증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척추의 중간 부분이 돌기처럼 튀어나오고 곡선이 오목하게 회전되어 있다.
▹왼쪽(혹은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혹은 왼쪽) 어깨보다 올라가 있다.
▹머리는 한 쪽으로 기울어 있다.
▹몸통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숨쉬기를 방해한다.
▹갈비뼈는 곡선의 볼록한 쪽에 튀어나(새가슴) 유연성을 제한한다.
▹오른쪽(혹은 왼쪽) 엉덩이는 왼쪽(혹은 오른쪽) 엉덩이보다 높고,
장골이 깃 모양을 하고 있다.
▹허리선은 볼록한 곳보다 오목한 곳이 더 윤곽을 나타낸다.
▹오른(왼)쪽 다리는 왼(오른)쪽 다리보다 더 길다.
▹신체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휘는 경향이 있다.
▹척추의 유연성은 척추의 기형이 심화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자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볼록한 쪽이 신전되면 오목한 쪽 근육은 뻣뻣해 진다.
이와 같은 척추측만증 이외에도 척수손상에는 척추전만증(lordosis)
과 척추후만증(kyphosis)이 있다. 척추전만증은 척주의 흉부와 요부
에 심한 굴곡이 있어 등 부위의 속이 비어 있는 듯이 모양을 이루어
복부가 튀어나오는 특징을 나타낸다. 척추후만증은 보통 척추전만성
(lordotic) 굴곡과 함께 발생하며, 보통 등 위쪽 모양이 둥글게 나타나
고, 이러한 변형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남녀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다(Winncik, 2005).

<그림 5> 척추측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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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상성 뇌손상
① 정의
외상성 뇌손상은 최근에 장애 영역에 포함된 장애로 ｢미국장애인교육개선법(Individuals with D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IDEIA)｣에는 2004년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2008)｣에는 외상성 뇌손상이 지체장애가 아닌
뇌병변장애에 포함되어 있다.
외상성 뇌손상이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야기된 뇌의 손상으로, 전체 혹은 부분적인 기능의 장애나
심리사회적 손상을 입게 되어 학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상성 뇌손상은 인지, 언어
기억, 주의력, 논리적 사고, 추상적 사고, 판단, 문제해결, 감각-지각 운동 능력, 심리적 행동, 신체기능, 정보처리
과정, 언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에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러나 외상성 뇌손상은 선천적인 뇌의 결함이나
퇴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유전적인 뇌손상이나 출생 시 쇼크로 인한 뇌손상은 포함되지 않는다(IDEA, 1997).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2008)｣에서는 외상성 뇌손상을 지체장애가 아닌 뇌병변장애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
한 외상성 뇌손상은 첫째, 실어증, 말더듬과 같은 언어 문제를 갖게 되고, 둘째, 자신의 신체 제어에 어려움,
운동장애, 발작장애와 같은 의학적 문제가 발생하며, 셋째, 불안, 우울증, 낮은 자기존중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갖게 된다. 이러한 외상성 뇌손상은 후천적 장애로서 다른 장애 영역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뇌성마비, 지적장애,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② 분류
외상성 뇌손상 아동은 외부의 물체에 의해 타격을 받았을 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때 처음 단계에서는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통증 자극을 주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며, 비의도적인
반응을 한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땀을 흘리거나 과긴장과 고열의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혼수상태에서 깨어날
때에는 서서히 깨어나며 외부의 자극, 특히 가족의 목소리나 소음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이때, 손으로
바닥을 친다거나 신음하고 울거나 앉으려고 시도하고, 공포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외상성 뇌손상의 정도는 외부의 충격 강도와 직접 연관이 있다. 외상성 뇌손상을 임상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외상성 뇌손상의 정도는 충격의 가속과 감속에 의한 전단력(shear force)의 정도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이런 뇌손상을 임상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한동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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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도 두부손상(mild head injury): 경도 두부손상은 뇌에 손상을 입었을 때 단시간의 의식불명 상태가 있고,
경미한 신경심리학적, 행동적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도 두부손상의 두통, 현기증, 기억상실, 집중력
저하, 피로, 그리고 자극과민성 등을 보인다. 최근의 진단 기준은 20분미만의 짧은 의식소실,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 13 이상, 병원에서 48시간 이내에 퇴원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중도 두부손상(moderate head injury): 중도 두부손상은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가 처음에 9~12 정도인 환자이거
나 외상성 기억상실이 1~24시간 사이인 사람들이 해당된다.

▸ 중증 두부손상(severe head injury): 중증 두부손상을 입은 사람은 의식은 회복했지만 명백한 장애를 갖게
되는 환자로 최소한 6시간 이상의 의식소실이 있었던 환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환자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실시하면 빠른 회복을 얻을 수 있지만 정신과적
보호가 요구되기도 한다.

▸ 식물인간 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 식물인간 상태는 뇌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주위환경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말 혹은 수의적 움직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이들은
수면과 각성, 하품, 입맛 다시기, 통증 자극에 대한 회피반응 및 기타 세부 뇌 조직에 의한 반응들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식물인간 상태는 수년간 계속되기도 한다.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후 초기 단계에서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구분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는 글라스고우
(Glasgow) 혼수 척도가 유용하다.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글라스고우 혼수 점수가 8점 이하로 나타나면 최중도
뇌손상, 9~12점이면 중도 뇌손상, 13~15점이면 경도 뇌손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를 알아보면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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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글라스고우의 혼수 척도(Glasgow Coma Score) - 성인용
반

응

점

수

￭ 개안
▹자발적으로 눈을 뜬다.
▹큰 소리로 불러서 눈을 뜬다.
▹통증 자극에 의해서 눈을 뜬다.
▹전혀 눈을 뜨지 않는다.

4
3
2
1

￭ 운동반응
▹간단한
▹통증을
▹통증을
▹통증을
▹통증을
▹통증을

명령에 따른다.
가할 때 검사자의 손을 잡아당긴다.
가할 때 검사자의 몸 일부를 잡아당긴다.
가할 때 이상 굴절반응이 나타난다.
가할 때 이상 신전반응이 일어난다.
가할 때 운동반응이 없다.

6
5
4
3
2
1

￭ 언어반응
▹명확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
▹혼동된 대화를 보인다.
▹혼란한 말을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한다.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

5
4
3
2
1

※ 출처: Jennett & Teasdale(1981) 인용

③ 특성
(a) 이해
외상성 뇌손상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에서 심한 수준까지 다양하다. 경미한 뇌손상은 몇 분 안에 의식을 되찾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뇌손상의 경우에는 혼수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재활이 필요한 정도의 기능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Appleton(1998)에 의하면, 외상성 뇌손상 아동의 발생률은 첫째, 교통사고(보행자, 승객, 자전거 타기),
둘째, 건물, 놀이기구, 나무에서의 추락, 셋째, 물체에 의한 상해(골프 클럽, 공, 돌, 소화기 등), 넷째, 아동 학대,
스포츠 관련 상해(낙마, 스케이트보드 타기, 롤러블레이드 타기, 미식축구 등), 다섯째, 경련 또는 다른 원인의
의식불명 등의 순서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뇌손상을 당하면 주의력, 기억력, 정보처리 능력, 신경운동 속도, 언어의 구성, 판단 능력 등에
문제를 가진다. 특히,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아동은 장기기억보다는 단기기억에 더 큰 문제를 나타내며, 언변이
어눌하고, 마음에 있는 말을 즉흥적으로 내뱉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 스포츠 상해, 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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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등으로부터 발생한 뇌손상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심한 절망감을 주며, 본인에게는 신체에 대한 열등감과
감정 조절의 문제를 유발시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아동기에 뇌손상을 입은 아동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되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적극적인 학습 태도, 도전 정신
및 성취욕구 등도 미흡하다. 성인기에 뇌손상을 입은 사람은 이전에 학습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체 및
운동기능은 정상적이지 못해 자신감을 잃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b) 행동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아동은 공격적이고 다혈질적인 행동 및 태도를 보이며,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이며,
주의력이 감소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Winnick(2005)은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자극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고 부적절한 반응을 나타내거나, 지연된 반응을 보이고, 뇌의 정보처리 기능에도
손상을 입어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들은 걸을 때 바르게 걷지
못하며, 지팡이나 크러치, 휠체어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빨 닦기, 옷 입기, 음식 먹기
등 단순한 생활기능을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현재의 운동능력 제한으로 인하여
과거에 자유롭게 움직이던 신체를 생각하며 쉽게 좌절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뇌손상으로 인한 부적응의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들을 선입견과 편견으로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벗어나, 친구들과 잘 사귀고 사회생활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c) 체력
일반적으로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보다 체력 수준이 낮다. 이들은 뇌성마비 혹은 뇌졸중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체력 수준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아동들은 먼저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체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즉,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을 하는데
필요한 체력 수준 및 운동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또한, 체육 교사는 이들에게 체력 활동을 실시할 때 이들이
자주 넘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이들의 체력 수준에 기반한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아동들에게 적합한 신체
활동들은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성 운동, 사물의 정확한 인지와 접촉을 할 수 있는 교치성 운동, 넘어질
때 상해를 입지 않도록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민첩성 운동 등이 있다. 체육 교사가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아동들에게
체력 운동을 시킬 때에는 장⋅단기 운동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가능하면 6~12개월간 지속되는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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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들이 체력 활동에 참여할 때 쉽게 피곤을 느끼거나 힘들어
할 경우에는 휴식을 자주 제공하며, 무리한 체력 운동은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

(d) 기능
외상성 뇌손상은 운동기능을 담당하는 소뇌와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 손상과 이러한 부위를 연결하는 신경망의
훼손으로 인하여 근력, 평형성, 협응력, 민첩성 등의 신체활동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신경계와
뇌 기관의 충격에 의해 시각과 청각 이상, 촉각 능력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들에게 운동기능을 가르칠
때에는 많은 과제를 제시하기보다 한 과제에 하나의 목표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언어와 시각
모두를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새로운 운동기능을 가르칠 때에는 어떻게 그
운동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아이디어와 개념을 동반하여 시범을 보여야 한다.
일부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아동들은 비정상적인 근장력과 관절의 가동범위 축소로 인하여 신경운동학적으로
문제를 가지며, 수의적 움직임에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체육 교사는 원활한 신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보조 혹은 운동수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Winnick, 2005). 또한 이들은 연속적인 운동수행
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 하위 기술의 조합이 필요한 운동기능을 수행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손상 이전에는 쉽게 수행할 수 있었던 운동기능 및 운동 유형을 다시 학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육 교사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을 단순한 하위기술로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또한 정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운동을 실시하기 전,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행동을 관찰하면서 어떠한 운동을 제공할 지를 고려하여 이들에 맞는 운동유형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Winnick, 2005).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아동을 위한 체육 활동의 목적과 프로그램 계획은
우선적으로 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운동기능과 생활기능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뇌졸중
① 정의
뇌졸중(cerebral vascular accident)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뇌 조직의 손상을 말한다(Winnick, 2005). 뇌졸중
은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는 뇌 영역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기능, 조절, 감각, 인지, 의사소통, 정서,
의식 등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뇌졸중은 혈관 내의 벽이 막혀 혈관이 손상을 입었거나, 혈액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여 신경계통에 문제를 갖게 된 경우로서 인체가 정상적인 기전(mechanism)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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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과 유사한 신체적 움직임을 보인다. 이들은 한 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거나 심할
경우 삼지 혹은 사지 마비를 나타내며, 심한 뇌졸중의 경우 수술 후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를 평생 동안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뇌졸중의 초기에 이러한 증상을 알게 되면 약물치료와 운동만으로도 건강상태를 처음 상태로 호전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 환자는 최소의 기능 상실로부터 완전 의존까지 다양한 장애 정도를 가진다. 뇌졸중으로
인한 뇌의 손상은 좌반구와 우반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를 알아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뇌졸중으로 인한 좌반구와 우반구 뇌손상(Lockette & Keyes, 1994)
우뇌 손상(좌반구 영향)
￭ 의사소통 장애
▹청력 감소
▹독해력 감소
▹단어 교정 기능 감소

좌뇌 손상(우반구 영향)
￭ 지적 결함
▹사고의 경직성
▹추상 능력 감소
▹적응력 감소
▹장-단기 기억 감소

￭ 지적 결함
▹활동 주도 힘듦
▹계산 능력 감소
▹정보 처리 과정 느림
▹사고의 비조직화

￭ 시각-지각 감소
▹손-눈 협응 감소
▹공간 정위 및 관계 감소

￭ 행동 유형
￭ 행동 유형
▹느리고 신중함
▹근심-주저함

▹신속하고 충동적임
▹짧은 주의력
▹흥분 및 혼동
▹판단력 미흡 및 비현실적 행위

② 분류
뇌졸중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으로 분류한다(Sherrill, 2004).
출혈성 뇌졸중은 동맥이 탄력을 잃거나 파열되어 발생한 증상으로, 혈액이 뇌 조직 내부와 주변에 흐르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일명 뇌출혈이라고 부르며, 가장 위험한 뇌졸중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은
뇌의 조직에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으로, 뇌로 향하는 뇌의 동맥이 차단되어 동맥이 점차
좁아지거나 혹은 색전증(지방 덩어리가 소동맥을 막음)에 의해 차단되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뇌에 산소
결핍으로 인한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뇌졸중을 유발하는 것이다. 한편, 뇌에서 산소 부족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일과성 뇌허혈증이라고 부른다. 일과성 뇌허혈증은 주로 뇌졸중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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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성
최근 뇌졸중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장애로서 장기적인 치료나 요양을 요한다(Palmer-McLean & Harbst, 2003).
이러한 뇌졸중은 뇌동맥의 문제로 인하여 신체의 우반구 혹은 좌반구에 부분 또는 전체적인 마비를 유발한다.
뇌졸중은 사지 가운데 한 부분이나 한 분절에 마비가 나타나기도 하며, 특히, 신체의 오른쪽에 마비를 입은 사람은
발화와 언어 문제를 겪게 된다. 행동은 예전에 비해 느리고, 신중하며 친숙하지 않은 장소에 가게 되면 혼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또한, 왼쪽에 마비를 입은 사람은 공간 인지 과제에 어려움을 느낀다. 예컨대, 거리, 크기,
위치, 움직임 비율, 형식, 전체와 부분의 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로 인해 뇌졸중을 입은 사람들에게 체육
활동을 시킬 때에는 우선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Winnick, 2005).
뇌졸중은 보통 사전에 경고 없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 서서히 위험 신호가 나타나 몸에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한쪽의 팔과 다리 약화, 얼굴의 근력 약화 및 마비, 한 쪽 눈의 갑작스러운
흐릿함, 갑작스런 언어 능력의 손실, 언어 이해의 어려움, 알 수 없는 두통, 넘어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은 즉시 의학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을 일으키는 요인에는 통제할 수 없는 고혈압, 흡연, 당뇨, 무분별한 식사, 약물 남용, 비만,
알코올 중독 등이 있다. 이러한 위험 요인 중 대다수는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인종의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시간에 신체 활동을 실시한 결과, 뇌졸중 발생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Sacco
et al., 1998). 이러한 사실은 신체 활동이 뇌졸중 환자에게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가하게 하여 뇌졸중을 개선하는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신생아기의 뇌졸중은 경련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마비 증세로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관찰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뇌졸중의 신경학적 징후는 운동기술이 발달하는 시기, 즉 뇌졸중 후 1년 동안에 나타난다. 특히, 경련을
일으키는 아동은 지적 발달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경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약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Yager, 1999). 체육 교사들은 뇌졸중을 입은 아동들에게 체력 운동을 실시할 때에는 점진적인 적응 과정을
거쳐 시행해야 하며, 활동 중간에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두어야 한다. 만약 체육 활동이 오후 늦게 실시된다면
이들의 피로를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처음에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을 시키고
점차 유산소성 활동, 즉 심폐 지구력 운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좋다(Winnic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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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골격계 이상

(1) 절단장애
① 정의
절단은 사지의 일부 혹은 전체가 제거되거나 잃은 상태로서 선천성과 후천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선천성
절단은 태아가 완전히 발달되지 못할 경우 초래되며, 후천성 절단은 질병, 종양, 외상 등으로 생긴다(Winnick,
1995). 선천성 절단은 선천성 기형에 의해 발생되며 전체 사지의 결손 혹은 부분적인 결손을 가져 온다. 선천성
기형에는 첫째, 단지증(phocomelia)이 있다. 단지증은 사지의 어느 한 중간 부위가 손실된 상태를 말하며, 어깨에
손이 달려 있거나 대퇴에 발이 붙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는 손이나 손가락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정형외과적
절단과 유사한 형태로써 분절 이하의 손실을 나타내며, 팔꿈치 관절 이하와 편측에서 나타난다. 후천적 절단은
외상으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교통사고, 산업재해, 농기구 사용, 스포츠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② 분류
절단장애의 분류는 사지결손의 부위 및 정도 혹은 기능적 관점에 의하여 구분한다. 현재 미국장애인스포츠협회
(Disabled Sports, USA)와 국제장애인경기연맹(International Sports Organization for the Disabled: ISOD)에서
는 절단장애의 분류를 9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Winnick, 2005).
▸ A1 등급 - 양측 무릎 관절 이상 절단(AK)
▸ A2 등급 - 편측 무릎 관절 이상 절단(Single AK)
▸ A3 등급 - 양측 무릎 관절 이하 절단(BK)
▸ A4 등급 - 편측 무릎 관절 이하 절단(Single BK)
▸ A5 등급 - 양측 팔꿈치 관절 이상 절단(AE)
▸ A6 등급 - 편측 팔꿈치 관절 이상 절단(Single AE)
▸ A7 등급 - 양측 팔꿈치 관절 이하 절단(BE)
▸ A8 등급 - 편측 팔꿈치 관절 이하 절단(Single BE)
▸ A9 등급 - 하지와 함께 상지에 절단이 있는 자
다음 그림은 절단에 따른 장애를 분류할 때의 기준을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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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
▹K:

~보다 위에
~보다 아래에
팔꿈치
무릎

<그림 6> 발생부위에 따른 절단의 분류

③ 특성
절단장애는 주로 자동차, 산업 및 농기계와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다. 절단장애 아동들은 대부분 인공보장구를
착용한다. 인공보장구는 절단된 사지의 기능을 대신한다. 대부분의 보장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며,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실제로 사지와 비슷한 외관을 가졌다. 보장구의 유형은 성장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되지만, 학령기 아동은 12~18개월, 10대의 경우 18~24개월마다 새로운 보장구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uxter, Pyfer, & Huettig, 2005).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의료보장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새로운 의료보장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유롭게 체육 활동에 참여해도 된다.
절단장애인은 크게 상지 절단장애인과 하지 절단장애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지 절단장애인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며, 하지 절단장애인보다 어려움이 덜 하다. 먼저 하지 절단장애인과 관련하여 알아보면,
하지 절단장애인은 신체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지 절단장애인보다 유산소 능력 수준이 낮다. 이들에게는
장기간의 유산소성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를 악화시키지 않고 피부가 상할 염려가 없는 운동이 권장되어
야 한다(Pitetti & Predrotty, 2003). 또한, 하지 절단장애인은 비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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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식이요법과 강도 높은 운동이 요구된다. Short, McCubbin과 Frey(1999)는 신체장애인들에게 저부하 운동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신체장애인들에게 운동을 시킬 때에는 일일 활동 대사량을 증가시키고, 운동 강도를
줄이고 운동 기간을 늘리며, 파트너 혹은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하되, 선호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수영, 팔로 추진하는
3륜 자전거(arm-propelled tricycle), 조정, 자전거 에르고미터 등을 추천하고 있다. 그리고 Lockette와
Keyes(1994)는 장애인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절단 유형, 근력, 평형성, 관절의 가동범위, 피부
특성을 진단한 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절단장애인은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체육 활동에 참여한다. 예컨대, 편측 하지 절단장애인은 보조기구
를 착용하고 축구, 농구, 배구, 기타 여가 활동을 하며, 편측 팔꿈치 관절 절단장애인은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야구, 소프트볼 등의 운동에 참여한다.
절단장애인에게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운동 등은 모든 신체 부위에 걸쳐 체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절단장애인에게는 절단 부위의 근육이 다른 부위의 근육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저항 운동이 필요하다.
저항 운동은 절단장애인의 신체 평형성과 균형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DiRocco, 1999; Lockette
& Keyes, 1994). 또한, 절단장애인은 상지 절단장애냐 하지 절단장애냐에 따라 개인의 운동기술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지의 팔꿈치 관절 절단 혹은 무릎 관절 절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동기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서투른 신체동작이나 운동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주로
사용하는 사지를 이용한 오버핸드 던지기, 공차기 등의 운동기술이 이미 습득된 절단장애인에게 더욱 자주 발생한다.
사지의 결손 가운데 상지보다 하지의 결손 정도에 따라 무게중심이 결정되고, 이것은 평형성을 요구하는 활동에서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만든다. 정적 평형성과 동적 평형성의 발달은 걷기, 달리기, 호핑(hopping) 혹은 휠체어에
앉기 등과 같은 대근운동 기술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평형성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장애물 달리기, 미니 트램폴린 활동, 평균대 걷기 등이 있다. 그러나 스피드와 민첩성 운동은 하지절단 장애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편측 상지절단과 양측 하지 절단장애인은 특히 농구, 축구, 테니스와 같은 빠른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대근운동 활동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한편, 선천성 절단장애 아동은 적절한 자세를 통한 기본적인 운동기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하지가
소실된 절단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기어다니기, 걷기, 달리기 등과 같은 대근운동기술을 습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로 인해 근력 및 근지구력의 증가를 통하여 근위축증이나 근력의 약화를 예방하는 신체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Kasser와 Lytle(2005)은 절단장애인들에게 운동을 시킬 때 피부 표피의 감소된 기능으로 인하여 체온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사지나 몸통의 운동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지보조기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과체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 시 음료수나 약물을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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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소증(dwarfism)
① 정의
왜소증이란 의학적 혹은 유전적 문제로 인하여 신장이 152.4Cm 이하이다(Dunn & Leitschuh, 2006; Sherrill,
2004; Winnick, 2005). 이러한 왜소증은 뼈를 형성하는 연골의 결핍, 또는 뇌하수체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왜소증을 가진 사람은 신장이 작은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차이점이 없으며, 이들은 대부분 “난쟁이”라 불린다
(Kasser & Lytle, 2005; Sherrill, 2004; Winnick, 2005). 이들은 출생 시 연골무형성증을 가지고 태어나며,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발생한다. 또한 뇌의 압박, 뇌수종(hydrocephalus), 무호흡증(apnea) 등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팔과 다리가 짧으며, 뱃속에서
뼈가 형성된 후 출생하기 때문에 출생 시에 왜소증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일반 사람처럼 걷거나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② 분류
왜소증은 균형성(proportionate)과 불균형성(disproportionate) 왜소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균형성 왜소증은
각 신체부위가 짧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뇌하수체의 정상적인 성장이 결핍된 경우에 발생한다.
불균형성 왜소증은 정상적인 크기의 몸통에 비해 짧은 팔과 다리, 큰 머리가 특징이다. 불균형성 왜소증은 불완전한
유전자로 인하여 뼈가 완전히 발달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발생하며, 흔하게 나타나는 왜소증이다. 불균형 왜소증의
대부분은 연골무형성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이러한 연골무형성증은 연골의 정상적인 형성과 성장의 결핍에
의해 나타난다(Winnick, 2005).
왜소증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왜소증은 가족성, 체질성 성장지연, 만성적인 전신질환, 호르몬분비 이상,
선천적 이상, 영양결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재활복지대학, 2009). 첫째, 가족성인 경우에는 신체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나 다른 사람들보다 왜소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체질성 성장지연의 경우에는
한 살에서 두 살까지의 급성 발육시기에 제대로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춘기까지 서서히 성장함으로써
또래 아동들보다 작은 상태를 보인다. 셋째, 만성적인 전신질환은 선천성 심장병, 만성 폐질환, 신장질환, 간
질환 및 위장질환 등으로 인하여 성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로 이들 질환을 찾아내고 치료함으로써 정상적인
성장 패턴을 회복할 수 있다. 넷째, 호르몬 분비 이상은 성장호르몬 분비의 결핍, 갑상선 기능 저하, 당뇨병 등에
의하여 왜소증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신체비율 즉, 상체와 하체의 비율은 정상적이지만 단지 키만 작은 모습을
보인다. 다섯째, 선천적 이상으로 인한 왜소증은 자궁 내 성장발육 지연으로 태반을 통한 영양 공급이 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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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거나, 가슴의 발달이 늦고, 사춘기 나이가 되어도 생리가 없는 경우, 여아에게서 나타나는 터너증후군(유전적
왜소증), 그리고 뼈와 연골의 비정상적인 형성 또는 비정상적인 성장에 의한 것으로 아주 작은 키와 신체 비율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연골무형성증(골격형성 이상)이다. 여섯째, 영양결핍은 신체에 영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왜소증을 말한다.

③ 특성
왜소증은 큰 머리, 납작한 얼굴, 과체중 혹은 비만, 동요성 보행(waddling gait), 척추전만증(lordosis), 제한된
가동범위, 휜 다리 등으로 인해 신장이 더욱 작게 보인다(Winnick, 2005). 왜소증은 척수 또는 신경로 압박으로
인한 요추 협착이 주로 나타나며, 척주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척수가 연결되는 통로가 좁아지고, 근육 약화,
통증, 감각의 손실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왜소증의 심한 증상은 척추 수술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
왜소증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터너증후군과 연골무형성증을 들 수 있다(한국재활복지대학, 2009). 터너증후군
의 증상으로는 신장과 체중이 작고, 목이 두꺼워 보이며, 목뒤와 등을 연결하는 겹살이 관찰되며, 손발이 부어
보이고, 손발톱이 작고 위로 향해 자란다. 턱이 작으며, 윗니와 아랫니의 부정교합이 발생하고, 입천장이 높다.
팔꿈치의 아랫부분이 윗부분에 비해 밖으로 휘어져 있으며, 가슴이 매우 넓어 두 젖꼭지 사이의 폭이 정상에
비해 크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난소가 퇴화되어 월경을 겪지 않고 임신을 못하지만, 간혹 정상적인 월경과 임신이
가능한 경우도 발견된다. 중이염이 잘 발생하고 치료가 어려워 청력을 잃을 수도 있으며, 사시, 안구진탕 등
안과 관련 문제도 발생한다. 이들은 수학이나 공간개념이 다소 지체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 분포는 다양하다.
연골무형성증의 증상으로는 가슴부위가 매우 작고, 호흡부전으로 유아기 때에 사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키가
작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보통 2세 이후에 증상이 뚜렷해지며, 평균 성인의 키는 남자 131Cm, 여자 124Cm에
그친다. 팔다리가 짧고 머리가 크며, 이마가 튀어나오고 콧날이 우묵하게 들어가며, 손이 통통하고 짤막하고,
체간이 비교적 크며, 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나와 전체적으로 작고 신체 부위별 균형이 일치하지 않는 형태를
보인다. 또한 척추 뼈가 휘거나, 척수관이 좁아져 있을 수 있고, 추간판에 무리가 있어 척추나 신경근이 눌리는
고통을 호소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능에는 문제가 없다.
이러한 왜소증 장애인들의 고민거리는 키가 작다는 사실이며, 이것은 살아가는데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열등감을 유발한다. 또 만성적인 합병증이나 성장에 따른 신체 변형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다. 또한
불균형하고 작은 신체로 인해 나이에 맞는 기성복을 입을 수 없으므로 의상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이 크다.
그러므로 왜소증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왜소증 장애인의 운동기능과 관련하여 이들은 일반인보다 운동발달이 지체되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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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운동기술과 운동동작을 습득한 후 게임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고, 비만이 많으며, 관절의 손상은 탈구와 관절의 외상을 쉽게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기능의
문제를 팔꿈치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시킴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관절 운동은 삼가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왜소증은 사지가 짧기 때문에 공 던지기와 받기, 치기, 달리기, 점핑, 홉핑과
같은 대근운동 활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골프 클럽, 라켓, 하키스틱과 같은 운동 도구는 신장에 맞게
적절히 변형시켜 이들의 운동능력에 맞는 운동기능을 습득하게 해야 한다. 왜소증을 가진 아동들에게 체육 활동을
시킬 때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참여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왜소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척추에 압박을 가하지 않는 스트레칭, 요가, 수영, 사이클링 등이 추천되지만, 장기간 걷기 혹은 달리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거나 압박을 가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고 있다.

3

신체변형

(1) 골형성부전증(osteogenesis imperfecta)
골형성부전증은 뼈가 불완전하게 형성된 상태로써 신체에 큰 충격이나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쉽게 부러지는
유전질환이다(Sherrill, 2004; Dunn & Leitschuh, 2006). 이 질환의 원인은 콜라겐 섬유 단백질의 결핍에 의해
발생한다. 콜라겐은 인체 내의 결체조직에서 중요한 단백질로 건축 구조물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골형성부전증
을 가진 사람들은 유전자 결손으로 인해 정상보다 적은 양의 콜라겐을 생성하거나 결함이 있는 콜라겐을 생성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뼈가 쉽게 부러지게 된다. 골형성부전증은 뼈의 주성분인 칼슘과 인의 양을 줄어들게 하고, 뼈
구조를 약화시켜 쉽게 부서진다. 나중에 이 질환은 뼈가 짧아지거나 굽은 형태를 띠게 된다(Winnick, 2005).
현재 골형성부전증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일반적이다.
골형성부전증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Winnick, 2005). 유형Ⅰ 아동은 사춘기가 되기 전에 골절을
경험하며, 뼈가 작아지거나 손실되는 증상으로,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척추전만증과 안면이 삼각형
으로 변형되고, 비정상적인 관절의 탄력성과 낮은 근장력이 나타난다. 유형Ⅱ 아동은 콜라겐 섬유가 부적절하게
형성됨으로써 초래되며, 뼈의 심각한 기형과 골절을 유발하고, 출생 후 바로 사망하거나 수명이 매우 짧다. 유형Ⅲ
아동은 출생과 함께 뼈가 골절되며, 심각한 기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아동은 낮은 근장력과 비정상적인 관절의
탄력성을 나타내며, 작은 신장과 원통형의 가슴, 삼각형의 얼굴, 척추만곡 등을 나타낸다. 유형Ⅳ 아동은 콜라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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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가 부적절하게 형성되어 초래되며, 청력이 손실되는 증상을 나타내지만 눈의 공막은 정상적인 색을 띤다.
골형성부전증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키가 작고 얇고 부드러운 피부에 세모형의 얼굴을 지니고, 약한 타박상에도
쉽게 멍이 들고, 지나치게 추위를 타며, 큰 목소리를 낸다.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걸어 다니거나
목발을 사용하여 걸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나, 다리의 발육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상체와 하체의 발육부진으로 몸이 작으며, 척추가 휘어져 있거나 튀어나와 있고, 내장 기관이 눌려
있어 소화기관이 약하며, 폐활량이 적은 경우도 많다. 머리는 몸의 발육 불균형으로 크게 보이며 턱이 앞으로
나와 있다. 청각장애를 입거나 이가 약해지고 눈에 파란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중추신경계 손상과는
관계가 없어 지능 발달에는 이상이 없다.
현재까지 골형성부전증의 치료법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뼈의 지주로 강철막대를 삽입하여 강화시키는 수술이
권장되고 있다. 골형성 부전증이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게 되면 나중에 뼈가 약해질 수 있다. 즉,
근육의 손실, 허약, 더 많은 골절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골형성부전증은 보통 사지의 기형과 하지의 제한을
유발하기 때문에 심각한 골절과 기형을 가진 아동은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경미한 아동일 경우에는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지만, 손상 정도가 심각할 경우 크러치나 지팡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골형성부전증
아동에게는 관절이나 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권장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벼운 신체활동이나 수영, 근력
운동 등이 추천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새로운 골절의 위험을 줄이고 움직임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격렬한 축구, 배구, 농구 등과 같은 구기운동은 골형성부전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권장되지 않고 있다.

(2) 관절만곡증(arthogryposis)
관절만곡증은 관절 전체 혹은 일부에 영향을 미치며, 관절이 근육조직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조직 및 지방에 의해 감싸 있기 때문에 관절의 경직과 근육 약화가 나타나는 비진행성 선천성 질환이다(Winnick,
2005). 또한 이 질환은 상지, 하지, 혹은 등의 근육을 침범하여 다발성 관절의 근 섬유화 및 구축을 일으키며,
관절 주위의 신체부위가 제한되고 고정된 관절 굴곡 구축 작용이 나타나는 근골격계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이
질환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통 관절의 성장과 발달에 이상이 있거나, 뱃속에서 태아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거나, 임신 초기 척추의 발달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한다. 이 질환은 어떤 경우 단 몇 개 관절만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손, 손목, 팔꿈치, 어깨, 엉덩이, 발, 무릎 등이 영향을 받는다. 보통
관절 구축이 나타나게 되면 이 질환의 사람들은 근육 약화도 동반하게 되며 움직임도 제한받게 된다. 이 질환은
사지의 움직임 범위가 매우 작으며, 관절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이 질환은 경비한 수준에서 휠체어를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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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도까지 다양하다.
관절만곡증의 특징은 상지가 손상된 경우에는 어깨가 안쪽으로 굽어지고, 팔꿈치가 곧게 펴지거나 과신전되며,
전완이 회내되고, 손목과 손가락이 비틀어진 모습, 몸통과 하지 손상의 경우에는 엉덩이가 굴곡되거나 외전되고,
무릎이 뒤틀리고 곧게 펴지며, 발이 회내되고 복부 부분이 굴곡되는 증상을 보인다(Winncik, 2005). 또한 관절만곡
증은 선천성 심장질환, 호흡계 문제, 안면기형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질환은 지적 능력과 감각 능력은
정상적이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 질환을 위한 근본적인 치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신체 활동과 물리치료, 그리고 작업치료 등을 통하여 자세 교정, 일상생활 기술, 신체 활동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관절만곡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운동 종목으로는 수영,
사이클, 미니 골프, 볼링, 보치아 등이 있다.

(3)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다발성경화증은 주로 뇌와 척수의 백질(white matter) 부분을 침범하여 신경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미엘린
수초의 파괴를 산발적으로 일으키는 중추신경계(뇌, 척수)의 손상 및 면역체계 이상을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Waubant & Goodkin, 2000). 다발성경화증이란 말은 신체의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염증이 발생해서
딱딱해지는 경화(硬化) 현상을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다발성경화증은 보통 청소년기 후반에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하나로, 중추신경계를 통해 다양한 위치의 신경섬유를 흰 물질이 둘러싸며(미엘린
수초) 변질시켜 나타난다(Waubant & Goodkin, 2000). 또한, 이 질환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신경학적인 장애로
전반적인 무력감을 초래한다. 이 질환은 보통 20세~40세에 나타나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노인들
에게서도 나타난다. 이 질환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일부 연구자들은 바이러스의 침투와 면역
반응, 혹은 이 원인들의 결합으로 인해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Winnick, 2005). 다발성경화증의 원인으로는
감기, 발열, 임신, 분만 등이 있으며, 그 원인은 점차 신경계의 불능 상태를 초래하여 감염이 반복되고 합병증을
초래하여 사망하기도 한다.
다발성경화증의 증상은 염증이 발생하는 신체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가장 흔한 증상으로
는 시신경염에 의한 시력 저하 및 안구통, 척수염에 의한 편측 혹은 양측 감각 이상, 운동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뇌간 손상으로 인한 안구운동 장애, 얼굴의 감각 이상과 통증 등이 나타난다. 또한 이 질환으로 인하여 우울증,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나고, 대뇌에 생기는 염증은 처음에는 증상이 전혀 없거나 미세한 증상만을
보일 수도 있으며,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마비나 감각이상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초기에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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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자생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차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 재발성 다발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여러 부위를 번갈아가며 침범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재발은 반복될수록 신경계에 축적된 손상을
입히게 되어 회복도 불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결국 중증 장애로 진행한다.
다발성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치료를 해야 하며, 회복되어 질환의 증상이
미미할 때에는 예방치료를 시작하고, 재발 위험요소(감기, 바이러스 등)를 제거하며,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고, 더운 환경(사우나, 고온 노출 등)은 피해야 한다. 또한 이 질환의 사람들은 약물 치료가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완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추천 운동으로
는 볼링, 미니골프, 탁구 등이 있다. 그러나 고온에서의 수영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수온은 26℃ 정도가 좋다.

4

근육계 이상

(1) 근이영양증(muscular dystrophy)
① 정의
근이영양증이란 근(muscle)과 이영양증(dystrophy)이 합쳐진 말로, 특히 이영양증은 그리스어의 ‘dys’(딱딱한,
굳은)와 ‘trophe’(영양 상태)의 합성어이다. 근이영양증은 근 질환 가운데 발생빈도가 가장 높으며, 특정한 근육에
가성비대(pseudohypertrophy)나 진행성으로 오는 대칭성 근위축 등을 나타낸다. 가성비대는 주로 골격근에
진행성의 변성이 일어나 근육 자체가 결합조직이나 지방으로 대치되어 외형상으로는 근육이 커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없어지는 질환이다(한국재활복지대학, 2009).
이러한 근이영양증은 여러 근육군의 퇴화가 전이되며 진행되는 유전성 질환의 한 유형으로, 비대해진 근육
중심부의 근육세포가 지방과 결체조직으로 변형되어 발생하며, 변형 그 자체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근약화를 초래하
여 호흡장애와 심장질환 등의 합병증을 가져온다(Sherrill, 2004). 진행성 근이영양증을 가진 사람은 호흡계 전염이
나 심근경색 등의 이차적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질환의 증상은 신생아부터 중년층에 걸쳐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동기와 청소년기 때 발생하며(Winnick, 2005),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발생한다(Dunn &
Leitschuh, 2006). 근이영양증은 발생 부위에 따라 퇴화의 진행율이 다르며,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Auxter, Pyfer, & Huettig, 2005). 이러한 근이영양증은 근단백질을 잃고 수의근 체계의 퇴화를 증가시켜 점진적으
로 지방이나 결체조직에 의해 대치되는 증상을 나타낸다(Dunn & Leitschu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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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류
근이영양증은 뒤시엔느(Duchenne), 벡커(Backer), 안면견갑상완(facio-scapulo-humeral), 사지연결(limbgirdle) 유형을 포함한다(Sherrill, 2004; Winnick, 2005). 뒤시엔느 근이영양증은 아동기에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3~7세 사이에 발생한다. 이들은 동요성 걷기, 발끝으로 걷기, 척추전만증,
낙상, 넘어진 후 일어나기 힘듦,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Auxter, Pyfer, & Huettig, 2005).
뒤시엔느 근이영양증은 소아기 진행성 근이영양증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3살이 되어도 일어서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며, 뛰거나 달리지를 못한다. 처음엔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고 커지며, 근력 감소와 근 위축,
관절 변형과 구축, 심폐기능 감소 및 일상생활의 장애가 발생한다. 백커 근이영양증은 5세 전후로 발병하여 25세
전후까지 나타나며 40세 정도까지 살며, 처음엔 골반과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종아리 근육이 굳고 커지는
문제, 근력 약화로 인한 중추신경계 이상, 심장, 눈, 내분비선 계통에 문제를 일으킨다. 안면견갑상완 근이영양증은
발병 초기에 얼굴과 어깨, 대퇴와 엉덩이 근육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은 정상적인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 안면견갑상완 근이영양증은 청소년기 또는 성년기에 나타나며, 처음엔
얼굴과 견갑면에 근 손상이 일어나고, 점차 골반까지 전파되며, 어떤 경우에는 진행이 급속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활동을 하며, 진행 양상은 듀센형과 유사하다(한국재활복지대학, 2009).
사지연결 근이영양증은 보통 10대 후반에 나타나며, 어깨 주위 근육이나 허벅지 주위의 근육이 약해지고,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리지만 점차 팔을 얼굴 높이로 들거나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등에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 증상은 30~40대 후반부터는 운동기능 장애가 확실하게 나타난다(Winnick, 2005).

③ 특성
현재까지 근이영양증의 발병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질환은 몸의 근육을 만들어 주는 단백질이 잘 형성되지
못해 근육이 점차 약해지고, 초기에는 자주 넘어지는 증상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뛰고 걷기가 어려워지며, 앉아
있기조차 힘들고 마침내는 눕게 되고 호흡마저 힘들어지는 특징을 갖는다(한국재활복지대학, 2009).
근이영양증 아동은 대퇴, 엉덩이, 등, 견갑, 호흡근의 위축과 약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증세는 계속적이고 빠르게
질병이 진행되어, 근력손실의 정도는 손을 올리거나 물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불가능할 때까지 지속된다(Sherrill,
2004; Winnick, 2005). 이 질환은 10세 이후부터 보행에 어려움을 나타내며, 수명은 약 30세 정도이다(Winnick,
2005). 또한, 근이영양증 아동들은 신변처리와 이동에 어려움이 많다. 자그마한 문턱에도 발이 걸려 넘어지며,
작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일까지도 힘들어 한다. 이로 인해 씻기, 용변, 식사는 물론 외출이나 이동
시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들은 안전사고와 질환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근육의 무력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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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움직이기 힘들어지므로 걷거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가볍게
부딪히거나 조금 심한 경사지를 만났을 때,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하며, 감기나 음식으로 인한
질환에도 쉽게 노출되어 질병에 잘 걸린다(한국재활복지대학, 2009).
일반적으로 근이영양증은 발병 시기가 이 질환을 가진 아동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근이영양증
아동들의 특성은 첫째, 빨리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둘째, 소근운동기능을 잃기 쉽고,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과
제한적 교육기회로 인하여 학습의 동기유발이 부족하고, 넷째, 자세 변화를 점진적으로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다섯째, 사회화 기회의 제한과 질병의 속성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를 가질 수 있다(Auxter, Pyfer, & Huettig,
2005).
이러한 근이영양증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심장병과 호흡계 질환을 유발하여 아동의 이동성 및 움직임을
제한한다(Dunn & Leitschuh, 2006). 또한 호흡근의 약화는 호흡감염을 가져오며, 심장병으로 진행될 수 있어
체육 교사들은 근이영양증 아동에게 체육 활동을 시킬 때 주의해야 한다(Sherrill, 2004). 근이영양증으로 인한
심혈관계 약화는 결국 달리기와 같은 심폐 지구력 운동을 시킬 때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질환 초기에 운동과 재활을 실시한다면 근이영양증 아동들은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근위축증(muscular atrophy)
① 정의
근위축증은 척수신경 또는 간뇌(間腦)의 운동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향후 이와 관련된 근육세포가 점차
위축되어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는 질병을 말한다. 근위축증을 가진 아동은 점차 근세포가 줄어들거나 약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퇴화되어 근력, 근파워, 근지구력 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근위축증을 가진 아동은
초기에 적당한 운동과 영양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류
근위축증에는 근위축성 축색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과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이 있다. 근위축성 축생경화증은 척수와 운동세포의 질환으로 인하여 골격근에 근위축을 가져오는 만성적
인 질환을 말한다. 이 질환은 루게릭병(Lou Gehrig's disease)이라고도 부른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영아 및 유아에
게서 발생하는 심각한 염색체성 열성 질환의 하나이다. 경미한 척수성 근위축증은 영아 및 유아들에게서 흔하게
관찰되는 질환으로 이를 소아 신경근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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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성
근위축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보통 척수에 있는 운동신경섬유 및 세포의 진행성
변성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외상, 바이러스 감염, 약물중독, 대사장애, 유전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근위축증의 증상으로는 근육통과 근육경련, 근육약화가 주로 나타난다. 즉, 손에 힘이 빠지고 손가락 운동장애와
팔이 굳는 듯 느낌을 가지며, 팔다리와 얼굴 근육은 줄어들고, 힘이 없어지며, 팔다리가 뻣뻣해진다. 또한, 질환의
초기에는 손가락에서 시작하여 손목, 팔목, 어깨, 가슴 등으로 근위축이 진행되며, 다리 역시 발가락에서 시작하여
발목, 무릎, 대퇴, 몸통으로 근위축이 진행된다. 근위축증을 가진 아동은 나중에 머리를 가누지 못하며, 근력
저하로 인한 호흡곤란, 척추측만, 관절구축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각신경에는 이상이 없어
통증을 느끼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의식도 분명하며, 안구운동 장애나 배변 등의 문제도 없다.
근위축증을 가진 아동은 수시로 의료검진을 받아야 하며, 다른 합병증이 발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생활해야
한다. 또한, 근위축증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매일 일상적인 운동이나 활동을 하고, 특히, 척추가 휘거나 신체가
구축되지 않도록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야 한다(Kasser & Lytle, 2005). 그러나 무리한 운동은 이들의 근위축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지하는 것이 좋다. 현재까지 근위축증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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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시각장애

정의

시각이란 시력(visual acuity), 시야(visual field), 시색(visual color)을 의미한다. 시력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며, 시야는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를 의미하고, 시색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종무, 2001; 이소현, 박은혜, 2006). 보통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는
법적 관점과 교육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법적 관점의 정의는 시력과 시야를 중시하는 반면, 교육적 정의는
여기에다 잔존 시력 사용 여부를 추가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를 정의할 때 인간의 눈의 구조를 알아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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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2008)｣에서는 시각장애란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
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2008)｣에서는 점자나 촉각
및 청각 매체를 통하여 교육해야 할 학생을 맹으로 분류하고, 잔존 시력을 활용하여 문자를 확대하거나 광학적인
기구를 사용하여 교육해야 할 학생을 저시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시각
손상의 정도에 따라 학습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들의 시각 손상 정도에 따라 교육 지원 및 서비스를
적합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와 관련된 시각장애 분류를 살펴보면, 국제시각장애스포츠협회(International Blind
Sports Association(IBSA), 2009)에서는 시각장애를 B1, B2, B3로 분류하고 있다. B1은 전맹, B2는 맹, B3는
저시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협회의 분류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 국제시각장애스포츠협회(IBSA, 2009)의 등급 분류
등급

2

설 명

B1

어느 쪽으로도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B2

시력이 2m/60m 이하 혹은 시야가 5도 이하로 물체나 그 윤곽을 인식하는 경우

B3

시력이 2m/60m ~ 6m/60m 혹은 시야가 5도에서 20도 사이인 경우

시각장애의 유형

시각장애는 실명 시기를 기준으로 선천성 시각장애와 후천성 시각장애로 구분된다. 선천성은 유전적 혹은
출생 시에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후천성은 출생 후 질병 혹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시각장애를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후천성 시각장애인은 학업, 사회 적응 및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이 시각 손상을 입은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그림 7>에 제시된 눈의 구조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결함이 생기면 시각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시각 손상
유형에 따른 시각장애의 분류 및 이에 대한 특성은 <표 1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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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시각 손상에 따른 시각장애 유형
유형

정의

안구손상
▹ 근시

근거리에 있는 사물에는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원거리에 있는 사물에는 초점을 맞출 수 없다.

▹ 원시

원거리에 있는 사물에는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근거리에 있는 사물에는 초점을 맞출 수 없다.

▹ 난시

망막에 초점이 같지 않은 상들이 맺힌다.

안근육 손상
▹ 사시

두 눈의 부적절한 정렬이 뇌로 들어가는 두 개의 상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 안구진탕증

초점을 사물에 맞추는 것을 방해하는 빠르고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

각막, 홍채, 수정체 손상
▹ 녹내장

눈의 유체 흐름 제한으로 안압 증가 및 망막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 무홍채증

색소결핍(백색증)이 원인으로 홍채가 미발달되어 빛에 굉장히 민감하게 된다.

▹ 백내장

수정체가 혼탁해진다.

망막 손상
▹ 당뇨병성 망막염 당뇨병에 의해 야기되는 눈 혈관의 변화가 있다.
▹ 반점 변성

망막 중심부의 작은 부분이 손상되어 정교한 중심 시력에 제한을 초래하고 읽기와 쓰기가 곤란하게 된다.

▹ 미숙아 망막염

유아에게 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됨으로써 생기는 망막 손상으로 수정체 후방 섬유 증식증이라고도 한다.

▹ 망막 박리

망막 박리는 시각 정보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다.

▹ 색소성 망막염

유전적인 눈의 질병으로 점차 실명하게 된다. 야맹증은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후이다.

▹ 망막아종

종양

시신경 손상
▹ 위축

시신경의 기능 저하

※ 출처: 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2016). pp. 54-55

3

지도 시 고려사항

(1) 인지 및 학업적 요구
시각장애 학생의 인지 및 학업적 특성은 지적장애 등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정안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시각장애 학생들이 시각적인 정보로부터 다양하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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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 시간의 개념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감각 자극, 개념 발달, 의사소통과
같은 인지발달도 지체된다. 시각장애로 인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또한, 구어와 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발달의 지체,
경험의 제약, 시자극의 결여로 인해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경향을 보인다(임안수, 2008; Miller, 1981). 또한 어휘
수는 풍부하나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 언어주의에 빠지기 쉽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 학생들은 인지발달 및 모방학습의
결여를 보상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2) 신체적 요구
시각장애 학생은 정상적인 운동발달 단계를 거치지만 속도가 느리고, 움직임 경험이 부족하여 이동 및 공간
정향이 어렵고 움직임의 양이 적기 때문에 심동적 영역의 발달이 느린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앉기나 서기와
같은 정적인 운동 기능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나 달리기나 멀리뛰기와 같은 동적인 운동 기능에
대해서는 비장애 학생들과 비교하여 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시각장애 학생들은 협응력, 평형성, 민첩성
발달 역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확한 협응력, 평형성, 민첩성 모습을 담은 신체 활동을 볼 기회 혹은
모방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각장애 학생의 운동발달이 지연되는 이유는 부모나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주위 사람들이 과잉보호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움직임에 대한 동기부여가 줄어들며, 다른 사람들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신체의 협응력과 평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물체를 정확히 맞추는 교치성 운동,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민첩성 운동,
선 따라 걷기 및 평균대 걷기와 같은 평형성 운동, 그리고 자신과 사물의 거리 및 방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협응력 운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각장애 학생의 행동 특성으로는 블라인디즘(blindism) 혹은 자기자극(self-stimulation)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블라인디즘은 신체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나타나는 반응이며, 몸 흔들기, 눈 찌르기, 사용하지 않는
사지 흔들기 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부모와 교사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지를
파악하여 시각장애 학생들의 습관적 행동들을 멈추게 하는 적절한 관심거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시각장애 학생의 습관적 행동이 해당 학생의 교육적인 문제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자기자극 행동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괜찮다(McHugh & Lieberm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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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청각장애

정의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2008)｣에서는 청각장애란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장애인교육법
(IDEIA, 2004)｣에서는 청각장애란 보청장치를 착용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청각을 통한 언어의 이해 과정이 극히
어려울 정도의 청력손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손상은 반드시 아동이 교육적인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청각장애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발생된 청각 기능의 비정상적 작용으로 인하여 송신자의 음을
전달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청각기관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청각장애라는
말은 경도에서 최중도에 이르는 청력손실을 모두 지칭하며, 농(deafness)과 난청(hard of hearing)이 포함된다.
농이란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청각을 통해 언어적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난청이란 대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청각을 통한 정보 교환이 가능한 정도로 잔존
청력이 나오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청력의 손상이 영구적일 수도 있고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며, 아동의 교육적인
성취나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청력손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청각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은 다음 <표 18>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청각장애를 ‘청력의 손실 정도와 말소리 명료도를 기준으로 청력을 잃은 사람과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의 청각장애를 정의하는 교육적
지원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 생리학적 관점에서 소리의 강도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청력 손실이
아동의 말(speech)과 언어(language) 능력 및 의사소통 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소현, 박은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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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장애인복지법 상의 청각장애 분류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2

분류

사람들에게 청력을 검사할 때 우리는 소리를 사용한다. 소리는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주파수(Hz), 세기를
나타내는 강도(dB)를 기본으로 장단을 나타내는 지속시간(time), 음색이나 음절을 나타내는 복합성(complexity)으
로 구성된다(강창욱, 2005). 그러나 청력을 검사할 때 사용하는 소리는 주로 강도와 고저를 말한다. 여기서 소리의
강도는 세기를 말하며, 세기는 데시벨(dB)로 측정하며,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강도의 시작점은
0데시벨이며, 보청기 없이 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청력 범위는 0~25데시벨이다. 소리의 고저(혹은 음파의 빈도)는
헤르츠(Hz)나 초당 사이클(cycles per second)로 나타낸다.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고저의 범위는 500~2,000Hz 사이이며, 청력검사에서는 이 범위를 사용한다. 일상적인 대화의 경우에는
500~2,000Hz라고 생각하면 된다. 청각장애의 분류는 크게 청력손실 정도로 분류하는 방법과 청력손실의 병리적
부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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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분류
청력의 손실 정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데시벨의 정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3m
떨어진 곳에서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릴 경우 이는 약 45~65데시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청각장애
정도와 관련하여 이러한 데시벨의 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일반 아동은 0~25데시벨이면 소리를
감지할 수 있고, 일반 대화는 40~50데시벨이면 가능하다. 소음은 125~140데시벨 사이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게 느껴지고, 청력손상은 55데시벨 정도로 대화를 하는데 뚜렷한 어려움이 있는 수준이다(Moores, 1996).
다음 <표 19>는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와 그에 따른 음의 인지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19>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청각장애의 분류(한동기, 2009)
장애 정도

청력 손실치(㏈)

정상

25㏈ 이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음

26 ~ 40㏈

▹작은 소리를 인지하기 어려움
▹회화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해가 어려움
▹언어발달에 약간의 지체 현상이 야기됨

41 ~ 55㏈

▹입술 읽기와 말하기 훈련 필요
▹보청기를 사용하여야 함
▹어려움
▹그룹 토의가 어려움
▹특정 발음이 어렵거나 안됨
▹언어습득과 발달이 지체됨

56 ~ 70㏈

▹정규교육 배치가 거의 가능함
▹말하기와 언어훈련이 가능함
▹교육보조 서비스가 필요(노트정리, 개인교수 등)
▹큰 소리는 이해함
▹일대일 대화도 어려움
▹보청기를 착용하면 음을 이해함

71 ~ 90㏈

▹부분적인 정규교육 배치 또는 전일제 특수교육
▹구화기술 훈련이 중요함
▹언어훈련이 부분적으로 가능함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이해가 어려움
▹보청기를 착용해도 음을 이해하기 어려움
▹어음 명료도가 현저하게 떨어짐

91㏈ 이상

▹언어와 의사소통 훈련 필요
▹청력에 의존한 학습활동이 어려움
▹청력에 의존한 음의 수용과 이해가 어려움
▹어음 명료도와 변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짐
▹보청기를 착용한 어음변별력도 현저하게 떨어짐

경도
(mild)

중도
(moderate)

중등도
(moderately severe)

고도
(severe)

최고도
(pro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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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인지 특성

<그림 8> 청각의 구조

(2) 청력손실의 병리적 부위에 따른 분류
청각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의 귀는 크게 외이(외이개, 외이도), 중이(고막,
이소골, 이관), 내이(난원창, 와우각, 반규관, 전정, 정원창), 청신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청각경로를 통하여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러한 귀의 구조와 소리의 전달경로에서 어느 부위가 손상을 입느냐에 따라 청력손실의 정도도 달라질
뿐 아니라 교육방법도 달라진다. 크게 외이나 중이에 장애가 있어 소리 에너지가 내이로 전달될 때 장애를 초래하는
전음성 청각장애(conductive hearing loss)와 내이와 청신경의 장애로 소리를 감지해서 대뇌로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는 감음신경성 청각장애(sensorineural hearing loss)로 분류되는데, 전음성 부위와 감음신경성 부위 모두
손상을 입은 혼합성 청각장애(mixed hearing loss)도 있다. 전음성과 감음신경성 청각장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음성 청각장애(conductive hearing loss): 외이와 중이에서 발생하는 청각장애로서 듣는 소리의 세기(데시
벨)에 영향을 미친다.
▹청력 손실이 전 주파수대에 걸쳐 60~70데시벨을 넘지 않음
▹음의 강화를 통해 건청인에 가깝게 들을 수 있음
▹보청기 착용 효과가 뛰어남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 가능
▹기전도(氣傳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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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음신경성 청각장애(sensorineural hearing loss): 내이와 대뇌에 이르기까지의 감각기관과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청각장애로서 듣는 소리의 주파수(Hz), 명료성, 이해성에 영향을 미친다.
▹90데시벨 이상에 이르기까지 고도, 최고도의 청력 손실치를 보임
▹보충현상을 수반하여 음의 크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보청기 착용 효과가 떨어짐
▹현재로는 치료가 어려움
▹기전도와 골전도(骨傳導) 두 가지 모두에 장애가 있으며, 골도 청력 및 기도 청력에 차이가 없음

3

장애 특성에 따른 교육적 고려사항

(1)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
청각장애는 언어 이해와 구어 사용 능력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언어능력 발달 과정에서
청력손실 시기는 교육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간략히 살펴보면, 인간에게
언어능력은 생후 2년까지가 중요하다. 생후 2년을 기점으로 그 전에 청각이 손상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기 교육적
조치를 취해도 언어습득이 쉽지 않다. 그러나 2세 이후에 청각에 손상을 입으면 언어수행 능력의 습득과 발달에
지장을 덜 받는다. 이러한 청력손상은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에 제약이 커지며, 선천성 청력손상은 5세 이전에
주로 발생하고 청력손상이 클수록 발달이나 생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각한 청력손상의 경우에는
보통 출생 시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유아들도 청각자극에 대하여 구두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 언어와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한 후에 청력이 손상된 경우에는 가끔 정서 조절에 문제를 보이지만, 언어학습은
크게 방해를 받지 않는다.
청각장애 아동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지만,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인공와우 수술을 받거나, 청력 보조장치를 착용하면 어느 정도 청력을 개선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각장애 아동들은 듣는 것을 통한 정보의 습득과 구화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화 혹은 몸짓이나 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우선 구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는 독화(speech reading) 능력의 발달이 중요하다. 독화란 말하는 사람의 입술 움직임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것을 말한다. 만약 구화를 배우고자 하는 청각장애 아동이 조기에 적절한 구화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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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청력과 조음능력의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 아동들에게는 장애 초기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를 안내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화는 손의 형태와 위치, 운동으로
상징되는 여러 가지 제스처를 결합하여 표시하는 고유의 언어체계로, 각 나라마다 독특한 수화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말의 억양과 같은 효과를 얻고자 표정이나 신체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또는 수화단어가 없는 고유명사 등을 철자화하기 위하여 지화를 사용하기도 한다. 지화란 지문자라고도
하며, 한글의 자모음 글자 모양과 비슷한 24개의 손 모양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2) 신체 및 운동 특성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평형감각에 문제가 있다. 평형감각의 문제는 전정기관의 손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아동의 발달 및 운동능력을 지체시키는 원인이 된다(Winnick, 2005). Lieberman, Volding과 Winnick(2005)에
의하면, 청각장애 아동들 가운데 특히 전정기관이 손상된 아동들은 운동 수행이 낮았다고 한다. 또한, 청각장애
아동들과 일반 아동들의 체력검사를 비교한 결과(Ellis, 2001; Winnick & Short, 1986b)에 의하면, 청각장애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과 유사한 체력 수준을 나타냈다. Ellis(2001) 역시 청각장애 아동들의 체력 정도는 일반
아동들의 체력 수준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청각장애 아동들에게는 일반 아동과
동등한 신체 활동 참여의 기회와 부모의 협조가 청각장애 아동의 체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각장애 아동들에게도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들도 얼마든지 일반 아동과 동등한 운동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 아동들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이른 시기부터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청각장애 아동의 운동기능은 일반 아동과 거의 차이가 없다. 단지 전정기관의 평형감각 문제로 협응력 및
평형성 운동에 어려움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일반 아동과 동일한 운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운동기능을 연구한 Ellis(2001)의 결과를 보면, 청각장애 아동들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각손상과 같은 감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래 아동들과 비교하여 운동기능
이 낮지 않았다고 한다. 즉, 청각장애인들은 평형감각의 손상으로 운동능력의 지연이 나타나고, 전정기관의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낮은 운동 수행능력을 보인다(Lieberman, Volding, & Winnick, 2004). 그러나 오히려 청각장애
아동들에게는 신체 활동을 통하여 운동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Stewart, 1991), 또래 아동들과 동일한 운동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준다면 이들도 또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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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운동능력을 보일 수 있고 일반 아동이 참가하는 운동 종목들도 그대로 참가해도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청각장애 아동들에게도 일반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제공하여 이들이 일반 아동들과
마찬가지의 운동능력을 갖고 생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인지 및 학업적 특성
청각장애 아동들의 지적 능력은 대체로 일반 학생보다 평균적으로 약간 낮다고는 하지만, 동작성 검사에서는
건청인과의 차이가 크지 않고, 언어성 검사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다. 지능검사 도구에서 언어성 요인이
적절히 통제된다면 이들의 점수는 정상적인 분포를 따른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이해 및 구어 사용 능력의 제한은 문자해독, 읽기, 쓰기를 비롯하여 언어성이 요구되는 교과의 학업 수행과 성취도에
도 영향을 미쳐 일반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난다(김희규 외, 2010). 이와 같은 낮은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청력의 손실로 인한 청각적인 정보처리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구화를 위주로 하는 대부분의
교육환경에서 학습 관련 정보 자체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기에,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의 수정 등을
통하여 청각장애 학생들이 학습내용의 이해와 학습활동에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은 언어기능을 발달시킴으로써 상호작용을 위한 구화, 수화 등 다양한
의사소통기술과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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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건강장애

정의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에서 건강장애는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건강장애를 “심장의 상태, 결핵, 류머티즘, 신장염, 천식, 겸상적혈구 빈혈증, 혈우병,
간질, 납중독, 백혈명,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 또는 급성 건강문제로 인하여 약화된 근력, 체력, 민첩성을 가진
상태”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기타 건강장애(other health impaired, OHI)로 인하여 아동의 교육수행 및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만성적 질병을 가진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건강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유형으로 포함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기서는 건강장애의 주요 질병 유형에 따른 특성 및 교육적 지원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 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1.9%에 해당하는 1,758명의 학생이 건강장애임을 알 수 있다.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적 배치 현황은
특수 학교(30명)나 특수 학급(154명)보다는 일반 학급(1,574명)을 중심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어떻게 특수교육
적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은혜, 이정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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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질환별 특성에 따른 고려사항

(1) 당뇨
우리의 인체는 음식물을 받아들이면 대부분 포도당으로 분해된 후 혈관을 통하여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
로 사용한다. 이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보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고혈당의 상태로 혈액 내에 남아 있게 되어 당뇨병이 발생한다. 우리 인체 내의 당뇨는 글루코오스
(glucose) 생성 및 저장, 활용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췌장은 바로 우리 인체의 적절한 혈중 글로코스 수준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슐린이 부족하면(고혈당, hyperglycemia), 글루코오스가 글리코겐(glycogen)
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로 간에 저장되어 신장, 눈, 심장, 혈관 등 인체의 다른 부위에 손상을 일으킨다. 반대로,
부적절한 인슐린 주입, 과도한 음식 섭취,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혈중 인슐린이 너무 많으면, 저혈당(hypoglycemia)
이라고 알려져 있는 심각한 증상이 발생한다(Hornsby & Albright, 2003). 그리고 당뇨병은 다른 질환을 동반한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당뇨병성 혈관장애, 신경장애, 감염증을 나타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당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유형 Ⅰ)이고, 다른 하나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유형 Ⅱ)이다. 최근에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가 아동들에게서 많이 발견됨에 따라(Juvenie Diabetes
Foundation International, 2003; Sherrill, 2004), 소아당뇨라고도 불린다. 당뇨가 있는 아동들은 보통 인슐린
쇼크가 발생하며, 인슐린 쇼크는 혈류 내 과도한 인슐린 분비로 발생한다(Misben, 1997). 그리고 당뇨로 인한
혼수상태는 글루코오스가 너무 많거나 인슐린이 충분하지 못할 때 생긴다. 이러한 인슐린 쇼크의 증상으로는
맥박이 빠르게 뛰거나, 현기증, 심약함, 과민반응, 순간적인 의식 소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식이 있다면
꿀이나 주스, 음료와 같이 빠르게 인체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음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당뇨로
인한 혼수상태는 보통 인슐린 쇼크보다 서서히 진행되지만, 더 심각한 증상으로 갈증과 잦은 소변, 불규칙한
호흡 및 복통과 같은 매스꺼움 등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Winnick,
2005). 그러므로 당뇨가 있는 아동들은 우선적으로 음식 섭취와 인슐린 수준, 운동량 등을 검사한 후 인슐린과
혈당 수준에 따라 신체 활동을 다르게 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체 활동은 영양 조절과 각 개인의
운동에 대한 반응, 인슐린, 신체 활동 내용 및 과정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Hornsby
& Albright, 2003). 이때 체육 교사는 당뇨병과 혈액순환의 문제를 숙지하고, 맨발로 신체 활동을 시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상처가 있을 경우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Conti & Chaytor, 1995).

제2장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의 이해  109

(2) 심장질환 및 심혈관질환
정상적인 심장은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대면 정상적인 심장박동을 들을 수 있지만,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은
심장판막 부전증과 같은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아동에게 이런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모두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증상은 성인이 되면서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심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으며,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잦은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심혈관질환을 가진 사람은 가슴에 통증이 생기고, 숨소리가 짧고, 발, 발목, 복부 등이 붓고, 어지럼증을 느끼고,
피로를 느끼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보인다(Dunn & Leitschuh, 2006). 심혈관질환에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심장병, 뇌출혈, 선천적 심장기형 등이 포함된다(Sherrill, 2004). 이 가운데에서도 아동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류마티스성 심혈관질환(rheumatic heart disease)을 알아보면, 류마티스성 심혈관질환의 경우 아동이 연쇄구균에
감염되면 이후 그 아동은 특별한 증상없이 류마티스성 심혈관질환에 감염되곤 한다(Bisno, 1991). 류마티스성
심혈관질환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심장의 잡음(heart murmur)과 심장비대(cardiomegaly), 심낭염(pericarditis,
심장 내부의 팽창으로 가슴에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 충혈성의 심부전증(congestive heart failure) 등이 있다
(Surburg, 2000).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의 징후에는 호흡이 짧아지는 것과 체중 증가, 현기증, 부종, 심계항진
등이 있다(Winnick, 2005). 또한 심혈관질환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이 증상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혀서 심장 세포가 죽어가는 상태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증상이 나타난
다. 이러한 증상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그 다음으로 위험한 증상은 협심증이다. 협심증은
심근경색보다 증상이 약하며, 관상동맥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 근육에 통증을 유발한다. 협심증은
보통 몸을 움직이다가 심장에 무리가 갈 경우 발생한다. 또한 심장질환 가운데 부동맥도 위험한데, 부동맥은
심장의 정상적인 리듬이 깨진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심장박동을 할 때에는 혈구가 터지고
혈전이 만들어져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항시 건강에 주의를 해야 한다.
체육 교사는 심혈관질환을 가진 아동에게 체육 활동을 시킬 때 심혈관질환의 다양한 특성과 치료 방법,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체 활동을 제공할 때에는 약물의 종류와 처방 시기,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심혈관질환을 가진 아동들에게 체육 활동을 시킬
때에는 첫째,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안정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며, 둘째, 경쟁적인 활동은 피하며, 셋째,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시간은 길게 가지며, 넷째, 운동 중에 과도한 기침, 호흡 곤란, 저혈압, 안색 변화,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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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면 주의하고, 넷째, 운동을 시킬 때 휴식 시간과 간격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Braith, 2002).
이밖에도 체육 교사는 빈혈이 있는 아동들에게 체육 활동을 시킬 때에는 사전에 주의사항을 정확히 알고 빈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가장 흔한 빈혈의 형태는 철분이 부족해서 호흡 곤란과 에너지 부족,
졸음, 소화 불량 등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그 증상이 쉽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심한 경우 얼굴, 입술, 잇몸 등이
창백해지고 산소부족으로 인한 칼로리 소비의 감소로 신체 활동이 제한받고, 심박수와 호흡수에 영향을 미친다
(Sherrill, 2004). 고강도의 운동이나 뜨거운 물, 고지대에서 활동하는 것 등은 빈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Eichner, 1993). 다시 말해, 오래달리기, 축구, 농구 등 체력이 요구되는 체육 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빈혈 증상이 약한 아동들은 빈혈 상태가 호전되기까지 약한 강도의 운동은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들에게 걷기, 가벼운 중량 들기, 스트레칭 등은 효과적인 운동 종목들이다. 이후 약한 빈혈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빈혈 증상이 점차 호전되면 운동 강도를 서서히 높여 가면서 운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천식
천식은 아동기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며, 심할 경우에는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천식은 숨을 거칠게
쉬는 증상이나 기침, 기관지 확장으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일으키며(Cypcar & Lemanske, 1995; Dunn
& Leitschuh, 2006),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가랑가랑하는 숨소리가 들리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증상(Sherrill, 2004)으로,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 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이다(Auxter,
Pyfer, & Huettig, 2005; Winnick, 2005). 천식의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기침, 천명(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마른 기침만 반복하는 경우, 가슴이 답답하거나 흉부 압박을 호소하는 경우, 목구멍에 가래가
걸려있는 것 같은 증상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Sherrill, 2004). 천식은 심각한 수준에 따라 경도, 중도, 심도,
호흡실패로 구분할 수 있다. 경도 증상은 적절한 공기 교환, 경미하고 짧은 호흡, 씩씩거리는 호흡 소리가 나타난다.
중도 증상은 휴식 시 호흡곤란, 현저하게 씩씩거리는 호흡,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호흡을 한다. 심도 증상은 현저한
호흡곤란을 느끼고, 몇 마디 말을 하는 데도 괴로움을 호소하며, 보조기구를 사용하여야 호흡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호흡실패는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혼란을 느끼며, 호흡을 위해 특정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Auxter et la., 2005). 이러한 천식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지 확장제와 같은 약물요법이나, 특정 물질에
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 면역요법이 추천되고 있다.
체육 교사는 체육 시간에 천식이 있는 아동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는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천식이
있는 아동들에게는 장시간의 고강도 신체 활동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동이 천식으로 인해 고통을

제2장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의 이해  111

받고 있다면 경쟁 및 승패를 유발하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러한 아동들에게는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Friedman et al., 2001). 그러나 체력이 낮은 천식이 있는 아동들에게는
점진적으로 운동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나중에는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에 견딜 수 있는 운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체육 교사는 천식이 있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준비운동과 알맞은 운동강도, 그리고 다른 예방적
수단들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신체 활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천식이
있는 아동이 호흡곤란을 일으킨다면 신체 활동은 제한하는 것이 좋다. 체육 교사는 수업을 할 때 자기 수업에
천식의 병력이 있는 아동들이 들어온다면 항상 주의하여 체육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발작
발작은 뇌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에 의하여 무의식적인 움직임, 다양한 심리 변화, 인지 및 행동, 급작스런
의식 변화를 유발하며(Colson Bloomquit, 2003; Winnick, 2005), 경련이 재발하는 중추 신경계의 만성적 질환이다.
발작은 간질, 경련성 장애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Sherrill, 2004). 미국간질재단(Epilepsy Foundation of
America, 2003)에서는 간질을 일반적 발작(generalized seizures)과 부분적 발작(partial seizures)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 발작은 대발작으로서 의식을 잃거나 급작스런 움직임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하고, 부분적 발작은
소발작으로서 잠시 의식을 잃거나 부분적인 신체 발작이 나타나는 증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대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대발작은 드러눕는 행동이나 입에 거품을 무는 행동, 또는 의식의 뚜렷한 소실 및 방광의
기능 상실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발작의 시작은 어느 정도까지 예측(전조)이 가능하다. 이때의 발작은 갑작스런
섬광, 심한 신체적 고통, 심리적 스트레스, 피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Winnick, 2005). 따라서 발작 증세가
있는 아동의 경우, 전조 증상을 잘 파악하여 사전에 발작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작은 약물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약물 치료는 그 기간이 길고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체육 교사들은 오히려 발작에 대비한 응급처치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체육 활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발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아동들에게 먼저 교육을 시킨 후 체육 활동을 시키며, 일반 아동들이 발작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함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발작 시 응급처치
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Winnick, 2005). 보통 발작을 일으키는 아동들은 다른 운동 종목보다 수영을 가르칠
때 주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물속에서의 발작은 아동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Sirven & Varrato,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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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발작이 발생했을 때 우선 아동을 바닥에 눕히고 허리에 쿠션을 댄다.
둘째, 안경을 낀 아동이라면 안경을 벗기고, 마우스가드나 치아에 교정용 보철을 했다면 아동의 기도를 확보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침을 빼내고 기도를 유지한다.
셋째, 발작 시에는 아동이 다른 물체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넷째, 장시간 의식을 잃었을 경우 비상 상황이므로 발작하는 시간(발작 지속 시간)을 기록하면서 응급요원을 불러
병원으로 후송한다.
다섯째, 만약 응급요원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발작하고 있는 아동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린다.
혹시 잊은 일이나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지 교사는 반드시 생각해서 기록해야 한다.

3

교육적 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건강장애 학생들은 질환으로 인하여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만성적인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장⋅단기
간의 약물 복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 혹은 만성적 피로감 등으로 인한 신체적인 어려움, 결석 및 치료로 인한 학업
지체 및 인지 손상, 또래 및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 문제와 학교생활에의 부적응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박은혜,
김미선, 김정연, 2005). 잦은 입원과 퇴원으로 인하여 신체와 정서상의 불균형으로 일상에서 소외되고, 질병과 치료에
따른 고통과 재발에 대한 염려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학생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기능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 또한 가진다(박경옥, 오원석, 2012; 오진아, 2010).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겪는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학생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장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이자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별화된 학습 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균형적으로 제공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장애 학생들이 질병 치료과정에
서 최대한 교육적인 경험을 하고 학습의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학교,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화상강의 시스템,
순회교육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 정서적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며, 향후 성공적으로 학교로의 복귀를 돕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류신희, 김정연, 2008).
특별히 체육 교사는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수립해 놓은 개별화 건강관리 계획(Individualized Healthcare Plan)에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여 건강상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신체 활동에 대한 점검과 조절 그리고 무엇보다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해야 하는 주요 정보는 질환에
대한 진단과 상태에 대한 기술, 건강력, 특정 증상과 통증 정도, 건강 관리 절차 및 약물 관리(약물 투약 장소,
복용량, 부작용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보이는 특정한 증상과 취해야 할 행동의 순서 목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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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통합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통합교육의 국제적 변화

(1) 통합교육(Inclusion)과 공평(Equity)

통합교육이란 현재 상태에서 학습 참여와 학업 성취에 제한이 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돕는 과정이다.
공평이란 모든 학습자가 동등하게 중요한 존재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에서도 교육의 형평성(equity)에 대해서 접근의 형평성(기회의 평등), 학습환경의 형평성(수단의 평등),
산출의 형평성(성취나 결과의 평등), 실현의 형평성(결과 이용의 평등)으로 정당성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가, 교육에 참여하고 적절한 성취를 담보 받고 있는가
등의 실제적 교육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교육의 대상은 반드시 모든 학생이어야
하며, 장애의 유무와 장애의 정도에 따른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Reflect on the 1994 Salamanca Statement (UNESCO 1994), which establishes a set of beliefs and
proclamations related to the notion that every child has a fundamental right to education. The statement
identifies what are considered to be core principles of providing children with the opportunity to learn,
establishment of high standards, an education system designed to take account of diversity, access
to regular child-centred education, and acceptance of inclusive orientation as a means of combating
discrimination to build an inclusive society. Using the table below, analyse what you understand by
these terms, and how you can ensure they are delivered as part of your daily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

(1994년 UNESCO, Salamanca Statement)

118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 _ 이론편

1994년 스페인 살라만카(Salamanca)에서 UNESCO가 특수교육에 관란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고, 여기에서
살라만카 선언을 표명했다.

▸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고, 적정한 수준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 모든 아동은 개인 고유의 특성, 흥미, 능력, 학습 욕구를 지닌 존재이다.
▸ 교육제도와 프로그램은 학생 각각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실행되어야 한다.
▸ 특수교육 요구를 지닌 아동은 이에 충족하는 아동 중심적 교육을 바탕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일반 학교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 이러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 학교는 장애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 밖에도 많은 국제기구에서도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제도적 보장으로 이어갈
것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24조 교육 1항은 다음과 같은 교육 원칙을 천명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포용적인
교육시스템과 평생교육을 보장한다.”고 선언하였으며, 포용적 교육시스템이란 바로 장애인을 포함하는 공존 교육을
의미하고 있다(강경숙, 2019).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신앙,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교육으로서의 통합교육은 그 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실현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교사의 역량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한 교사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림 9>와 같이 과거에는 학교 시스템에서
학생이 배제되는 이유를 학생의 내적 문제에서 찾았다면, 현재는 학교 시스템의 문제와 미흡한 교육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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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

<그림 10> 공평(equity)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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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개념 변화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개념도 국제적 맥락에 따라 법적 측면에서는 변화를 꾀하였다. 과거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 적응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
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만 여기었던 통합교육이 장애의 정도나
유무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 기회와 과정과 결과의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시적 일반학교와의 통합교육 시행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고, 일반 학교에서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적극적 입장으로 통합교육의 정의가 변화되었다.
통합교육의 수준은 시간적 통합인 물리적 통합, 교수활동적 통합, 사회적 통합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시간적
통합(물리적 통합)이란 일정 시간 동안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뜻하며, 교수활동적
통합은 비장애 학생과의 일반 학급 학습활동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이란
학교 및 학급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학급 구성원으로 교사와 또래에게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을 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물리적 통합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 교수활동적 통합과 더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인 교사가 학급의 사회적 통합을 실현시키는데 가장 큰 요인임은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으며, 그 영향은 전체를 100%로 보았을 때 50% 내외로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은영, 김진구, 2017; 김진구, 강은영, 2017).

(3) 장애에 대한 ICF 모델의 이해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는 2001년에
WHO가 건강과 건강 관련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개발한 국제분류 체계이다. 이는 건강과 장애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개인이 지니는 손상이나 결합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치 않으며, 장애의 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모든 인간이 똑같이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향이며, 누구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경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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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에서 ICF 모델을 제시하기 이전에는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모델로 장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고, 이를 더 확장한 개념으로 ICF 모델을 제안했다. 따라서
이전 모델로부터 무엇이 더 확장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표 20>은
ICIDH 모델에 근거해서 장애를 이해했던 개념이다. 이 모델에서는 장애에 대해 몇 가지 설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ICF 모델로 발전하게 되었다.

<표 20> ICIDH 모델에 근거한 장애 개념 이해
손상

기능 제약
▶▶

다리 마비

사회적 불리
▶▶

걸을 수 없음

건물 진입 어려움

이러한 장애 구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표 21>과 같다. 첫째, 손상은 심리적⋅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는 손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 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받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한동기, 2009).

<표 21> 장애의 구분(한동기, 2009)
구 분

기능의 상실

설 명

손상
(Impairment)

생리적 기능 상실

심장에 질환이 생겨서 심장이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 주로 내과, 외과적으로 관리

기능장애
(Disability)

일상 생활동작 기능 상실

심장 질환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계단을 오르내리지도 못하는 경우
▸ 주로 재활의학적으로 관리

사회적 불리
(Handicap)

사회적 역할 상실

정상적으로 거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교사나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
▸ 주로 사회적, 정책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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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ICIDH 모델을 조금 수정하여 1997년에는 ICIDH-2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는 지금의 ICF 모델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11> ICIDH-2 모델

이러한 ICIDH-2 모델은 ICF 모델로 2001년에 채택되면서, 제1영역으로 기능과 장애, 제2영역으로 상황요인(배경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되었다. 즉, 한 개인의 기능은 건강상태와 상황적 맥락에 해당하는 환경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고, 특히 환경이 변화되면 더 이상의 손상을 예방할 수도 있고,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여 삶의 질이 개선될 수도 있다는 관점이다. 장애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
또한 이러한 ICF 모델을 지지한다. <그림 12>는 ICF 모델을 제시한 것이고, 각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는 <표
22>와 같다.

<그림 12> ICF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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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ICF 모델의 용어에 대한 개념2)
제1부: 기능과 장애
구성요소
영

역

제2부: 배경요인

신체 기능 및 구조

활동 및 참여

환경요인

개인요인

신체기능
신체구조

일상생활영역

기능 및 장애에 외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기능 및 장애에 내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물리적⋅사회적⋅심리적
측면의 특징들이 미치는
촉진 효과 혹은 저해 효과

개인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

촉진요인

적용하지 않음

저해요인

적용하지 않음

능력(capacity)
표준 환경에서의
임무 수행

신체 기능상의 변화
(생리학적 변화)
구성개념
신체 구조상의 변화
(해부학적 변화)

수행(performance)
실제 환경에서의
임무 수행

긍정적인
측
면

기능과 구조면에서 완전

활동 참여

부정적인
측
면

손상

기능
활동제한
참여제약
장애

2) 통계청. (2013). 사용자를 위한 ICF 활용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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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접근

(1) 통합교육 질적 성장의 필요성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명시한 이래로 2007년 7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국내 통합교육은 양적⋅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양적으로 일반 학교 내 특수 학급의 설치가 증가했으며, 일반 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학생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교육부, 2018).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함께 최근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의 일반 학교 내 물리적인 배치에 대한 통합을 넘어서, 이들의 교육에 대한 질적인 고려 차원에서 ‘교육과정
적 통합’에 대한 논의와 나아가 보다 완전한 향후 사회통합으로까지 그 개념이 보다 심화되었다. 이는 통합된
장애 학생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분리교육 차원에서 통합교육을
함께 지향함과 동시에 통합된 장애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특성과 요구를 적절히 보장하기 위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합교육’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
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항). 이러한 통합교육의 정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적절한 교수적 지원(instructional support)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적절한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및 태도의 개선뿐 아니라, 학교의 구조와 조직의 개선, 교육내용, 방법
및 평가의 개선과 같은 적절한 교수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관련된 교육인적 자원의 협력과 행정 및 재정적 지원체계
의 확립 등이 다각도로 제공되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한국통합교육학회, 2005). 즉, 이제는 통합교육에
대한 논쟁의 중심은 이미 통합교육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원을 넘어 통합교육의 효율성과 교수적 지원의
질적 향상을 통한 통합교육의 내실화 도모라고 할 수 있다(박윤정, 강은영, 2016; 서효정, 박윤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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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교육 교수적 지원의 질적 향상
① 관계자들의 협력적 역할
학급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들로 구성되며 모든 학급 구성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한 명의
교사가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주체들(예: 통합 학급교사, 교과 교사, 특수 교사, 특수교육 보조 인력, 학부모,
학교 관리자 등)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이숙향 외, 2017).

<표 23>
구분

통합교육 지원 역할
▹ 특수교육대상 학생 관찰(예: 특수 교사에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학급 생활 적응을 위한 지도사항 점검) 및
전반적인 정보 제공
▹ 전반적인 담당 학급 운영계획 수립 및 내용 공유
▹ 학급 규칙을 익힐 수 있도록 교수 (중점 생활지도 사항 파악 및 교수)

일반
교사

▹ 자리 배치 및 학급 내 1인 1역할 부여
▹ 또래도우미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
▹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고려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평가계획 수립 및 실행
▹ 교과 교사의 경우, 담당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 학부모 상담
▹ 장애이해교육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예: 현행 학습 수준, 행동 특성, 유의사항, 요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통합교육 협의회 개최
▹ 통합 학급의 학급 규칙 및 분위기 파악
▹ 통합 학급에서의 중점 생활지도 사항 협의

특수
교사

▹ 통합 학급 짝 및 모둠 정보 파악
▹ 또래도우미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특수 학급 운영계획 수립 및 내용 공유
▹ 특수 학급 입급 학생 진단⋅평가
▹ 교과 교사, 통합 학급 교사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
▹ 학부모 상담
▹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실행을 위하여 <표 23>과 같이 특수 교사 및 통합 학급 일반
교사의 역할 수행에 따른 원활한 협력과 소통은 필수적이다. 통합 학급에서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의의를 두고, 다른 교수적 지원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교육과정 접근 및 교수적 통합이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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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지만(박승희, 이효정, 허승준, 2015), 장애 학생의 질 높은 수업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서는 특수
교사와 통합 학급 일반교사 간에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② 다양성에 기반 한 학교 교육과정의 조정
통합교육은 여전히 특수교육대상 학생만을 위한 교육으로 인식되어 특수 학급과 특수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안의 또 다른 학교’처럼 분리되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통합교육 실행에 관계된 통합 학급 일반 교사,
교과 교사, 특수 교사, 특수교육 보조 인력, 학부모, 학교 관리자가 ‘모든 학생’에 장애 학생이 포함된다는 점부터
인식하고, 특수 학급 및 통합 학급 운영계획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편성⋅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원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지닌 교육적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운영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또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며 실천해야 한다.
학습자의 다양성(academic diversity)에 대한 인식은 학생이 지닌 교육적 요구, 강점, 인지⋅전략⋅정서적
학습 특성, 흥미와 관심, 학습 양식 등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내용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수업 그리고 참여 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다(Lenz, Deshler, & Kissam, 200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포함할 것을 언급하였고(교육부, 2015), 학계 및 현장 교육 관계자들은 어떻게
하면 장애 학생을 비롯하여 학급 내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적 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박윤정, 강은영, 2016). 따라서 학생이 배움(학습경험)에 의미를 두고 개인적
역량과 학습 환경상의 요구 간 격차를 줄이며,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자료의 활용과 수정을 통하여 교육내용에의 접근 및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교수적 지원이 요구된다.

③ 통합교육 교수적 지원을 위한 접근
통합교육은 더 이상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해 국한되는 철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미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에서 언급되는 주요 요소(main component)이다. <그림 13>은
학생의 성공과 통합(inclusion)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들이 실천하는 개념 틀이다. 1단계인 보편적인 학교 차원의
실제는 일반 학급의 수업을 대표하며, 효과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구현된 질 높은 수업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학습부진이나 학습장애 및 다른 장애 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학급에서
의 추가적 지원이나 소집단의 지원 및 중재로서 예방(prevention)적 차원의 보충적인 교수가 일어나는 단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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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재나 지원, 적절한 조절(accommodation)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진전이 없다면 3단계의 더 집중적
이고 특화된 중재와 지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림 13> 단위학교 차원의 모든 학생지원체제3)

(a) 보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의 교수적 지원 접근법 중 1단계는 학교차원의 지원의
실제로서, ‘보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이하 UDL)’의 원리와 지침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DL은 Vygotsky의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신체적, 감각적, 학업적 능력 및 특성이 다양하므로
다양한 방법 및 형태로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생각과 지식 등을 표현하며, 학습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개념으로 소개되었다(Rose & Meyer, 2002). 이는 미국 응용특수공학센터(Center for Applied Special
Technology; 이하 CAST)에서 일반교육과정에의 접근을 돕기 위하여 건축학에서 Mace(1985)가 정의했던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의 원리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차츰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3) 박윤정, 강은영, 김민영, 남경욱, 이병혁(2017).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교육과정 통합 및 교수학습지침서,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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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능이론과 기술의 발달로 학습자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해당 이론이 급속히 발전하였다(윤광보,
김용욱, 권혁철, 2002). ‘보편적’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한 가지 방안의 적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과
다양한 학습자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교육계획 및 수업설계를 의미한다(노석준, 2012; Scott, McGuire, &
Shaw, 2003). 이러한 UDL에 대한 개념은 국내에 소개되어 보편적 교수 설계, 보편적 설계, 유니버셜 디자인
등으로도 다양하게 불리며, 각 용어별로 약간의 의미상 차이가 있지만 현재까지 일반교육 및 특수교육 모두에서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접근법으로 일컬어지며 계속해서 개념 소개, 조사 연구 및 중재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배찬효, 정동영, 2013).

(b) 교수적 수정(instructional adaptation)
UDL과 더불어 장애 학생의 일반 교육과정에의 접근, 교육과정적 통합,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수적
지원으로 ‘교수적 수정(instructional adaptation)’을 들 수 있다. Glaser(1977)는 ‘이전의 수업이 성공적이지 못하였
다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교수 활동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교수적 수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내에는 박승희(1999)에 의해 일반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장애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크게 교수 환경, 교수 집단, 교수 방법, 교수 내용, 평가방법에 걸쳐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소개되었다. 교수적 수정 외에 교육과정 수정, 교수 적합화, 교수⋅학습 수정 등으로도 불린다. 즉,
학생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에 근거하여 영역별로 필요한 부분에 걸쳐 수정 및 조정된 교수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Scott, Vitale, & Masten, 1998;
Udvari-Solner, 1992). 초기 개념적⋅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교수적 수정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 모형에 대한
탐색 연구가 이루어졌으며(박승희, 1999; 정주영, 신현기, 2002), 지금까지 다양한 교과(예: 수학, 사회, 과학,
체육 등)에 걸쳐 교수적 수정을 적용하여 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 문제행동,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한 실험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박윤정, 강은영, 2016), 교사 교육에서도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박윤정, 2015; 서효정, 박윤정, 2018).

(c) 협력교수(co-teaching)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들로 구성된 통합 학급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통합 학급 일반 교사 및 교과 교사와 특수 교사 간에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공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협력교수(co-teaching)는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교사가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지닌 학생들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교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 학급 일반 교사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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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들의 평가, 교수계획 및 교수적 수정, 자료수집, 행동지원의 전 영역에서 서로의 책임과 전문성을
공유한다(이소현, 박은혜, 2011). 그리고 실제 교수적 지원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협력교수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정교한 수준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한다(박윤정 외, 2017). 이러한 협력교수의
장점은 통합된 학생의 수업 참여를 돕기 위한 교사들 간의 교수적 지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학생의 원활한 수업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특수교육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대한 교육적 지원까지 가능하다(진선주, 이진, 박주리, 박소영, 2012). 협력교수는 수업의 목적 및 활동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형을 한 가지 혹은 그 이상 적용할 수 있고, 수업시간 중 일부 혹은 내내 운영할 수도 있으며, 모든
교과에서 적용하기보다는 특정 교과를 선정하여 한 학기동안 혹은 매주 혹은 격주로 운영하는 전략이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교수는 크게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이숙향 외, 2017).

▸ 교수-관찰 교수: 한 교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교사는 한 명 혹은 소수의 학생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함께 자료를 분석함
▸ 교수-지원 교수: 한 교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교수하는 동안 다른
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면서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함
▸ 평행교수: 두 교사가 수업을 함께 계획하고, 학급의 학생들을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섞여있는 두 그룹으로
나눈 후 같은 내용을 동시에 각 집단에게 교수함
▸ 스테이션 교수: 수업 내용을 나누어 독립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교사 주도 또는 독립적인 학습
스테이션을 준비하고, 스테이션의 수만큼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이 준비된 각 스테이션을 차례로
이동하면서 학습을 함
▸ 대안적 교수: 한 교사가 대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교사가 도움이 필요한 소집단의
학생에게 수준을 고려한 보충학습 및 심화학습을 제공함(수업 내내 혹은 수업 중 몇 분 동안 운영 가능)
▸ 팀티칭: 두 교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동시에 교수하는 것으로
수업을 하는 동안 번갈아가며 다양한 역할을 함(개념교수, 시범, 역할놀이 등)

협력교수의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자(교사 간,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 학부모) 간 사전 협의가 중요하기에
구체적인 협력교수의 계획 내용(교과, 시간,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자의 이해와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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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 협력교수를 위한 협의회 시간 확보, 교수적 지원 외 업무 부담 경감 등) 또한 지속적인 협력교수의 운영을
위해 중요하므로 학교 내 협력교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협력교수를
운영하면서 통합 학급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 간의 역할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이는
특수 교사가 수업 보조자로서의 역할로만 비추어지지 않도록 동등한 위치에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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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통합체육의 패러다임 변화

통합체육의 필요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체육 환경의 변화와 통합체육의 필요성은 장애인체육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1900년대 초.중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철저히 시설로 분리되고 고립되어 주류사회와 동떨어진
환경에서 생활하며 체육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시설기반 패러다임(facility-based
paradigm) 안에서, 매우 드물게 신체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긴 했지만 교정을 목적으로 체육 교사가 아닌 병원에서
대부분 의사에 의해 실행되었다. 또한, 기능 개선과 문제행동 관리에 체육교육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동기부여나 피드백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체력 증진 또는
레저활동을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0년대 장애인 시설이 포화되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이 장애인
수용 시설의 실상을 알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척수손상, 절단장애를 갖게 된 상이군인들이 사회로 복귀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하고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서비스
기반 패러다임(service-based paradigm)으로 넘어오게 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체육 수업을 통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 일반 학교 특수 학급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체육 수업은 그들의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며, 이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면서 체육 활동은 장애인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분리된 환경 안에서 체육 활동 지도가 이루어졌다.
시설 기반, 서비스 기반 패러다임 안에서 나타났던 분리된 교육 환경은 1980년대 지원 기반 패러다임(supportsbased paradigm)으로 넘어오면서 통합된 교육 환경으로 변화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기술적
(technical) 또는 인적 지원은 장애 학생이 통합체육 수업에서 비장애 학생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통합 사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장애 학생이 통합체육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 능력과 신체적 기능을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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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알맞은 지원이 제공된다면 통합체육 환경 안에서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시대적 흐름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통합체육의 필요성은 1990년대 권한부여-자기결정 패러다임
(empowerment and self-determination paradigm)으로 넘어 오면서 더욱더 강조되고 진화된다. 통합 환경
안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느낌, 자기통제, 가치 등이 우선이 되어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학습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통합체육 수업 안에서 단순 통합을
넘어, 장애 학생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하는 체육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통합체육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통합체육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증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해야 하고(교육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특수교육(특수체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을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통합체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한다(｢초⋅중등교육법｣ 제59조). 또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미국의 경우, ｢장애아교
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1975)｣이 공포되면서 특수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장애를 가진 학생은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안에서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법에서 체육교육은 장애학생 교육 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임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은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다(Winnick, 1984). 그
후, ｢장애아교육법(공법 94-142｣)은 1990년 개정(공법101-476)되었고, 1997년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공법 105-17)｣으로 제정되었으며, 2004년(공법 108-446)에 다시 개정되었다. ｢미국
장애인교육법｣에서 ‘통합’이라는 용어는 직접 관찰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최소제한환경’이라는
용어가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도 ‘최소제한환경’ 안에서 체육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근본적인 틀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통합체육’은 여전히 직접적으로 규명하기에 복잡한 개념이지만, 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

통합체육의 정의

크게 볼 때 통합체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 정규 체육 수업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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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과 Vogler(1994)에 따르면 ‘통합체육’은 장애 학생이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반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통합체육은 ‘통합’과 ‘체육’의 합성어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에서 ‘체육’은 계획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인간 행동의 변화(최승권, 2018)로 정의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체력, 기본운동기술과 양식,
수상스포츠, 무용, 개인 및 단체 스포츠 기술의 발달(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04: ｢미국장
애인교육법｣)로 정의하고 있다. ‘통합’은 방법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다. ‘통합’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Booth & Ainscow, 2002)으로 정의할 때, ‘체육’은 신체 기능과 기술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소속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Murphy & Carbone, 2008). 실제로, ‘체육’은 통합이라는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된 교과목 중 하나였고(Alquraini & Gut, 2012), 미국에서는 ‘통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1990년 초반 체육 교과를 활용한 통합체육 수업이 일반 학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에서는 ‘통합교육’을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6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합체육’은 ‘통합교육’의 교과 영역 중 하나로서 같은
맥락에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교육(통합체육)의 정의는 첫째,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둘째,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셋째, 일반 학교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 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
학급 설치 기준에 따라 특수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통합교육의 흐름은 장애인들도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에 통합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 체육은 그 어떤 과목보다도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체육은 다른 과목과 달리 특정 부분의 발달만을 추구하기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동시에 꾀할 수 있고, 청소년기 이후에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체육은 인간 행동의 세 가지 특징인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고루 발달시켜 전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통합된 체육 수업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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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체육의 실천

학교에서 통합체육을 실천하는 방법은 현재 부분통합(partial inclusion)과 완전통합(full inclusion)이 있다.
예를 들면, 장애가 심한 학생일 경우 통합체육 수업에 배치한 후, 수업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부분통합이라 일컫는다. 반면에, 완전통합은 심한 장애를 가진 학생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나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에도 분리하지 않고 통합체육 수업 안에서 알맞은 지원을 제공하여 수업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의미한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대부분 완전통합을 통해 통합체육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장애가 심한 학생일 경우에는 체육 교사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부분적으로 분리되는
부분통합을 대부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요인들(예: 학교 정책, 교육과정, 비장애 학생의 태도,
중복장애, 2차 장애 등)이 통합체육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일반 체육
교사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Block & Obrusnikova, 2007; Jin, Yun & Wegis, 2013; O’Brien, Kudlacek &
Howe, 2009). 일반 체육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가 원활환 통합 체육 수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 지식, 정보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경험과 함께 종합적으로 적용⋅응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과다한 업무나 학교지원 부족, 부족한 수업시간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음
단락에서 소개되고 있는 중재반응모형(Response-to-Intervention[RTI])은 성공적으로 통합체육을 실천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재반응모형(RTI)은 2000년대 중반 제안된 다층(multi-tiered) 접근법으로, 학생들이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학생들의 요구에 사전에 대응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Fuchs & Fuchs,
2006). 다시 말해, 교사가 제공하는 교수(interventions)에 대한 반응에 근거하자는 기본 원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결국 학생들의 충분한 반응(response)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이 우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박
유정 & 김병건, 2014). 예를 들어, 체육 교사의 질문이 어려운 외래어나 전문적인 스포츠 관련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학생이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학생의 반응 수준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herrill(2008)은 중재반응모형이 통합체육 수업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했고, Stehpens et al.(2010)과
Rizzo(2013)는 성공적인 중재반응모형의 적용을 위해서는 일반 체육 교사와 특수 체육 교사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중재반응모형은 통합체육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방법으로 주로 미국에서 수차례 제안되어
왔지만, 우리나라 통합체육 현장에서는 언급된 적이 거의 없는 새로운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중재반응센터(National Center on Response to Intervention, 2010)에 따르면, 중재반응모형은 네 가지
구체적인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① 세 단계 또는 네 단계로 이루어진 다층 예방 체계, ② 낮은 학습 성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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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위험에 처해 있는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 ③ 학생의 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계속적인 학습
진행 수준 모니터링, ④ 단계 간의 배치와 이동을 위해 구체적인 평가 결과와 자료에 근거한 의사 결정. 일반적으로
1단계(tier 1)에서는 보편적인 학교 체육교육과정에 기반한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일반 체육 교사가
체육교육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2단계(tier 2)는 1단계에서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낮은 학습 성과를 보인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교수와 더불어 소그룹 교수(2명~4명)가 제공되며,
더욱 집중적인 학습 전략을 익히는 단계이다. 이는 통합체육 수업 안에서 동시에 제공되거나, 수업 전⋅후 분리
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2단계에서도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학생은 3단계(tier 3)에서 더욱 강도 높은
개별화된 중재를 제공받는다. 각 단계 안에서, 단계 간 이동을 위해 판별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 진전도를 평가하기
위한 계속적인 모니터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 making)이 빈번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장애 학생의 통합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인(통합실행
방법 부족,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의 협업 결여, 장애 학생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을 발표했는데, Grosche와
Volpe(2013)는 중재반응모형을 통해 이러한 네 가지 통합체육 방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중재반응
모형은 통합체육의 실행을 위한 강력한 실행 계획이 될 수 있다. 보다 빈번하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완전통합과 비교해 봤을 때, 다층 단계 체계를 기반으로 통합과 분리를 균형적으로 실행(부분통합과
비슷한 구조)하는 중재반응모형은 완전통합보다 더 쉽고 빠르게 통합을 실행시킬 수 있다. 둘째, 중재반응모형은
일반 체육 교사와 특수 체육 교사의 효과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일반 체육 교사는 늘어나는 업무,
자료 부족, 지원 부족 등으로 통합체육 실행에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무리한 통합체육 수업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견해는
일반 체육 교사와 특수 체육 교사와의 불분명한 협업체계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 체육 교사의
주도적인 교수 아래, 특수 체육 교사가 도움을 주는(one teach, one assist) 공동교수(co-teaching) 방법이
보편적인 협업 방식이다. 하지만, 중재반응모형은 대안교수(alternative teaching)라는 다른 협업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2단계(tier 2)에서 특수 체육 교사가 장애 학생을 포함한 소그룹을 다른 공간에서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교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 체육 교사와 특수 체육 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주어 효과적인 통합체육
실행을 가능하게 해 준다. 셋째, 중재반응모형은 사전에 장애 학생을 진단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 학생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박유정과 김병건(2014)은 통합체육 수업 안에서 효과적으로 중재반응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교사-학생 혹은 학생-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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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상호작용은 학생의 학업 성취 동기를 높이며, 또래들과 긍정적인 교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협동 학습 기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체육 교사가 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선택하는 방식이나 장애 학생을 대하는 교사들의 신념은 통합체육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는 장애 학생에 대한 자신들의 개인적인 태도와 신념에 대해 자기 반성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장애 자체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를 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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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체육 수업과 교사 전문성

통합체육 수업을 위한 교사 역량
뜀틀수업이 끝난 후 나는 오늘도 고민에 빠진다. 민영이를 위한 올바른 교육은 과연 무엇일까?
민영(가명 사용)이는 오늘도 자기 차례만 되면 뒤로 슬그머니 빠졌다. 잘 못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는가보다. 마음이 안쓰러워 그냥 두었다. 수업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민영이를 지금처럼
그냥 방치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올바른 일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마음이 안쓰러워 그냥 두자니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교육을 시키자니 혹시라도 민영이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 나의 반성일지 중 -

나는 경기도에 위치한 A중학교 체육 교사이다. 올해로 경력 4년차인 나는 지금까지 장애 학생을 매년 만나왔다.
하지만 나는 장애 학생을 언제나 골칫거리로만 여겼다. ‘왜 하필이면 내가 가르치는 반에 그런 학생이 있어서 나를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군. 몸이 불편하면 특수 학교에 가지 왜 일반 학교에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거야, 혹시 체육
수업 시간에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인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체육 교사로서 장애 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다. 그저 그 학생들을 체육수업 시간에
관리했을 뿐이다. 하지만 관리라고 하기도 부끄럽고 방치라는 표현이 더 옳을 것이다.
… (중략) …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31조 1항과 2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교육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인 나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체육 교사로서 나는 장애 학생에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화 과정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나는 장애 학생에 대한 측은지심에서 벗어나 장애 학생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교육목표를 적용하여
교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임성철, 이경준, 이지성, 전용관 (2006)에서 발췌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은 70%가 넘고,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교육부, 2018). 또한 이러한 통합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수업 장면 중 체육수업은
빠질 수가 없다. 체육 교과는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을 도모할 뿐 아니라 다양한 학생끼리 신체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적의 교과 중 하나이다(임성철 외., 2006; 조영희, 2009). 통합교육에 대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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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하는 정의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서, 모든 학생의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김경진, 윤석민, 2017).
따라서 이러한 통합체육 수업이 진정한 통합교육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교사가 전문적 역량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통합체육 수업을 통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요소는 <그림 14>, <그림 15>와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다(강유석, 2012).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신체 활동 수준 증가


최대 참여

인식 개선

상호작용 활성화

팀 접근
장애이해교육

협력적 활동
수행 중심 참여

<그림 14> 통합체육수업모형의 목표

수업 전후 다양한 활동
리더중심 모둠학습

장애학생의
소외 최소화 및
주도적 참여

다양한 역할 및 환경 경험

통합체육
수업목표
달성

다양한 교수전략 적용
자료에 기초한 수업 운영

일반학생의 기능
퇴보 및 심리적
불안정 최소화

반성적 그룹과정
<그림 15> 통합체육수업모형 실행을 위한 수업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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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 학생과 함께하는 통합체육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법적, 제도적 개선과 환경 개선 등의 물리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통합체육을 실시하는 체육 교사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편견이 개선된
경우 통합체육 수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이현수, 2009). 또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급 내 소속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강은영, 김진구, 2017), 반대로
교사가 지닌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회피적 신념, 태도
등을 답습시킬 수 있다(Strohmer & Leierer, 2000), 비장애 학생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수업에 대한 차별적인
기대를 보여 같은 통합체육 수업을 받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교사의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양한나, 탁정근, 2007; 이현수, 2009). 따라서
통합체육 수업에 교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역량과 소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통합체육
교사들의 준비 요건과 효과적인 통합체육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노형
규, 2007).

<표 24> 통합체육 교사의 준비요건 및 효과적 통합체육 수업 교사의 특징
열린 마음

개인적
인성과 태도

▹열린 마음은 수업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협력교사들과 원만한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작
▹문제해결을 위한 상대방 의견 경청과 조언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태도 마련

▹수업하는 동안 여유와 냉철함, 온화와 엄격이라는 표정과 태도를 적절히 표출
▹긍정적 인식과 일관된 태도는 유지하면서 통합체육 수업 운영의 기술적 측면에서
카멜레온 표정 갖기
상황에 따라 급격한 분위기 조절 능력 필요
▹다양한 교사의 표현과 태도는 수업 효율성 증진 및 안전사고 문제 예방을 위해 유용함
창의적 변형은
있지만 독단적
변칙은 없다

▹수업 전 특수교육 및 특수체육 교사와 협력 및 협의 과정을 거쳐 변형 지도법을
고안하고 치밀하게 계획
▹개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개인에 대한 변형 지도법 및 또래 학생과 함께하는 활동을
위한 변형 지도법 동시 고려

자신만의

▹비장애 학생의 수업 분위기를 조절하여 통합체육 수업의 전체적인 전개를 원활하게

특성화된
행동관리법은 수업
하기 위한 행동관리법
지도법 적용 진행의 윤활유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비장애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행동관리법 적용

▹중다수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맞춤형 목표 설정과 그에 적절한 평가 실시
수준에 따른 평가 ▹개별화교육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과제 인식 방법 및 표현
내용과 방식
방법을 반영한 평가
▹규준지향평가보다는 개인 내 준거지향평가 실시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른 학교 내 인적자원과 공유(특히,
특수 교사 및 특수체육 교사와 공유)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 중계자 ▹학생의 정보를 수시로 개별화교육지원팀과 공유
▹통합체육 수업 질적 향상을 위해 또래 교사(peer tutoring)를 활용한 통합체육 수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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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구조
이해와 협조

혼자 할 수도 없고 ▹팀 접근의 통합체육 수업에 대한 노력
혼자 해서도
▹협력 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인적 자원(예. 특수 교사, 특수교육 보조 인력 등)끼리의
안 된다
명확한 역할 부여를 통한 효과적인 수업 설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별히 요구되는 신체활동 보충을 위한 분리된 수업과 통합된
항상 통합하는
수업의 적절한 혼용 체제
것만이 통합체육은
▹동시적으로 분리된 수업 장면에서 오는 낙인과 같은 부정적 효과의 선제적인 방지를
아니다
위한 노력

또한 성공적인 통합체육 수업을 위한 체육 교사의 핵심역량으로는 <표 25>와 같은 것들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통합체육 수업에 대한 전문성과 긍정적인 태도, 교사의 자아효능감, 통합체육 수업에 대한 위상, 동료나
관리자와의 의사 결정력 향상에 대한 핵심 역량이 꼽혔고, 그에 대한 하위 구성요소가 우선순위에 따라 도출되었다
(윤석민, 2016).

<표 25> 통합체육 교사 핵심역량과 하위 구성요소
핵심역량

전문성

태도

자아효능감

위상

의사결정력

하위 구성요소
▹동료로부터 통합체육의 전문가로 인정받음
▹통합체육 수업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
▹통합체육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기회 얻음
▹통합체육과 관련된 전문성 향상 기회 얻음
▹통합체육 수업을 통해 장애 학생 이해 향상
▹통합체육을 하면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교육 효과 증대
▹통합체육으로 장애 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통합체육을 통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협동
▹통합체육을 통해 장애 학생의 운동기술 습득 시간 단축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를 지도하면서 수업 능력 향상
▹통합체육은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인식
▹통합체육의 효과적 지도 가능성
▹모든 학생(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맞춤형 수업을 통한 수업 능력 향상
▹통합체육
▹통합체육
▹통합체육
▹통합체육

환경에서 매우 효과적인 지도를 한다는 믿음
수업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로서의 믿음
수업으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존경받는다는 믿음
수업을 잘 하여 동료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는다는 믿음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관리자 및 동료 체육 교사에게 문의할 기회
▹동료교사가 통합체육에 대한 문의할 기회
▹동료교사와 통합체육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토의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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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체육 수업 시 고려할 점

체육 교과는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긍정적인 통합교육의 실제로서 타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교과로 꼽힌다(Henderson, French, & Kinnison, 2001).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통합체육 수업의
필요성은 두루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를 실현하는 현장의 교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통합체육 수업의 실행에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하는 것도 사실이다(노형규, 2007). 대표적으로 다음에 제시된 요인들이 통합체육 수업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강유석, 2012; 노형규, 2004; 윤석민, 2019; 조재훈, 2003).

▸ 여전한 과밀학급
▸ 또래 학생과 부모들의 인식 부족
▸ 지도법 부재 및 평가의 어려움
▸ 프로그램 및 관련 기구의 부재
▸ 제한적 시설 및 기구
▸ 교사의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
▸ 비장애 학생의 장애 학생 신체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장애 학생의 신체 기량 미향상
▸ 장애 학생의 행동 지원에 대한 전문성 부족

위와 같은 통합체육 수업에서의 어려운 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치밀한 사전 계획이나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 가능성에 대한 공평한 기대 없이는 오히려 특수교육대상 학생뿐 아니라 비장애 학생에게도 부정적 경험으로
남을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윤형준, 2016; Goodwin, 2001). 따라서 면밀하게 계획된 통합체육 수업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합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와 학생이 장애
및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적절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과제 제시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가능하려면 체육 교사의 통합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특수 교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보조 인력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체육 수업을
계획하고, 보조 인력이 없는 경우는 또래교수(peer tutoring)를 활용하여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윤석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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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체육 수업의 효과

통합체육 수업이 가져오는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선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효과가 크다. 특히 비장애 학생의 장애수용태도 변화에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태도 변화는 통계 자료를 통해 입증된다. 또한 이러한 장애수용태도 변화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교급에
서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진, 윤석민, 2017; 정도영, 2012).
또한 잘 실현된 통합체육 수업을 통해 비장애 학생과 특수교육대상 학생 모두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향상,
비장애 학생의 사회적 수용력 향상,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이 가능하다(Slininger, Sherrill, &
Jankowski, 2000). 전반적으로 신체 활동 및 체력 증진, 긍정적 신체적 자기개념 향상 등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윤형준, 2016). 통합체육 수업이 잘 계획되고 실행되며 통합체육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량이 높을수록 교사의
교수행동에 대한 비장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체육 수업 환경이나 스스로의 운동능력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체육 성적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윤석민, 2019).
마지막으로 잘 짜여진 통합체육 수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문제행동의 감소 효과가 있으며, 반대로 사회적
기술이나 수업 참여 행동과 신체 활동량이 증가한다(이재원. 김영진, 박승재, 김권일, 2012; 하창완, 2018). 즉,
많은 선행 연구나 학교 현장의 경험된 보고를 통해 통합체육 수업의 효과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뿐 아니라 비장애
학생, 통합체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사 모두에게 체육 교과적 측면, 정의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성공적인 통합체육 수업을 위한 한걸음

많은 교육정책 마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 중심, 입시 중심의 학교 문화 속에서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통합교육의 실현은 아직 먼 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현하기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통합체육 수업을 통해 그 작은 한걸음을 시작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통합체육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한걸음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이인경, 2005).

제3장 통합체육의 이해  147

<표 26> 효과적인 통합체육 수업 실현을 위한 한걸음
1) 통합체육의 제 일선의 실천가는 체육 교사이다.
▹통합체육은 체육 교사와 특수 교사의 공동 관심과 이해 속에서 정착된다.
▹일반 교육에 몸담고 있는 체육 교사들의 연수와 재교육이 필요하다.
▹체육 교사의 태도는 성공적 통합체육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믿음
- 체육 교사와 특수 교사의 상호 협력 관계에 대한 의지
-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팀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공유하겠다는 의지
- 수업방법과 절차, 학생 배치에 대한 융통성
- 학업성취 뿐 아니라 사회적 능력 발달, 인성 발달, 체력에 대한 관심
- 학생의 요구를 분석, 이해하고, 성취를 도우려는 총체적 노력
2) 비장애 학생의 이해와 수용은 통합 환경 조성에 선행되어야 한다.
3) 철저한 사전 계획과 실천 의지가 통합체육 수업의 성공 열쇠이다.
▹교사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 환경 구성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
▹통합교육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4) 총체적 교육활동 평가의 시행과 교수적 수정 및 보편적 학습설계 등의 전략은 통합체육 수업의 성공을 보장한다.

148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 _ 이론편

참/ 고/ 문/ 헌
∙ 강은영, 김진구 (2017). 중학교 통합학급의 사회적 맥락과 지적장애학생을 친구로 지명한 또래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의 관련성 비교연구. 통합교육연구, 12, 45-68.
∙ 김경진, 윤석민 (2017). 통합체육수업 경험이 비장애청소년의 장애수용태도 변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5(4), 95-107.
∙ 노형규 (2004). 자폐성장애 중학생의 통합체육 수업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노형규 (2007). 통합체육 수업을 위한 일반체육교사의 준비요건 탐색: 미국 공립학교에 대한 체험적
탐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5(1), 107-130.
∙ 양한나, 탁정근 (2007). 일반체육교사의 특수체육 목표인식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6(5), 273-280.
∙ 윤석민 (2019). 일반체육교사의 통합체육지도역량이 비장애학생의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
학회지, 58(3), 361-370.
∙ 윤형준 (2016). 교수적합화된 통합체육수업 적용을 통한 지체장애 중학생과 체육교사의 변화 경험과
요인 탐색. 코칭능력개발지, 18(2), 23-34.
∙ 이인경 (2005). 일반학교 교사를 위한 통합체육 교수-학습 지도 전략.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 3,
13-34.
∙ 이현수 (2009). 장애학생 통합체육 참여에 대한 체육교사의 장애낙인 효과분석.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7(3), 81-100.
∙ 이재원, 김영진, 백승재, 김권일 (2012). 통합체육수업에서의 교수적 수정 중재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과
수업참여행동,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0(2), 87-106.
∙ 임성철, 이경준, 이지성, 전용관 (2006). 통합체육의 사각지대Ⅱ: 통합체육 수업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5(3), 109-119.
∙ 조영희 (2009). 한국 특수체육교육(학)과의 특수체육지도자 양성을 우한 교과과정모형 개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재훈 (2003). 장애학생의 통합체육에 대한 지도실태와 체육교사의 태도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1(3), 131-144.
∙ 하창완 (2018). 뉴스포츠 프로그램 중심의 통합체육교실 운영이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6(1), 17-31.
∙ Slininger, D., Sherrill, C., & Jankowski, C. M. (2000). Children’s attitudes toward peers with
severe disabilities: Revisiting contact theory.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7 (2), 176-196.
∙ Strohmer, D. C., & Leierer, S. J. (2000). Modeling rehabilitation counselor clinical judgment.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4, 3-11.

제3장 통합체육의 이해  149

1

통합체육 평가 ··············································· 152

2

일반적 통합체육 지원 ···································· 166

3

통합체육 교수적 수정의 실제 ························ 198

4

Q&A로 알아보는 통합체육 수업 지도 Tip ···· 217

5

장애인 스포츠의 실제 ···································· 226

6

통합체육 수업 구성과 내용 체계 ··················· 239

1
1

통합체육 평가

평가의 정의와 목적

측정, 평가, 사정의 의미가 모두 명확하게 구분되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승권(2018)에 따르면, 측정(measurement)은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모은 자료를 숫자로 나타내는 과정을
의미하고, 사정(assessment)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평가(evaluation)는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교육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사정’에
관련된 내용이나 현장에서 널리 인식되고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평가’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평가의 목적은 크게 선별 및 진단, 계획, 예측, 동기부여, 피드백 제공의 다섯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장애 학생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환경을 찾아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배치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선별과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근거자료를
제시해주어 효과적인 수업 계획을 하는 데 도움을 주며, 교육이 제공되고 난 후 행동의 변화나 학업 성취 수준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평가는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즉각적이고 구조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2

근거기반교육(Evidence-based education)

2000년대 초반부터 중재반응모형(Response to Intervention)과 함께 미국 특수교육계에서 강조되어 오고
있는 근거기반교육(Evidence-based Education)은 체육 교과 안에서 특별한 요구와 특성 있는 학생을 위해
근거와(best available evidence) 교사 자신의 전략을 통합하여 최선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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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n, 2010). 근거기반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근거에 기반한 교수를
실천하기 때문에 지도안을 계획하고, 학생⋅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교수법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교사는 문헌, 자문, 세미나 등 외부 데이터와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할 때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성취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근거기반교육은 세 단계를 기반으로 이루지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이용 가능한 근거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근거는 다양한 매체(논문, 학회, 세미나 등)를 통해 교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고, 교사들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근거를 적용하여 근거기반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세 단계가 서로 간의 간극 없이 적절하게
통합될 때 비로소 효과적이고 성공적이 근거기반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단계인 교사에 의한
근거의 적용과 활용은 근거기반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근기기반교육의 실천은 다섯 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질문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 때, 보다 정학한 근거를 찾기 위해 가능하면 범위를 최대한 줄여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을 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근거를 다양한 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탐색하고 첫 번째 과정에서 정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증(appraise)하는 것이다. 셋째, 교사는 철저하게 검증된 근거를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적절하게
녹여내어 통합한다. 넷째, 근거기반교육을 실천하고, 다섯째, 적용된 근거와 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현장기반근거
(practice-based evidence)를 재창출 한다. 이러한 다섯 단계의 과정이 순환이 되며 현장기반근거가 쌓이게
되고, 근거기반교육의 실천이 현장에서 확립이 되는 것이다.
성공적인 근기기반교육의 열쇠는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가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연구자는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생산해야 하고, 그러한 근거는 효율적으로 교사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사가 현장에서
근거를 적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연구자와 교사와의 간극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근거기반교육은 이론과 이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와 교사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지속적인 협업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3

평가의 단계

평가는 수업계획, 교수와 함께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승희(2010)에 따르면 이러한 평가의 과정은
<표 27>과 같이 여섯 단계(선별, 진단, 적부성,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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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특정 유형의 의사결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2. 근거기반교육’에서는 이승희(2010) 평가의 단계를
직⋅간접 인용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표 27> 평가의 6단계와 의사결정의 유형
평가의 단계

의사결정

선별

아동을 더 심층적인 평가에 의뢰할 것인가를 결정

진단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장애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결정

적부성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적격한가를 결정
아동에게 어떤 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어디에서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

형성평가

아동이 적절한 진전을 보이는가를 결정

총괄평가

아동이 예상된 진전을 보였는가를 결정

(1) 선별
선별(screening)이란 더욱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아동을 식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선별을 위한
평가 도구는 간단⋅저렴하고, 규준을 참고하고, 표준화 되었고, 객관적으로 채점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야하
기 때문에 표준화된 규준참고검사가 주로 실시된다. 선별에 의뢰된 아동은 특수교육(체육)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별을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표 2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28> 선별의 네 가지 가능한 결과
특수교육 필요 여부

더 심층적인 평가로의 의뢰 여부
의뢰됨

의뢰되지 않음

필요함

A

C
(위음: False Negative)

필요하지 않음

B
(위양: False Positive)

D

A와 D의 경우는 선별에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진 경우이나 B와 C는 부정확한 판단이 내려진 경우인데 B의
경우는 위양, C의 경우에는 위음이라고 한다. 위양(false positive)이란 아동이 더 심층적인 평가로 의뢰되었으나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된 경우를 말한다. 즉, 선별에서 아동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위음(false negative)이란 아동이 더 심층적인 평가로 의뢰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특수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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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아동으로 확인되는 경우다. 위양은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하고 평가경비 면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음은 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선별과정의 실수로 인해 해당 아동이
필요한 특수교육을 조기에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McLean, Wolery, & Bailey, 2004).
따라서 선별에서 위양과 위음의 발생률을 낮추어 선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선별에서 사용되는 사정도구
의 민감도와 명확도가 이와 연관되어 있다. 민감도(sensitivity)란 선별도구가 장애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아동을
선별해 내는 정도를 말하며, 명확도(specificity)란 선별도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을 선별해 내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McLean et al., 2004). 그러므로 선별도구의 민감도가 높을수록 위음의 발생률이 낮아지고 명확도가
높을수록 위양의 발생률이 낮아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별도구를 선정할 때는 민감도와 명확도를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Gredler, 2000; Meisels & Wasik, 1990).

(2) 진단
진단(diagnosis)이란 어떤 상태의 특성과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진단에서는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장애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Benner, 2003; Wolery, Strain, &
Bailey, 1992). 이와 같은 진단 단계에서는 제한된 수의 문항을 사용하는 선별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문항을
활용하게 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포괄적인 평가(comprehensive assessment)가 이루어지며, 사정을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도 더 제한된다(한국교육평가학회, 2004; Benner, 2003; Worely, Strain, & Bailey, 1992).
진단에서는 특정 장애의 유무뿐만 아니라 그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적절한 중재나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Benner, 2003). 이는 의학 분야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병명뿐만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을 파악한 후 적절한 치료방안을 처방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진단결과, 특정 장애의 유무는 파악이 되지만 그 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인에 대한 해답을 계속 구하기보다는,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평가로 옮겨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장애의 원인을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재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지침을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적부성
적부성(eligibility)이란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적격성을 말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적격한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이전 단계인 진단과정에서 아동이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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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즉, 장애를 가졌어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에 제시된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동이 가진 장애의
유형과 정도가 이러한 선정기준에 적합해야한다.

(4) 프로그램 계획 및 배치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아동에게 제공될 교육이나 관련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program
planning) 단계로 옮겨가게 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진단 단계에서 장애의 원인이 파악된 경우에 중재나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재나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진단 단계에서는 중재나 교육의 목표설정 및 전략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반면,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는 아동에게 어떤 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정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것이 개별화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이다. 즉,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이란 아동의 적절한 교육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2. 일반적 통합체육 지원, 1. 개별화교육계혹’에서 자세한 내용(정의, 구성요소,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 개발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이 아닌 ‘개별화교육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치 결정을 내리게 되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와 제17조 참조)，아동이 해당 교육기관에
배치되고 난 후 당해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미국의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비교해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배치 기관뿐만 아니라 전환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넷째, 미국의 경우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04)｣에 의해 출생에서
2세까지의 장애 영유아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의 장애 유아를 위해서는 부모가 동의할
경우 개별화교육프로그램 대신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별도의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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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성평가
IEP 작성과 배치가 이루어진 다음 교수⋅학습이 시작되고 나면, 아동의 발달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 즉 형성평가를
통해 아동이 적절한 성취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만약 아동이 적절한 성취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교수⋅학습 방법을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내려야 한다. 따라서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
란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과과정이나 수업방법을 개선시키
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한국교육평가학회，2004). 이와 같은 형성평가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교육에 직접 관여하는 교사들에 의해 실시되는데, 이때 교사들은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6) 총괄평가
IEP에 제시된 기간 동안 지속적인 형성평가와 함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즉 총괄평가를 통해 아동이 제시된 기간 동안 IEP에 명시되어 있는 계획된 목표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일정 단위의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된 후에 애초에 설정된
프로그램의 성공기준에 비추어 프로그램이 산출한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한국교육평가학
회，2004). 총괄평가의 결과에 근거해 그 이동이 특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에 대한 결정도
하게 된다. 만약 총괄평가에서 특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아동의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IEP가 수정⋅보완되고 그 아동을 적절한 교육환경에 배치하는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4

주제별 평가도구

통합체육 수업 안에서 실시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평가 특성에 따라서 5가지로 나뉠 수 있다. 적용되는 형식에
따라서 형식적 평가 vs. 비형식적 평가;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규준 참조 평가 vs. 준거 참조 평가; 절차상의
유연성에 따라 표준화 평가 vs. 비표준화 평가; 수집되는 정보 유형에 따라 결과 중심 평가 vs. 과정 중심 평가;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직접 평가 vs. 간접 평가로 나눌 수 있다(최승권, 2018). 이렇듯 평가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평가 대상, 목적, 환경에 따라 다른 평가 도구가 결정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평가 도구는 <표 29>와
<표 30>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운동기능영역과 체력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도구들은 대부분
특수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통합체육 수업에서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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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운동 기능 평가 도구
검사도구

연령

APEAS Ⅱ(AAPAR, 2007)

4.6~17세

검사 요소

내용 특징

지각 운동, 이동 운동, 조작 운동,
규준지향평가
체력, 적응 행동

Brigance Inventory of Early Development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언어 & 발달 연속성에 근거한 유연한 규
출생~7세
Ⅱ (Brigance, 2010)
이해 기능
준 참조 및 준거 참조 평가
Brockport Aquatic Skills Checklist
(Houston-Wilson, 1993)

수영 준비, 입수, 물적응, 뜨기기
과제 완성에 필요한 각 기능의 반
모든 연령 술, 추진기술, 스트로크, 다이빙기
응수준을 체크리스트로 작성
술, 수상안전, 심해적응기술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2nd Edition
(Bruininks & Bruininks, 2005)

4~21세

정적⋅동적 균형 협응력, 근력시 개인이 장점과 약점을 평가하는데
각-운동 협응, 반응 속도, 시각- 게임 같은 과제, 규준 참조 평가,
운동 제어, 상지 속도
프로파일분석

I Can Primary Skills K-3
(Wessel & Zittel, 1998)

5~8세

이동 운동, 물체조작, 방향정위, 놀 초등부 저학년의 운동기능 교육과
이참여, 장비(용⋅기구)
정과 연계하여 지도

Peabody Developmental Motor Scales,
반사, 균형, 이동 운동, 비이동 운
규준 참조 발달평가로 운동기능
2nd Edition
출생~5세 동, 손의 조작력, 눈-손 협응성 포
활동과 연계하여 지도
(Folio & Fewel, 2000)
함한 대근 및 소근 운동기능
The Test of Gross Motor Development
(TGMD), 3rd Edition (Ulrich, 2019)

3~10세

이동 운동과 공 기술

준거지향 및 규준지향평가

수정발췌: 최승권(2018)

<표 30> 체력 평가 도구
검사도구

대상

검사 요소

내용 특징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건강체력: 근기능, 유연성, 신체균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for
10~17세 형도, 심폐기능, 비만도, 자기신체 장애 유형별, 기준별 준거지향평가
Students with Disabilities: PAPS-D)
평가
(국립특수교육원, 2013)
The Brockport Physical Fitness Test:
A Health-Related Test for Youth with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Winnick & Short, 1999)

10~17세

건강관련 체력검사(유산소능력, 근 장애 아동을 위한 규준지향평가:
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조성) 체력 보고를 컴퓨터에서 작성

2세 이상 근력

악력을 이용한 뇌성마비, 일반인
의 근력 평가

Rate of Perceived Exertion Scale

10세 이상 운동 자각도

뇌성마비 발달협응장애 아동의 운
동시 힘든 점 특징

Inbody S10

7세 이상 신체 구성

비장애인 및 하지마비 장애인의 신
체구성 평가

Dynamometer

수정발췌: 최승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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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능 평가도구 중 TGMD-3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평가도구로 매우 우수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이는
유용한 평가도구이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사용이 가능하다. 체력 평가 도구 중에서 PAPS-D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평가도구이며 다섯 가지의 평가기준을 선택하여 특수교
육 대상자의 체력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 그 중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기준도 포함되어 있어, 통합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비장애 학생의 체력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체력수준을 같은 반 비장애
동료의 기준에 맞추어 평가할 수 있어 통합체육 수업에서 매우 유용한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다.
<표 29>와 <표 30>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평가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평가 목적과 환경, 대상이 다르기에
모든 통합체육 수업 영역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하고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승희(2010)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표준화평가를 실시할 때,
수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수정을 사용하기 전에 일단 평가설명서의 지침대로
평가를 완전히 실시해야 한다(Benner, 2003； McLoughlin & Lewis, 2008； Sattler, 2001). 이를 통해 수정
전⋅후의 동의 수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아동의 능력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수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이 필요로 하는 보조의 유형과 정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수정을 사용하기 전에 평가설명서에
수정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Cohen & Spenciner, 2007； Sattler, 2001). 이때 수정 후 평가결과
의 타당성에 대한 증거도 함께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수정 후 평가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평가설명서에 제시되어 있는 수정 지침의 범위를 넘어선
수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결과 보고서에 수정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McLoughlin & Lewis,
2008). 그리고 수정 지침의 범위를 넘어선 수정을 사용하여 실시된 평가의 결과는 대체점수(alternate scores：
표준화평가를 수정된 조건에서 실시하여 얻은 점수)로 보고한다. 비록 대체점수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수정된 과제에 대한 아동의 성공적인 수행은 아동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상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만약 규준참조평가에서 평가설명서의 범위를 넘어선 수정을 사용하였다면, 규준과 비교하여 평가결과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McLoughlin & Lewis, 2008). 왜냐하면 규준집단에게 수정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했을
경우 기존의 규준에 나타난 그들의 점수분포와 얼마나 다른 점수분포를 나타낼 것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면서 수정을 사용하더라도, 수정에 따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준참조평가에서 평가 설명서의 범위를 넘어선 수정을 사용하여 평가 결과를 규준과 비교할 수 없을
경우 규준참조평가를 실시한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평가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전⋅사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전검사에서 수정을 사용하였다면 그 결과를 수정을
사용하지 않은 사후평가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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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평가(alternative assessment)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대안적 평가란 그 동안 교수-학습과는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평가방법, 즉 간접적인 평가활동으로부터 탈피하여 학습목표(지식, 기능, 태도 등)와 직결된
수행과제의 달성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수행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의미로는 첫째, 교수-학습의 목표와 직결되거나 목표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둘째,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며, 셋째, 학습활동과 평가활동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넷째, 학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다섯째,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여섯째, 타당하고
적절한 수행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 내용을 계획해야 한다(배호순, 2000; Lieberman & Houston-Wilson,
2009).

<표 31> 표준화검사 수정방법의 예
유형
지시
(instructions)
시범
(demonstration)
시간제한
(time limits)

수정
피검자에게 지시를 할 때 좀 더 쉽게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검사자가 검사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시범을 보여줄 수 있다.

과제완성을 위한 시간제한을 연장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시 양식
(presentation mode)

과제의 제시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검자에게 문항을 읽도록 요구하기보다 검사자가
피검자에게 문항을 큰 소리로 읽어줄 수 있다.

반응 양식
(response mode)

피검자에게 요구되는 반응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답을 쓰는 대신 피검자가 구두로
대답하도록 할 수 있다.

보조물
(aids)

피검자가 종이, 연필 또는 계산기 등의 보조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촉진 자극
(prompts)

검사자가 피검자에게 촉진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사과제의 첫 단계를 검사자가
수행할 수 있다.

피드백
(feedback)

검사자가 피검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은 옳은 반응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틀린 반응에 대한 정정도 포함한다.

정적 강화
옳은 반응이나 다른 적절한 행동에 대해 피검자에게 정적 강화를 제공할 수 있다.
(positive reinforcement)
물리적 위치/장소
(physical location)

검사가 실시되는 물리적 위치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검사는 탁자가 아닌 바닥에서 또는 검사실이
아닌 놀이방에서 실시될 수 있다.

검사자
(tester)

검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부모나 교사와 같이 피검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정발췌: McLoughlin & Lewi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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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루브릭

현재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 대안평가 중의 하나로 루브릭 평가방법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표준화하기 힘든 스포츠 기술을 평가할 때, 정의적 영역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루브릭 평가방법은
학생의 지도방법과 관련되어 있고, 예상되는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운동수행을 실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도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루브릭 평가방법은 통합체육 수업에서 특징적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쉽게 개별화할 수도 있다. 루브릭 평가방법은 특수체육 수업에서 장애 학생의 운동수행
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대중화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루브릭 평가방법은 체육 교사가 장애 학생의 수행 수준을
준거지향검사의 다양한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는 방식이다. 즉, 학생의 수준과 관련하여 측정과 평가 전략에서
각각의 운동수행 수준과 관련한 준거들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루브릭 평가방법은 준거 점수의 결정을
위한 세부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Lieberman & Houston-Wilson, 2009; Sherrill, 2004). 또한 루브릭 평가방법은
학생의 운동수행력과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한 점수 기준을 나타낼 수 있다(Smith, 1997).
루브릭 평가방법은 현재 체크리스트(checklist), 과제분석(task analysis), 평정척도(rating scale) 등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루브릭 평가방법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운동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예상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루브릭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루브릭 개발은 쉽지 않다. Lund & Kirk(2010)가 제시한 다음의 8단계 절차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루브릭 개발에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1. 평가 요구(needs) 및 목적 설정하기
2. 이상적인 학생의 학습 성취 수준 상상하고 계획하기
3. 성취 수준의 주요 특징 파악하기
4. 대표적인 주요어(descriptors) 개발하기(양적 평가를 위해)
5. 학생들에게 예비 사용하고, 피드백 수집하기
6. 성취 수준 단계(levels) 설정하기(질적 평가를 위해)
7. 루브릭 사용하기
8. 루브릭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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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릭 평가방법은 특수체육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이 평가방법은 분명하고,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으며, 학생이 다른 동료의 운동수행을 비평적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Jackson & Larkin, 2002).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은 루브릭 평가방법을 통하여 자기평가, 성취수준, 그리고
운동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루브릭 평가방법은 다양한 성취수준을 가진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범위의 능력을
측정 및 평가할 뿐 아니라, 학생이 상급과정으로 올라가기 전, 선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체육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루브릭 평가방법의 장점을
살펴보면, 루브릭 평가방법은 첫째, 과정을 평가하도록 개발할 수 있다. 즉, 운동기능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결과를 평가하도록 개발할 수 있다. 즉, 움직임 기능의 양(얼마나 멀리, 얼마나 빠르게)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매개변수를 평가하도록 개발할 수 있다. 즉, 움직임 기능의 조건을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은
루브릭 평가방법을 통해 질적 및 양적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요약해 보면, 루브릭은 교사와 대상자 모두가
수행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 학습진행 수준에 따라 평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수업의 질적 향상과 지도 방향 설정에 가치가 있는 평가 방법이다(최승권, 2018).

6

통합체육 교사 평가

성공적인 통합체육 수업으로 가기 위한 길은 아직 매우 험난하고 고단하다. 수많은 체육 교사들이 그 길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생의 숫자, 수업 여건과 환경, 학교의 지원, 부모와의 소통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은 이러한 교사의 노력을 지체시키고 방해하곤 한다. 특히, 통합체육 수업을 위해 교사가 어떻게, 얼마나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로 교사들이 공개수업 후에도
체계적인 피드백을 받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통합체육 수업을 보다 발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Liberman, Brian & Grenier(2019)는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체육 수업 환경에서 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체육 교사의 수업준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구를 <표 32>와 같이 개발하였다. 총 2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당 3점 이상의 점수는 교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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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통합체육교사의 통합 준비도 평가 도구의 내용과 평가 대상 교수법의 예
평가항목 설명

점수

코멘트

수업 시작
1. 통합체육 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체육관에 들어올
때 반갑게 맞이한다.
(특수교육대상자만 늦게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

수업 도입부
2. 특수교육대상자는 같은 반 또래 학생들과 앉아서/서서 함께 교사의 수업 소개
설명을 듣는다.

1
4

2
5

3
해당
없음

1
4

2
5

3
해당
없음

1
4

2
5

3
해당
없음

1
4

2
5

3
해당
없음

1
4

2
5

3
해당
없음

1
4

2
5

3
해당
없음

준비운동
3. 각자 능력에 맞게 학생들이 준비운동을 한다.
(예를 들면, 5분 안에 체육관 7바퀴를 뛰는 대신 5분 안에 학생들이 최대한
뛸 수 있는 만큼 각자 체력수준에 맞게 준비 운동을 한다.)

수업 참여 속도
4.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게, 각자 현재 수행 수준에
맞게 수업 중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배구- 경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비치볼을 사용; 하키- 공이나
퍽 대신 원반디스크를 사용; 소프트볼- t를 사용하여 배팅; 농구- 5초 룰을
적용하지 않고 경기 진행)

차별화된 교수
5. 학생들의 각기 다른 학습스타일에 부합하기 위한 맞춤식 교수법이 모든 학생들
에게 적용
(예를 들어,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청각, 시각, 신체적, 촉각적 접근법의 사용)

6. 새로운 기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는 수업
(예를 들어, 스테이션 안에서 또는 구체적인 과제 안에서)

수정발췌: Liberman, Brain & Grenier(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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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일반적 통합체육 지원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laized education plan; IEP)

(1)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에서는 ‘개별화교육’을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1조와 시행규칙(제4조)에서
규정하는 개별화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첫째,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둘째,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계획(IEP)을 작성하여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 학교는 전입 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IEP)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넷째, 특수교육교원은
위와 같은 세 가지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다섯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개별화교육계획(IEP)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
고 있다. 때로는 개별화교육프로그램으로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개별화교육계획(IEP)의 구성요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개별화교육계획(IEP)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로는 인적사항, 현재 학습수행 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방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표 3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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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대한 국내외 법적 개념에서 살펴본 주요 변인4)
변인

한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8)

미국
(IDEIA, 2004)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
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
IEP
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
법적 개념
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

IDEIA(2004)에서는 모든 장애 학생의 특별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교육⋅직업⋅독립생활을 준비하는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강
조하는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Sec. 1400(d)(1)(A))을 지속적인
핵심사항 중 한가지로 명시함.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학생의 개별적 교육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
하고 운영하여 장애 학생에게 의미가 있는 교육적 혜택을 받게 하는
것에 IEP의 목적이자 개념임.

각급 학교의 장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구성원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함.
IEP
▹보호자
팀 구성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학생의 부모 혹은 보호자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1명 이상의 일반 교사
▹적어도 1명 이상의 특수 교사
▹지역 교육 기관의 대표자
▹평가결과에 대한 교수적 함의를 해석할 수 있는 자
▹학생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예: 관련 서비스
종사자)
▹학생 본인(필요한 경우)

개별화 교육계획에는 다음의 구성요소가 포함
되어야 함.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행 학
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IEP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구성 요소
등

▹학생의 현재 교육성취 수준(장애가 일반교육과정에 접근하는데
미치는 영향성을 포함하여 기술)
▹측정 가능한 교육 목표(학업⋅기능적 목표 포함), 대체 평가도구
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벤치마크 혹은 단기 목표에 대한 기술
포함
▹학생이 연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진보 과정이 어떤 방법
으로 측정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기적인 보고(periodic reports)가 제공될 시점에 대한
기술
▹ⓐ 관련 서비스, ⓑ 보충 자료 및 서비스, ⓒ 프로그램 수정
혹은 학생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설명
▹장애 학생이 일반교육 혹은 일반교육과정 활동에 불참할 경우,
그 정도에 대한 설명
▹주와 교육적 단위의 평가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와 기능 수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개인적인 수정 사항에 대한 설명
▹학생이 대체평가를 받도록 결정이 된 경우, 일반적인 평가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명시
▹기술된 서비스와 조정사항들이 제공되는 날짜와, 이러한 서비스
와 조정사항들의 빈도, 장소, 기간에 대한 설명
▹16세 이상의 경우 전환서비스 명시

IEP 참석 규정없음

상황에 따라 참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IEP 보고 매 학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부모에게 보고 정기적 보고서를 분기별로(4회) 부모에게 제공
교육조치 결정 후 개별화교육계획 작성(매학 자연적 전환과 일치하는 시점인 3년마다 IEP를 작성
IEP
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전학 시 송부
작성 시기
전학 시 송부
부모 참여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으로 참여

부모와 학교의 상호협력체계

4) 강은영, 박윤정, 서효정, 박경옥(2018)에서 발췌

제4장 통합체육의 실제  167

▹작성시기: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함
▹작성시한: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송부시한: 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
고려 사항
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함

▹학생의 행동이 학습을 방해할 경우, 긍정적 행동지원 혹은 전략
에 대해 고려해야 함
▹영어능력이 제한된 학습자의 경우, 학생의 언어요구를 고려해야만
함
▹전맹 혹은 시각이 손상된 경우, 학생에게 점자 혹은 다른 읽기⋅
쓰기 매체를 제공해야만 함
▹학생의 의사소통 요구를 고려해야 함;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학생의 언어, 의사소통 수단, 학습 수준, 다른 요구사항 등에
대해 고려해야만 함
▹모든 학생의 경우, 학생이 보조공학 장치와 서비스의 필요 유무
에 대해 고려해야만 함

교육적 요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예.
강도는 약하지만 잦은 빈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 빈도는 높지 않지만 강도가 센 경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 시급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표 34>와 같은 평정 기록지 등을 통하여 우선순위
후보군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목표부터 달성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강은영 외., 2019, 2018).
또한 수립한 개별화교육계획(IEP)이 질적으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표 35>와 같은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표 34> 장기적인 교육목표 설정을 위한 교육적 요구 우선순위 결정 평정 기록지의 예
연간목표1

연간목표2

약함 -----------------강함

약함 -----------------강함

심각성

1

2

3

4

5

1

2

3

4

5

빈도

1

2

3

4

5

1

2

3

4

5

기능성/관련성

1

2

3

4

5

1

2

3

4

5

발달적 준비도

1

2

3

4

5

1

2

3

4

5

중요도

1

2

3

4

5

1

2

3

4

5

합계
분석결과(합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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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 관련 질적 지표(안)5)
구성
요소

확인사항

개별화
교육계획
전반

▹개별화교육계획이 법적 절차에 준하여 필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작성되었는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학부모, 통합학급 담임교사, 관리자 등)의 참여가 적극적이며 충분한 논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가?
▹수립한 개별화교육계획이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현실성과 실제성을 지녔는가?

현재
수행
수준

▹개별화교육계획이 학생의 현재 학업 성취와 기능적 수행의 정도를 나타내는 진술을 반영하고 있는가?
▹학생의 현재 수행 수준에 대한 진술이 진전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과 연간 목표 설정 기준의 기초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진술되었는가?
▹학생의 주목할 만한 상태가 장⋅단기목표에 적절하도록 명료하게 기술되었는가?

교육
목표

▹장⋅단기목표 위한 준거들이 학생의 수행을 판단하기에 의미 있고 적절한가?
▹장⋅단기목표에 적절한 의미 있는 평가와 자료수집 절차에 해당하는가?
▹장기목표가 학생의 현재 수행 수준을 따르는지와 1년 내에 성취가 가능하도록 잘 기술되었으며 측정이 가능한가?
▹단기목표는 장기목표와 논리적으로 의미 있게 연결되며 측정 가능하도록 명료히 진술되었는가?
▹평가 관련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때 구체적이고 주기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있는가?

교육
내용

▹학생의 교육적 요구의 우선순위 부합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장⋅단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행 단계들을 포함한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가?
▹학생에게 차기 년도를 위한 교육적 요구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교육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가?

교육
방법

▹방법과 절차가 관련 연구에 근거하고 있으며,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는가?
▹촉진하기 수준이 구체적이며, 시간에 따른 체계적인 용암법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는가?
▹기술의 일반화 및 유지를 위한 것에 관한 증거가 있는가?
▹학생이 장⋅단기목표에 대한 진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에서 필요한 조정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

관련
서비스 등

▹학생에게 필요한 관련 서비스의 지원이 개별화교육계획 내에 명료하게 구체화되었는가?
▹학생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수정과 조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3) 특수체육에서 개별화교육계획(IEP)
위와 같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 가운데에서도 체육 수업에서는 특수체육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특수체육 교사는 다른 구성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장애 학생의 지원 및 서비스를 주도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예로서 특수체육 교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들
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개별화교육지원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수체육 교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의 상호작용 및 협력 관계를 알아보면
<그림 16>과 같다.
체육 수업에서 개별화교육계획(IEP)을 작성할 때 교사들은 장애 학생의 운동능력(Liberman & Houston-Wilson,
2) 강은영 외(2019)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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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Silliman-French & Buswell, 2008)과 관련된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육 분야에서
개별화교육계획(IEP)에 포함해야 할 운동기능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및 초등학생
감각 운동발달

신체지각기능

기능적 운동기능

기초운동기능 및 패턴

조작운동기능

평형성 기능

방향 및 공간 개념

체력기능

게임 및 리드 업(lead-up) 활동

리듬운동기능

중학생
기능적 운동기능

스포츠기능

체력기능

지역사회 기반 활동

리듬과 댄스활동

수상활동

평생스포츠/레크리에이션/레저기능

중증 장애학생
감각자극

자세

근력 및 컨디션

조작운동

기능적 움직임

운동제어

평생 스포츠/레크리에이션/레저기능

방향/공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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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특수체육교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의 일반, 분리, 혼합 역할
(Silliman-French, Candler, French, & Hamilt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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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계획(IEP)에는 대상 학생이 체육시간에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동작과 평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화교육계획(IEP)이 단순한 일과성의 교과 계획이나 즉흥적인 수업에서
사용하는 학습 계획표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육 교사들은 개별화교육계획(IEP)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둘째, 전체 동작을 수행할 때 어떤 세부 동작이 나타나는가?
▸셋째, 전체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단계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가?
▸넷째, 전체 동작을 수행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규칙을 변형해야 하는가?
▸다섯째,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가?
▸여섯째, 전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기술을 모두 시행하여야 하는가?
▸일곱째, 장애로 인해 수행할 수 없는 행동은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
▸여덟째, 어떤 조건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가?

교사들은 개별화교육계획(IEP)에서 목표행동을 기술할 때, 첫째,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술해
야 하며, 둘째, 다른 사람이 관찰해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하고, 셋째, 유사한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임을 기술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들은 개별화교육계획(IEP)을 수립할 때 학생의 현재 상황(condition), 동작
(action), 조건(criterion)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 상황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서술하며, 둘째, 동작은 대상자가 수행하는 신체적인 움직임을 뜻하며, 객관적으로 측정⋅관찰
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조건은 동작 수행의 질이 어떤 정도에 속하는가를 결정하는 표준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영진이는 교사의 도움 없이(환경), 팔굽혀펴기를 5회(조건) 실시하였다(동작)”라고 기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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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장⋅단기목표 기술의 필수 요소(한동기, 2009)

상황(condition)은 과제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기구, 도구, 시설, 참관인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황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왜, 어떻게 라는 6하 원칙을 적용하여 기술한다. 기준(criterion)은 동작 수행의 질이
어떤 정도에 속하는가를 가늠하는 표준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은 객관성 있게 서술하여야 하며, 능력이 향상될
때에는 그 능력 향상의 정도가 확인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동작(action)은 대상자가 수행하는 신체적인
움직임을 뜻하며, 객관적으로 측정 및 관찰이 가능하도록 기술한다.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나타나는 동작들은
각각 다른 유형들이지만 전체 동작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할 때 한 가지 과제가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개별화교육계
획(IEP)을 작성할 때의 상황, 기준, 동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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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개별화교육계획(IEP) 작성 시 표현 방법
상 황

기 준

동 작

▹티(tee) 위에 공을 놓고…

▹선 자세를 유지하며…

▹쳐다본다.

▹시작과 동시에…

▹3회 가운데 2회를…

▹굴린다.

▹1: 1로 지도하며…

▹떨어뜨리지 않고…

▹만진다.

▹손목을 잡고…

▹거리 제한 없이…

▹지시한다.

▹눈맞춤을 하면서…

▹70%를…

▹시범보인다.

▹결정할 수 있도록…

▹5월까지 10%를…

▹따라한다.

▹보조자의 도움으로…

▹10초 동안 20명이…

▹수행한다

▹잘 튕기는 고무공으로…

▹1분 동안 50회 이상…

▹친다.

일반적으로 개별화교육계획(IEP)을 작성할 때에는 장애 학생의 현재 상태나 장애 등급 등을 기술하기보다는
능력 측면을 고려하여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동운동기능,
물체조작기능, 지각운동기능, 스포츠 기능, 체력, 수상운동, 리듬과 댄스의 기능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중학교
수준에서는 스포츠 기능, 체력, 수상운동, 평생신체활동, 리듬 및 댄스, 지역사회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Liberman & Houston-Wils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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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

“보편적 학습 설계(UDL)와 차별화(Differentiating)는 좋은 교수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실 환경의 따뜻함, 교과내용의 유의미함과
적절성, 수업 설계의 질, 그리고 수업 전략의 힘이다.” (박윤정 외., 2017, p. 45)

(1) 개념
보편적 학습 설계(UDL)의 개념은 <표 37>과 같다. 보편적 학습 설계(UDL)는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설정된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학습의 ‘무엇’에
해당하는 정보 및 내용 제시(다양한 제시양식, multiple ways of representation), 학습의 ‘어떻게’에 해당하는
과제 수행 및 문제 해결에 대해서(다양한 표현양식, multiple ways of expression), 그리고 학습의 ‘왜’에 해당하는
흥미와 주의집중 자극(다양한 참여양식, multiple ways of engagement)으로 옵션을 나눌 수 있다(강은영, 박윤정,
2018; CAST, 2011).

<표 37> 보편적 학습 설계(UDL)의 개념
학습의 관점에서 보편적 설계는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읽고, 쓰고, 영어를 이해하고, 참여하고, 조직하고,
활동하고, 기억하는 능력에서 폭넓은 차이를 가진 개인들이 그들의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수자료와 활동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대안을 제공하는 유연한 교육과정 자료와
활동으로 성취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은 교육 자료의 교수설계와 수행 체제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들은
사후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교사는 완전한 보편적 학습 설계(UDL)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일상적인 교육을 방해하는 교육과정
에서의 장애물을 판별하고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 수는 있다(Rose & Meyer, 2002).

사실상 보편적 학습 설계(UDL)를 수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교사의 인식 및 철학, 신념 등에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신현기, 2011; Acrey, Johnstone, & Milligan, 2005), 이를 실행할 교수자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느냐가 성공의 판가름 요소이다(민천식, 오원석, 2011; 오원석, 정은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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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리
보편적 학습 설계(UDL)는 미국의 응용특수교육공학센터(CAST)에서 3원리 9지침으로 <표 39>와 같이 제시하였
고, 9개 지침에 대한 31개의 하위 전략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질 높은 통합교육을 위한 보편적 학습 설계(UDL)
1장에서 강조하였듯 국제적으로 통합교육(통합체육)은 더 이상 몇 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맥락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통합교육의
철학과 실제를 일관성있게 하기 위한 주요사항은 <표 38>과 같으며(박윤정 외, 2018), 질 높은 통합된 환경에서의
교육(체육)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으로서 보편적 학습 설계(UDL)를 사용할 수 있다.

<표 38> 통합교육의 철학과 실제의 일관성을 위한 주요사항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라는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공을 신장시키도록 설계된 학교 차원의
지원과 중재 안에 모든 학생을 통합
▹일반 교육과정(초⋅중등교육과정)이 모든 학생의 학업적 요구에 부합하는 한 모든 학생이 접근 가능하고 일반
교육과정 안에서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가정
▹대부분의 학생을 위한 학습경험에 독특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분리된 교수를 새로 추가하거나 재설계된
학습경험이 아닌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에 의한 학습경험
▹가장 덜 개입적인 중재와 지원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접근법이 특정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한해 보다 특화되고 개별화된 중재와 지원으로 전환
▹학습과 보다 특화된 방법의 요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장애 범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행 데이터를
사용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특수교육이 아닌 이동성이 높은 서비스와 지원을 사용(2단계, 3단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중재는 매일의 교육과정 실천에 있어서 엄청난 학생의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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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응용특수교육공학센터(CAST)의 보편적 학습 설계 가이드라인(2.0version)
다양한 방식의 표상을 제공
1. 인지 방법의 다양한 선택 제공



1.1. 정보의 제시 방식을 학습자에게 맞
게 설정하는 방법 제공하기
1.2. 청각 정보의 대안을 제공하기
1.3. 시각 정보의 대안을 제공하기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표현수단을 제공

다양한 방식의 학습 참여 제공

4. 신체적 표현 방식에 따른 다양한 선택 7. 흥미를 돋우는 다양한 선택 제공
제공
4.1. 응답과 자료 탐색 방법을 다양화하기
4.2. 다양한 도구들과 보조공학(AT)기
기 이용을 최적화하기

7.1.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최적화하기
7.2. 학습자와의 관련성, 가치, 현실성
최적화하기
7.3. 위협이나 주의를 분산시킬만한 요
소들을 최소화하기

2. 언어, 수식, 기호의 다양한 선택 제공 5. 표현과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선택 8.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를 돕는 선택
제공
제공



2.1. 어휘와 기호의 뜻을 명료하게 하기
2.2. 글의 짜임새와 구조를 명료하게 하기
2.3. 문자, 수식, 기호의 해독을 지원하기
2.4. 범언어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기
2.5.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의미를 보여
주기

5.1. 의사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매체 사
용하기
5.2. 작품의 구성과 제작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 사용하기
5.3. 연습과 수행을 위한 지원을 점차
줄이면서 유창성 키우기

8.1. 목표나 목적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8.2. 난이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요구와
자료들을 다양화하기
8.3. 협력과 동료 집단을 육성하기
8.4. 성취지향적(mastery-oriented)
피드백을 증진시키기

3.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선택 제공 6. 자율적 관리기능에 따른 다양한 선택 9.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선택
제공
제공



3.1. 배경지식을 제공하거나 활성화시
키기
3.2. 패턴, 핵심부분, 주요 아이디어 및
관계 강조하기
3.3. 정보처리, 시각화, 이용의 과정을
안내하기
3.4. 정보 이전과 일반화를 극대화하기

학습자원이 풍부하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

6.1. 적절한 목표 설정에 대한 안내하기
6.2. 계획과 전략 개발을 지원하기
6.3. 정보와 자료관리를 용이하게 돕기
6.4. 학습진행상황을 모니터하는 능력
을 증진시키기

전략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학습자

9.1. 학습 동기를 최적화하는 기대와 믿
음을 증진시키기
9.2. 극복하는 기술과 전략들을 촉진시
키기
9.3. 자기 평가와 성찰을 발전시키기

목적의식과 학습 동기가 뚜렷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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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편적 학습 설계(UDL)를 적용한 수업 구현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통해 보편적 학습 설계(UDL)를 적용한 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단계는 <표 40>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40> 수업에서 보편적 학습 설계(UDL) 실행 과정
단계

과정 설명

1단계

Identify the course
수업(교육과정) 확인

수업과 관련한 교육과정, 학습목표, 전반적 내용 등을 확인한다.

2단계

Define the universe
보편성 정의

교육과정 내에서 모든 학생들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기술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예: 성별, 연령, 언어, 학습양식 등)을 파악한다.

3단계

Involve students
학생 포함

4단계

Adopt instructional strategies
교수전략 채택

수업에 적용할 교수전략, 교수⋅학습방법을 채택한다.

5단계

Apply instructional strategies
교수전략 적용

모든 학생들의 통합을 시도하고 좋은 수업을 위해 채택한 전략과 방법을 적용한다.

6단계

Plan for accommodations
조정 계획

수업에의 완전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을 위한 조정을 계획한다.

7단계

Evaluation
평가

관찰, 피드백 등을 통해 수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여 2단계로 그 결과를 피드백
한다.

앞서 살펴본 학생들의 다양성과 관련지어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다.

※ 출처: Bulgstahler(2015)가 제안한 7단계로 김남진, 김용욱(2018)에서 수정 후 인용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이를 모든 학생이 달성가능한 목표로 만든 후, 구성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후 학생들의 개인차는 얼마나 존재하는지 판단한 뒤, 수업에 적용할 교수전략이나
교수⋅학습방법을 채택하고, 이를 수업으로 적용한 뒤 이러한 수업 적용에도 완전한 접근이 어려운 일부 학생을
위한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실행한 뒤 효과성 정도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으로
삼고 다음 수업을 계획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단계를 수업설계 모형 K-PAL로 제시한다
면 <그림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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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K-PAL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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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편적 학습 설계(UDL)를 기반으로 설계하고 실행한 수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자기점검이나
모니터링에 도움이 될 만한 수업분석 체크리스트는 <표 41>과 같다(김남진, 김용욱, 2018).

<표 41> 보편적 학습 설계 기반 수업분석 체크리스트(자기보고용)6)
작성방법
※ 실제 수업 장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문항에 대한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문항을 자세히
읽으시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번호

문항내용

1

정보 또는 강조를 위해 색깔을 사용하는가?

2

정보 또는 강조를 위해 인쇄자료의 서체에 변화를 주는가?

3

학습자들의 학습속도 및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말과 소리의 크기, 속도
를 다양하게 하는가?

4

텍스트, 그림, 그래프, 표와 같은 시각적 자료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제시하는가?

5

단어, 상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 내 익숙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가?

6

핵심 용어(수식, 기호 포함)에 대한 명확한 표기법을 제공하는가?

7

용어의 개념 혹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가?

8

본문에 제시된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삽화, 수식, 지도, 도표
등을 이용하는가?

9

수업 내용과 사전 지식을 연결시키거나 사전 지식을 활성화하는 식의
수업을 진행하는가?

10

텍스트, 그래프, 도표, 공식 등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하는가?

11

학습활동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가?

12

복습, 연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가?

13

신체적 표현 방식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는가?

14

학습자의 신체적 표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을 조정하는가?

15

학생의 개별 특성에 맞춰 학생들이 교구를 조작할 수 있는 시간, 범위
등을 다르게 적용시키는가?

16

신체를 활용한 자료탐색,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는가?

6) 김남진, 김용옥(2018)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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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자주
적용

자주
적용
하는
편

적용
하는
편

거의
적용
하지
않는
편

전혀
적용
하지
않음

5

4

3

2

1

17

학습자 자신에게 적합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18

교사가 제시한,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닌 학생의 독창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수용하는가?

19

작품의 구성과 제작을 위해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는가?

20

연습 혹은 수행과정 중 개개인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21

학생들에게 수업목표, 목적 등을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
는가?

22

학생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전략에 대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는가?

23

정보를 조작하고 수집하는 데 필요한 그래픽 조직자(도식)혹은 이를 포함
한 유인물을 제공하는가?

24

향상에 대한 질과 완성도에 대한 자기점검을 지도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
는가?

25

다음에 대한 선택권들을 제시함으로써 재량권, 자율권,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는가?

26

활발한 참여와 탐색, 실험 기회를 제공하는가?

27

학습내용(경험)과 실생활을 관련짓기 위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28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유도하는가?

29

학습자들이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다시 말하도록 요구하는가?

30

해당 수업시간 내 학습활동이 완료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별 학생(혹은
모둠별)의 수준에 맞춰 과제의 어려움이나 복잡성의 정도를 달리하는가?

31

친구들 간 상호작용과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32

학습 성과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기 보다는 노력과 향상,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강조하는 피드백을 자주, 제때에, 명확히 제공하는가?

33

학습동기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대와 믿음을 제공하는가?

34

자기관리를 위한 모델, 비계, 피드백 등을 제공하는가?

35

학습자 본인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도구나 차트 등을
제공하는가?

36

학습자가 자신의 현재 학습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차트, 템플릿 등의 대안적 방법을 지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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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지원

(1) 행동지원 이해
학생이 표출하는 행동 중 상황에 맞지 않거나, 부적응적이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때, 이러한
행동을 문제행동(최근에는 도전적 행동이라 부르기도 함)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학습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교육환경을 어렵게 만든다. 교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극대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적절한 학생의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며,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동지원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행동지원
방법은 오래 전 인지심리학(1968년 인지심리학자 Skinner는 ‘인간의 모든 자발적 행동이 학습되고, 자발적 행동은
관리될 수 있다’라며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행동지원의 기본 원리를 제시함)에서부터 출발하여 현재까지 많은
분야의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신체 활동 지도에서 ‘조작적 조건 형성’의 방법은 사회적 행동,
운동기술, 체력, 놀이기술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행동지원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고 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의
의미는 학생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행동을 유발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가정한 후 이 사이에 작용하는 모든 요건들을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행동분석협회(Executive Council of the Association for Behavior Analysis)에서 제안한 행동지원의
윤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면, 첫째, 학생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둘러싼 환경이 안전하고 인격적이며
개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치료적 환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변화시키려는 행동의 결과가 또래,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본인에게도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학생의 행동지원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행동지원이 행해져야 한다. 넷째, 학생의 행동지원에 사용되는 중재방법은 여러 선행
연구에 의해 효과가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에게 가르치는 행동은 학생 자신의 환경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섯째, 행동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재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동목표가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하고, 행동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중재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양명희, 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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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원리 및 절차
① 기본 원리
행동관리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비정상적 행위가 문제행동인가를 결정하
는 일이다. 일단 문제행동으로 결정되면, 교사나 부모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학생에게 나타나는 과도한
울분, 거부감, 초조함, 산만함 등은 외면적 문제행동이지만, 이러한 문제행동은 학생이 부모가 주변에 없거나,
환경이 변해서 나타나는 불안, 감기, 몸살 등과 같은 일시적인 고통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살펴보면, 첫째,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다. 즉, 소리 지르기,
바닥에 눕기, 몸을 좌우로 흔들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교육할 때 학생 자신뿐 아니라
타 학생들에게도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이다. 둘째, 친구를 괴롭히고 자신을 공격하는 행동이다. 즉, 다른 친구를
꼬집거나, 할퀴고, 때리는 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는 행동으로 이는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기 행동관리가 필요하다.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해서 Lewis와 Doorlag(1995)는 교사들이 참고할
기본적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이소현, 박은혜, 2000).
첫째, 행동은 학습될 수 있다. 즉, 학생이 보이는 문제행동은 학생의 과거 경험이나 잘못된 강화에 의해서
학습된 것일 수 있으며, 적절한 행동을 학습하지 못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행동이 발생할 경우 행동의 선행사건과 후속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행동의 전후에 발생하는
선행사건이나 후속결과를 수정하거나 조절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킬 수도 있고, 기존의 행동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의 깊은 교실 환경 구성을 통해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교실의 물리적인 구조, 교실 내에서의
이동 반경, 교수 프로그램의 질 등 교실 운영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학생의 문제행동의 정도나 발생빈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교수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방지하여 문제행동의 발생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행동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강화는 특정 행동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즉시
주어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강화 제거 및 혐오 자극에 의해서 행동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행동은 발생 시 강화 제공을 철회하거나
혐오 자극을 줄 때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
여섯째, 행동의 후속결과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즉, 학생의 특정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원하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뒤따르는 후속결과가 학생에게 의미 있는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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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러한 행동관리의 기본적인 원리를 잘 숙지하여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사라지게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의 행동관리를 위해서 한동기(2009)는 다음과 같은 행동관리 지침을 체육 교사들이 참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체육 교사는 학생에게 변화시킬 목표행동을 설정해야 한다.
▸관찰 가능한 목표행동의 발생 빈도에 대한 기초선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학생에게 강화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적절한 강화물을 선택한다. 즉, 구체적인 강화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에게 제공할 적절한 강화의 양을 결정한다.
▸다양한 강화물을 사용한다(표* 참고).
▸학생이 목표행동을 성취할 때 보상을 주고, 미달 시에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목표행동, 즉 적절한 행동변화를 보이는 즉시 강화물을 제공한다.
▸기초선 및 개입 시기 동안에 목표행동을 계속 측정하고 도표화한다.
▸교사는 학생이 적절한 행동이 발현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우거나 변형하는 능력과 인내력을 겸비해야 한다.
▸행동관리는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표 42> 강화물
비언어적 강화물
▹끄덕임
▹윙크
▹칭찬
▹미소
▹등 두드려주기
▹찬성 표시 ▹안아주기

음식물 강화물
▹껌
▹팝콘
▹사탕
▹사과/바나나 ▹건포도
▹오렌지
▹우유
▹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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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강화물
▹“좋아”
▹“맞아”
▹“대단해”
▹“와우”
▹“환상적이야” ▹“굉장한데”
▹“네가 자랑스럽다”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바로 그거야”
▹“안성맞춤이군” ▹“대단히 기쁘다”
▹“놀랍군”
▹“더 이상 바랄게 없다”

특 권
▹심부름하기
▹출석 확인
▹교사 보조
▹타 학생 지도 ▹교내활동 시 학급 대표
▹주장 임명
▹교재⋅교구 준비
▹기구 분배
▹교실 내⋅외 감독
▹활동 선택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점
▹준비운동 시범 ▹자유시간
▹특별활동 계획(스포츠의 날)
▹현장 학습
▹경기 참가
▹계획 수립, 게시판 장식 및 유지
▹체육시범 수업 참가
▹운동장 시설 사용
▹할당에서 열외

비소모성 강화물
▹트로피
▹상장
▹공
▹콘서트
▹선수의

▹메달
▹책
▹모형
티켓
사진

▹뱃지
▹레코드
▹돈
▹장난감
▹상품권

야외 활동
▹볼링
▹영화
▹역사관(예: 명예의 전당)
▹스포츠관람
▹수영
▹지역 대학의 경기 관람

② 절차
학생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경험이 많은
교사라면 상황에 따라 절차와는 상관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단계를 거치며 확인하고
시행하는 치밀함이 필요하다. 문제행동 관리 절차(한동기, 2009)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문제행동이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둘째,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빈도, 기간, 유형 등의 자료를 파악한다.
▸셋째, 적절한 행동지원 방법을 선정한다.
▸넷째, 효과적인 강화물을 조사하고 선정한다.
▸다섯째, 행동지원을 시작한다.
▸여섯째, 행동지원 시행에 따른 효과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일곱째, 학생의 행동변화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평가를 한다.
▸여덟째, 행동지원법에 사용된 강화물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

장애학생에게 행동지원을 적용하기 전에 학생의 문제행동을 명료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떤 행동지원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문제행동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였다면, 일정기간 그러한 문제행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문제행동의 발생 빈도, 원인, 지속시간 등의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수집과
함께 교사는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변화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적절하게 기록을 하여야 한다(한동기, 2009). 문제행동
의 기록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a) 빈도 기록법
빈도 기록법은 해당 학생이 일정 시간 동안에 어떤 문제행동을 몇 번이나 나타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기록 방식은 수업을 하는 동안 교사가 간이노트를 소지하여 직접 체크한다. 빈도 기록법은 활용
목적에 따라 동일한 양식을 부모에게도 전달하여 가정에서도 부모가 체크할 수 있다.

(b) 지속시간 기록법
학생의 문제행동이 오래 계속될 경우 그 행동이 일정시간 동안에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기록하는 것보다 그
행동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체육 수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울거나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행동이 잦을 때, 문제행동의 횟수를 기록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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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지속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예컨대, 특정 신체활동을 하다가 자리를 이탈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c) 등간 기록법
등간 기록법은 정해진 관찰시간을 동일한 단위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단위시간 안에 발생 문제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 기록법은 행동의 발생빈도와 지속시간을 동시에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학생의 자리이탈 행동을 30분 동안 관찰할 경우, 30분을 1분 간격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단위 시간에 문제행동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표시한다. 즉, 1분 동안 한번이라도 자리를 뜨면 －, 1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으면 ＋로 적어 넣는 방식이다.

(d) 시간 표집법
시간 표집법은 다른 기록법보다 관찰시간이 짧고 관찰방법이 용이하다. 이 방법은 정해진 관찰시간을 작은
단위로 간격을 나누어 만드는 과정은 등간 기록법과 동일하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이 다르다. 만약 학생의 행동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분 간격으로 관찰한다면 등간 기록에서는 처음 10시부터 11시 1분까지 1분 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계속 확인해서 기록한다. 그러나 시간 표집법에서는
학생의 행동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없고, 정각 1분이 되는 그 순간에 학생이 문제행동을 하면 -, 하지 않으면
+로 기록하는 것이다. 즉, 다른 시간에 문제행동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관찰해야 하는 그 시점에 발생한 것만
기록하는 것이다.

③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사전사건 검토
문제행동을 확인하여 정의하고 측정하였다면 다음 단계는 그 행동을 야기한 환경적인 요소를 점검하는 일이다.
종종 주변 환경의 특정한 요소들이 행동을 야기한다. 예를 들면, 감각자극에 민감하여 큰 소리를 싫어하는 자폐성
장애 학생은 준비운동을 위해 음악을 틀면 자해행동이나 공격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특정 환경
내에서 어떤 요소가 이 학생을 자극시켜서 그러한 문제행동을 일으켰는지를 교사가 사전에 예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사전 사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 원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행동의 원인들은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Block, 2000). 첫째, 언제 행동이 발생하는가(예: 학생이 체육복으로 갈아입을
때, 출석을 부르는 동안, 준비운동을 하는 동안, 기술을 학습하는 동안, 게임을 하는 동안, 학생이 특정한 친구나
혹은 특정 그룹과 짝을 맺어 활동하는 동안 등)?, 둘째, 어디에서 그 행동이 늘 일어나는가(예: 사물함 근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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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에서, 실외에서, 수영장 근처에서)?, 셋째, 그 행동이 일어날 때에는 늘 어떤 일이 있었는가(예: 기다리기,
운동하기, 학습하기, 팀 구성하기, 게임하기)?, 모든 문제행동의 원인을 수업 환경에서 모두 사전 사건 분석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분석은 왜 학생이 특정행동을 나타냈는가를 알려주는 데 도움을 준다. 교사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관찰하여 찾아내고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행동지원 지도전략
행동지원 방법을 적용할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강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때에도 학습 초기 혹은 변화 시점마다 알맞은 강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일단 행동을 습득한 후에는 다른 강화 방법을 사용해도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에게 행동지원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적절한 행동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적절한 행동지원 전략으로는 최근 학생들의 행동관리에서 강조되고 있는 생태학적 접근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통 행동지원 전략에서 생태학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학생의 환경 또는 생태계
(ecosystem)의 부조화가 문제행동을 야기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며, 학생 자신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체육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시킬 때 우선 적합한 행동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교사가 행동지원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단순히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 수업의 환경을 변화(혹은 중재)시킴으로써 생성된 목표 행동이 계속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행동지원 전략의 생태학적 접근법은 학생을 환경에 맞추기보다 환경과 어울리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교실에서는 개인별 또는 소그룹별 작업 공간, 타임아웃 공간, 강화 센터 등과
같은 물리적, 심리학적 적용 공간이 필요하며, 체육 수업에서는 운동장, 체육관, 기구, 공 등 다양한 수업 환경을
학생에게 맞게 구성함으로써 성공적인 체육 환경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개별화교육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행동 중재의 실행 내용을 포함한 생태학적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적 상황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의 효과적인 행동 중재를 위하여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기능 평가, 중재 전략 결정,
중재 평가와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기능 평가는 학생의 행동 평가로서 학생의 행동 능력과 관련된
신체적, 언어적 기능을 평가한다. 둘째, 중재 전략 결정은 학생이 현재 보이고 있는 문제행동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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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초점을 둔다. 셋째, 중재 평가는 학생에게 중재를 처방하고 난 후 이러한 중재가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 평가는 엄격하게 실시하여 차시 체육
수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효과적인 행동 중재 방법을 알아보면 <그림 19>와 같다.

기능 평가
(문제행동을 신체적, 언어적 기능 문제에 관심을 두고 평가)


중재 전략 결정
(문제행동에 적합한 행동관리를 선택 및 결정)


중재 평가
(중재한 행동의 효과 및 수정 여부를 재평가)

<그림 19> 효과적인 행동 중재 방법

체육수업에서 이러한 행동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림 20>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Lavay, French
및 Henderson(2006)의 생태적 및 절충적 행동관리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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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생태적 및 절충적 행동 관리 모델

생태적 및 절충적 행동 관리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동 변화 과정(Lavay, French, & Henderson,
2006)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동 변화 과정은 <그림 2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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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행동의 순위, 선택, 정의

▹행동 순위 결정
▹문제행동 선택
▹측정 용어로 문제행동 정의



2단계

▹기초선 데이터 수집
▹목표행동 제시
▹행동 선택에 따라 사건, 기간, 간격, 시간 기록
▹신뢰도 검증

행동의 관찰 및 기록



3단계

행동 중재의 개발 및 이행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중재 시간 제공
▹긍정적 행동 유도
▹부정적 행동 감소 혹은 수정
▹인간적 접근 사용, 친환경적 접근



4단계

▹관찰 및 자료수집
▹그래프/차트 데이터
▹목표행동 성취여부 결정

행동 중재 평가

<그림 21> 행동 변화 과정

이러한 행동 변화 과정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행동의 순위, 선택, 정의
행동의 순위, 선택, 정의는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하여 어떤 문제행동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을 왜 선택하고, 그러한 문제행동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2단계 : 행동의 관찰 및 기록
행동의 관찰 및 기록은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기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목표행동을 제시하며, 그러한 행동을 사건, 기간, 간격, 시간 기록 등을 통해 이러한 자료 및 정보가 신뢰할만한
가를 검증한다.

3단계 : 행동 중재의 개발 및 이행
행동 중재의 개발 및 이행은 문제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되기 위한 충분한 중재 시간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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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부정적 행동은 어떻게 감소하고 수정해야 하는지를 인간적 접근을
사용하여 생태학적으로 접근한다.

4단계 : 행동 중재 평가
행동 중재 평가는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그래프 혹은 차트 등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목표행동이 성취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차후 수업에서도 계속 참고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 교사들은 자신만의 행동지원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Lavay, French와
Henderson(2006)은 일반적인 체육 교사의 행동지원 계획을 10단계로 소개하고 있다.

▸ 1단계 : 체육 교사로서의 철학을 가져라.
체육 교사가 왜 되었고, 무슨 일을 좋아하며,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졌고, 학생들이 어떤 기능들을 배우기
원하며, 학생들의 개별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체육 교사로서의 자아 정체성
을 확고하게 갖는다.
▸ 2단계 : 체육 교사로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라.
체육 교사들로부터 당신은 무엇을 배웠고, 칭찬받은 점은 무엇이며, 훌륭한 체육 교사로 성장하게 할 장점은
무엇이고, 어떤 특성들은 싫고, 바꾸고 싶은가, 또한 이러한 특성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 3단계 : 목표를 설정하라.
학생들에게 가르칠 바람직한 목표는 무엇이며, 목표가 학생에게 어떤 효과가 있고 창의적인 신체활동 수행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정확히 알고 제시하여야 한다.
▸ 4단계 : 행동지원의 철학을 가져라.
행동지원의 가치와 신념은 무엇이며, 행동지원에 관한 당신의 철학은 무엇이고, 체육 전문가로서 행동지원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개별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5단계 : 행동지원자로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라.
어떤 강점이 당신을 훌륭한 행동지원자로 만들 것이며, 훌륭한 행동지원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약점을
개선해야 하고, 이러한 약점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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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 철학에 기초한 행동지원 목표를 설정하라.
학생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안전하게 학생을 돌볼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갖게 하여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7단계 :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기술하라.
학생의 문제행동을 참여자, 행동, 조건, 기준 등을 제시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예컨대, “신체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은 적어도 주당 4일 운동장에서 탱탱볼을 사용하여 피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학생’은 ‘대상’이
되고, “탱탱볼을 사용하여”는 행동이 되며, ‘운동장’은 조건이 되고, ‘주당 4일’은 기준이 된다. 이러한 네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측정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 8단계 : 자료 수집 및 측정 행동을 가시화 하라.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다면 이를 그래프, 차트, 그림 등의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 9단계 : 비효과적인 방법을 수정하거나 대체하라.
학생의 문제행동을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기술했다면 그 다음 문제행동을 없앨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이때
문제행동이 없어지면 차트에 성취의 행위를 적고, 날짜를 기재하지만, 문제행동이 없어지지 않을 때에는
다른 행동지원 방법을 사용하거나 대체해야 한다.
▸ 10단계 : 성찰하라.
위의 9단계를 기반으로 행동지원의 초안을 작성한 후, 이러한 행동지원이 학생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반성과 성찰을 한다.

체육 수업과 관련하여 행동지원의 적절한 사용은 장애 학생에게 바람직한 행동은 격려 및 촉진하고 문제행동은
교정을 통해 정지 및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러한 행동관리는 잘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Winnick(2005)은 장애학생의 행동지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행동지원의 장점
첫째, 관찰 가능하고 정확하게 정의된 행동에 집중할 수 있다.
둘째, 특정 행동의 유발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행동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셋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상황과 요인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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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보조를 최소화함으로써 기능적 독립이 가능해진다. 즉, 개입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단계의 보조를
적용할 수 있다.
다섯째, 행동 중재와 변화된 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행동지원의 단점
첫째,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틀 안에서 행동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여
실시해야 한다.
둘째, 통제 자극이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 실패할 수도 있다.
셋째, 행동기법은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으며, 교사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기법의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새로운 행동의 습득, 바람직한 행동의 강화
① 칭찬(praise)
칭찬은 학생이 잘한 행동에 대해 격려 및 지지를 보이는 행동을 말한다. 칭찬은 수업에서 사용되는 가장 쉬운
형태의 강화이며, 모든 학생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강화 방법이다. 현재 칭찬이 과용되고 있지만, 체육 현장에서
새로운 과제를 습득하거나 행동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체육 수업에서
사용하는 칭찬으로는 만족스러운 표정 짓기, 웃어주기, 등 두드려주기와 같은 몸짓표현이나, ‘좋아, 훌륭해, 멋져,
굉장한데’와 같은 감탄사를 포함하고 있다.

② 토큰 강화(Token Enforcement)
토큰 강화는 원래 토큰을 수집하여 다른 지원 강화인과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만약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로부터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보일 경우 교사는 그 학생에게 특권, 활동, 소모품과 같은 지원
강화인을 제공할 수 있다. 토큰 강화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목표 행동에 대한 서술, 혹은 목표 행동 수행에 따라
제공되는 토큰의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큰 강화물로 사용되는 물품에는 리본,
뱃지, 트로피, 상장, 다양한 색상의 티셔츠나 반바지, 칭찬 쪽지, 편지 집에 보내기, 음식 제공(포커칩, 콜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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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리맥(Premack) 원리
프리맥 원리는 행동의 빈도가 높은 행동을 이용해서 행동의 빈도가 낮은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달리기는 싫어하지만 스쿠터 타기를 무척 좋아한다면 교사는 학생에게 5분 정도 달리기를
하면 스쿠터를 5분 동안 탈 수 있는 자유시간을 주겠다고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교사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와 약속한 대로 학생이 달리기를 5분 정도 했는데도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학생은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다음부터는 교사의 약속을 불신하게 된다. 또한, 교사가
지나치게 모든 활동을 조건부 형식으로 진행한다면, 학생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행동을 하지 않는 습관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행동계약(behavior contract)
행동계약은 교사와 학생, 또는 부모와 학생 간에 서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 또는 부모와 학생 간에 목표 행동과 보상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약속이므로, 다른 강화 방법과
차이가 있다. 특별한 점은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약속이 문서화됐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행동 계약서에는
목표행동, 강화 방법, 행동측정, 평가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양자 간의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그 합의서를
각각 한 부씩 복사해 갖는다. 체육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동 계약서의 예를 살펴보면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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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계약서
방과 후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김정민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방과 후 체육 활동에서 적절한 행동

부여점수

1. 정시 출석
지각
결석
2. 수업에 적합한 복장(완전한 체육복 착용)
부적절한 체육복 착용
체육복 미착용
3. 모든 준비운동 수행
준비운동 절반 수행
준비운동 미수행
4. 개별 신체 활동 과제 완벽히 수행
70% 이상 수행
50% 이상 수행
50% 미만 수행

3
1
0
2
1
0
2
1
0
10
5
1
0

(교사는 누적 점수를 기록한다)
보상: 100점이 되었을 때, 학기말 우수 표창을 받을 수 있다.
학생: 김정민(2009. 5. 22)

교사: 정성우(2009. 5. 22)

<그림 22> 교사 주도 계약서(한동기, 2009)

성공을 위한 나의 체육 계약서
나, 정민은 다음을 약속합니다.
교사의 지시 따르기
주당 5일중 4일은 논쟁하지 않고 체육 활동에 참여하기
다른 학생들과 싸우지 않기
수업시간에 욕하지 않기
내가 위의 약속을 준수하면, 나는 다음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운동복 갈아입는 일 면제
체육 교과 합격 점수 받기

박정민

학생

날 짜

최태욱

체육 교사

날 짜

한희정

담임 교사

날 짜

Block(2000) 수정하여 사용함

<그림 23> 학생 주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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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민은 다음 16회에 걸친 체육 수업시간에서 반드시 운동복을 갈아입을 것이다. 나, 상민은 16회 동안 이 약속을
지키면, 교사 최태욱은 상민이 좋아하는 축구팀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상으로 수여할 것이다.

김상민

학생

날 짜

최태욱

체육 교사

날 짜

<그림 24> 상호 주도 계약서(교사와 학생)

⑤ 행동형성(fading)
행동형성은 용암법이라도 부른다. 행동형성은 소폭으로 분석된 일련의 행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새로운
목표행동에 가깝게 점진적이고 발전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자극의 조절이 강한
것에서 시작해 점차 약한 것으로 이동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예컨대, 탱탱볼 치기 과제를 지도하는 교사는
처음에 학생의 손을 함께 잡고 치기 동작을 반복하다가 점차 한 손만으로 팔을 보조하고, 다음에는 한 손으로
학생의 손만을 보조하여 학생이 치기 기술을 정확히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이 방법은 학생이
교사의 보조 없이 나중에 치기 과제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감소
① 소거(extinction)
소거는 어떤 행동을 유지 혹은 증가시키는 특정 강화물을 철회함으로써 문제행동을 제거하는 기법으로, 이미
발생된 학생의 문제행동이 무엇을 통해 강화되었는가를 파악하고, 그 강화를 없애면 문제행동의 빈도를 줄일
뿐 아니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문제행동은 적절한 행동보다 더 강화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된다. 만약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교사는 강화물을 철회시킴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소멸시키거나 줄일 수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부적절한 행동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거는 문제행동을 무시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명 ‘무시’라고도 부른다.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거 기법의 네 단계를 바르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강화물을
결정한다. 둘째, 부적절한 행동 발현 시 강화물을 철회한다. 셋째, 소거와 함께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행동이
많이 나타나도록 한다. 넷째, 부적응 행동이 제거되면, 같은 상황에서 부적응 행동이 다시 나타나거나 다른 부적응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동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소거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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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잉교정(overcorrection)
과잉교정은 과다교정 또는 강제적 반복교정이라고도 부른다. 과잉교정은 강도가 높은 벌의 부적절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즉, 학생의 문제행동 결과를 강제로 책임지게 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게
하거나, 원래 상태보다 더 개선된 상태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떤 학생이 신발을 계속
집어던지는 문제행동을 보일 때 그 행동을 없애주기 위해 그 학생의 손을 잡고 신발을 신발장에 계속 반복해서
넣는 연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이 던져 놓고 간 신발도 그 학생에게 가져오게 해서 신발을 넣은 연습을
시켜 과잉교정이 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과잉교정은 학생의 문제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강제로 연습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타임아웃(time out)
타임아웃이란 정해진 시간동안 정적 강화의 환경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퇴출하여 제외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타임아웃을 사용할 때에는 첫째, 그 학생이 처해 있는 주위 환경이 그 학생이 떠나기 싫어할 만큼 재미있는
상황이어야 하고, 둘째, 학생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 그 장소에는 그 학생이 즐길 만한 강화 자극들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격리장소에 재미있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타임아웃 방법에는 관찰적, 배타적, 격리적 타임아웃의 3가지 유형이
있다(Lavay, French, & Henderson, 2006). 관찰적 타임아웃은 활동으로부터는 분리되었으나 수업에 참여하여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배타적 타임아웃은 체육 수업 환경에 있지만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없도록 고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격리적 타임아웃은 완전히 고립시켜 체육 수업 환경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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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통합체육 교수적 수정의 실제

교수적 수정

교수적 수정(instructional adaptations)이란, 학생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에 근거하여 필요한 영역에
걸쳐 통합수업 개선과 장애 학생의 교과 학습을 위한 수정⋅조정된 교수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박윤정, 2015; 박윤정, 강은영, 2016). 이러한 교수적 수정의 적용은 우선
교육과정 수정 및 재구성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이는 대상 학생별로 앞서 살펴 본 개별화교육계획(IEP)에서 구체화하여
작성되며, 학생의 교육적 배치 환경(특수 학급, 통합 학급, 특수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에 기반한 개별화 교육의
강조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그리하여 학습자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학기 단위 교육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그리고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교수적 수정을 적용하여 문서화를 한다.

<그림 25> 교수적 수정의 5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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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업 과정에서 교수적 지원을 제공할 때 교수적 수정을 적용하여 실행하게 되는데, 이는 학생이 지닌
개별적인 특성(인지적, 학업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업 상황(물리적 환경, 분위기, 집단, 활동
등)에 맞추어 다음 <그림 25>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수적 수정의 5대 영역(교수환경, 교수집단, 교수내용,
교수방법, 평가방법)에 걸쳐 수업에 관한 다양한 요소들에 변화를 주어 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 및 교육과정 접근을
지원하게 된다. 다음 <표 43>은 교수적 수정의 5대 영역별 개념에 따른 적용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수환경의 수정은 통합 학급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의 학습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수정 및 보완하거나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수집단의 수정은 다양한 능력과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통합 학급 환경에서 교육내용을 가장 적합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사용하는 학생들의 교수적 집단화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셋째, 교수내용의 수정은 대상 학생의 특성
및 교육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교수⋅학습목표를 적합화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을 다양한 수준으로 수정
및 보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교수방법의 수정은 학습할 내용을 대상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크게 3가지 측면: ① 교수활동, ② 교수전략, ③ 교수자료 차원에서 함께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
및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평가방법의 수정은 평가방법에 있어서 지필평가 이외에 대상 학생의 장애
및 의사소통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을 조정하며, 대체평가 방법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 43> 교수적 수정의 5대 영역별 개념 및 적용 범위
교수적
수정의 영역

개념 및 적용 범위

교수환경

1) 물리적 환경의 수정: 자리 배치, 조명, 교재/교구 접근 환경
2) 사회적 환경: 학생이 소속감과 존중, 상호 지지, 참여적 보상을 느끼고 편안해하며 만족할 수 있는 교실
내 보이지 않는 요소들(소집단 구성, 학급 내 사회적 규칙-문제행동, 칭찬, 도움 주고받기, 학급 일과
등의 조정, 학급 내 역할 부여 등)을 조정

교수집단

1) 다양한 집단(대집단, 소집단-교사주도/학생 주도, 또래 교수, 협동학습 집단, 1:1 등)의 형태를 수업의
흐름 내에서 교수할 내용과 방법에 따라 유연하게 그 배열을 변경
2) 집단의 크기, 집단 구성원의 특성과 집단 내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것을 학습활동 및 과제의 성격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조정

교수내용

1) 학습목표의 수정: 학생의 현재 수행 수준(PLP: present level of performance)과 IEP의 장⋅단기 교육목표
를 고려하여 학습목표에의 반영이 이루어지며, 생활연령(CA)에 적합한 기능적 기술과 독립적 생활 능력
향상을 고려한 학습목표로의 수정
- 교육과정 기반 교과별 성취기준 중심 학습목표의 수정: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생의 수행 수준을 고려, 교수학습 후에 실제 학생이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바탕으로 성취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진전도
(progress monitoring)와 데이터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학습목표를 작은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
2)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정: 기본적으로 학생의 내용 접근과 학습참여가 가능하도록 ① 내용 보충(adding),
② 내용 단순화(simplifying), ③ 내용 변화(modifying)의 3가지 접근방식에 따라 가르칠 내용을 단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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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내용의 난이도를 조정
- 일반 학급 통합수업에의 참여를 위한 교수내용의 수정 정도에 따라 수준을 구분해 볼 수 있음
① 같은 목표, 같은 활동/과제, 같은 교수자료
② (난이도)수정 목표만 다르고, 같은 활동/과제, 같은 교수자료
③ 다른 목표 설정, 같은 활동/과제, 같은 교수자료
④ 같은 주제, 다른 목표, 다른 활동/과제, 다른 교수자료
⑤ 다른 주제, 다른 목표, 다른 활동/과제, 다른 교수자료

교수방법

1) 주요 학습활동 혹은 학습과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기
2) 주요 학습내용의 분량을 조절하기
3) 참여 활동(activities) 중심으로 과제의 방법/절차 바꾸기
4) 학습내용의 제시/전달 방법을 다양하게 하기
5) 학생의 반응양식 및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여 표현 양식 다양화
6)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수업모형을 적용한 학습활동 제시
7) 효과적인 학습전략(읽기전략, 암기전략 등) 활용
8) 다양한 학습 매체(시청각, 도구, 학습자료 등)의 사용

평가방법

1) 평가 참여를 위한 제시 양식의 수정은 용어 설명, 시험 가이드 등의 보조적 지원 제공 가능
2) 평가 방법 측면에서는 다면적 점수체계 활용, 항목점수의 활용, 다양한 유형의 평가방법(지필평가, 구술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자가평가 및 전문가평가 실시 등을 활용
3) 평가결과를 통한 교수학습의 효과성 검증 뿐 아니라 향후 교육적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

2

선행 연구에 근거한 통합체육 수업에서의 교수적 수정 적용

교수적 수정을 적용한 통합체육 수업 중재연구 및 효과성 검증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이만석, 이한주,
2011; 이재원 외, 2012). 다음 <표 44>는 가장 최근 이루어진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본 다양한 통합 학급
체육 수업에서 교수적 수정을 적용한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수적 수정의 영역별 적용은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정도, 교육적 요구에 기초하여 현행 수준에 따라 개별화하여 설정한다. 교수적 수정 적용을 통한
교육적 성과는 다음과 같이 수업 참여 행동, 신체 활동 수준, 상호작용의 향상과 문제행동의 감소 등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윤주와 이인경(2015)은 연구 참여 시각중복장애 학생들의 공차기, 공던지기, 공굴리기
체육 활동 참여의 현행 수준에 따라 교수환경, 교수방법, 그리고 교수내용의 수정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참여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윤형준(2014)은 경도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통합체육 수업 단거리
달리기, 플로어볼 활동, 줄넘기 활동에 있어서 교수환경, 교수집단, 교수방법, 교수내용, 평가방법에서의 교수적
수정 적용을 통해 학생의 역동적 신체활동수준, 일반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원, 김영진, 박승재, 김권일(2012)은 통합체육 수업에서의 교수적 수정 중재는 연구에 참여한 지적장애
학생들의 문제행동 발생률을 낮추고, 수업 참여 행동 발생률을 높이며, 신체 활동 증가를 가져오는 데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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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이만석과 이한주(2011)도 교수적 수정 프로그램의 적용은 지적장애 학생들의 신체
활동 수준 변화, 문제행동의 감소, 수업 참여 행동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통합체육 선행연구 기반 교수적 수정 적용 사례
선행연구

김윤주, 이인경(2015)

윤형준(2014)

교수적 수정 적용
영역

적용 사례

교수환경

의자 2개 벽 6m 앞에 배치, 벽 대신 방울 달린 막 6m 앞 의자 2개 배치, 방울 달린
네트 설치, 매트로 오르막 내리막 경사 설치, 매트를 제고해 평지에서 활동 등

교수방법

벨크로 테이프가 붙여진 배구공을 사용, 공 고정용 교구 보조, 환경에 탐색, 다양한
무게와 크기의 공, 신체적 보조 설명, 요가 매트 사용, 전반적인 신체적 보조, 최소의
교구 보조, 문제행동은 즉각적으로 통제

교수내용

짐 볼 굴리기 활동 제공

교수환경

교사 옆 배치, 또래활동을 위한 배치, 모둠 구성원 조정, 활동규칙이나 방법을 토의함으
로써 수용적, 협동적 분위기 형성

교수집단

일대일 개별활동, 또래교수, 또래 파트너 활동, 모둠활동

교수방법

안전한 자세로 시범 보이기, 교사와 또래 파트너가 드리블, 패스, 슛 등의 기초 기능
시범 보이기, 이동하며 언어적 지시(천천히, 상대방을 보고, 정확히)하기

교수내용

공통교육과정의 동일한 단원의 주제를 적용하되 교수목표를 적합하게 설정함: (예1)
숏패스: 5m 거리에서 정확하게 패스할 수 있다. → 숏패스: 3m 거리에서 정확하게
패스할 수 있다.

평가방법

준거수준 점수

교수집단

또래 교수, 협동학습, 교사주도적 소집단 교수

교수내용

같은 활동의 쉬운 단계를 교수자료로 수정하여 제공

교수방법

행동계약, 개별적인 피드백, 새천년 체조의 동작을 쉽게 또는 구체적으로 수정하거나
세부 단계로 작게 나누기, 새천년 체조 동작 과제의 양 줄이기, 보조자의 지원으로
언어적 촉진 제공

교수환경

활동 장소 배치

교수집단

1:1교수, 또래 교수집단

교수방법

여러 가지 빨리 걷는 방법을 또래를 활용하여 시범 보이기, 보조 교사가 같이 따라가며
언어적 지시(예: 빨리 걸어 등)하기, 친구들의 시범을 보고 큰 걸음과 잰걸음으로
걸어보게 하기, 비장애 학생보다 출발선과 결승선의 거리를 짧게 조정하기, 보조 교사
가 출발선과 결승선의 위치 알려주기 등

교수내용

교수목표와 교수자료만 적합화하고 일반 학생과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예1) 여러 가지 길에서 빠르게 걸을 수 있다. → 여러 가지 모양이 그려진 선을
따라 걸을 수 있다.

평가방법

준거수준 점수, 합격/불합격 체계

이재원 외(2012)

이만석, 이한주(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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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체육 교수⋅학습

(1) 교수적 지원의 고려 및 적용
장애 학생의 체육 활동은 일반 학생의 체육 활동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교수⋅학습 요소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체육 교사는 장애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으로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교수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애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때 교수적 수정의 영역 측면에서의
일반적인 고려 및 적용 가능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언어적 지도
언어적 지도는 학습내용에 대한 주요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언어적 지시와 언어적
과제 제시의 복잡성 및 길이를 포함한다. 복잡한 지식을 이해할 수 없는 지적장애 학생이나 언어적 지시를 이해할
수 없는 시각장애 학생들은 수정된 지도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eaman과 DwPauw(1989)는 구두 언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지도방법이 수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단한 단어 사용
둘째, 한 단어에 한 가지 의미의 단어만 사용하기
(예: ‘출발선으로 가라’ 대신에 ‘출발해라’)
셋째, 한 번에 한 가지 지시만 하기
넷째, 학생이 지시를 수행하기 전에 지시를 반복하게 하기
다섯째, 구두지시 후 과제를 시범을 보이거나 신체적으로 보조하기 등이다.

② 시범
교사는 장애 학생에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시범을 보이면서 학급 전체 학생에게 적절한 수준의 시범을 제공할
수 있다. 교사가 기술이나 활동의 시범을 보일 때 저시력 학생은 교사 가까이에 오게 함으로써 간단하게 시범
상황을 수정할 수 있다. 일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기술이나 활동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시범일지 모르지만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시범을 보일 때에는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들에게 언더핸드 던지기를 위하여 시작 준비자세, 백스윙, 몸체 회전, 폴로스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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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을 보인다고 가정할 때 이제 막 던지기를 배운 지적장애 학생에게 교사는 던지기의 한 요소 즉, 반대 발을
앞으로 놓기에 중점을 두고 시범을 반복하여 이 학생이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시범을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참여 인원의 수정
참여 인원수는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동일 능력 집단 혹은 혼합 능력 집단과 같이 집단 구성원뿐만
아니라, 수업 시 체육 활동에 참여하게 될 학생의 숫자를 의미한다. 자폐성 장애 학생과 같이 대집단에서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소집단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학생보다 숙련되지 않고 학습 능력이 처지는
지적장애 학생이 포함된 팁은 상대편보다 더 많은 선수로 구성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팀의 구성원들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각 팀의 구성원에게 기술 수준을 맞추도록 할 수도 있다. 축구나 농구 게임에서 상대를
방어할 수 있도록 유사 능력의 선수들끼리 짝을 지어 줄 수도 있다. 이때 교사는 운동능력의 수준이 낮거나,
혹은 장애 학생들을 마지막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④ 영역 및 환경 수정
교수환경이란 수업이 진행되는 영역 및 환경과 관련한 요소를 일컫는다. 이러한 요소에는 실내외 환경, 기온,
조도, 표면, 경계선, 벽의 표시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한두 명의 장애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들의 교수환경에 큰 변화를 줄 수 없다. 그러나 장애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교사가 환경을 단순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있다(Block, 2000). 예컨대, 지적장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경계선을 강조하기 위하여
콘(corn)이나 밝은 색의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운동실조증 뇌성마비 학생이 서 있는 곳에는 카펫조각이나
작은 체조매트를 배치하여 학생이 넘어질 경우 충격을 완화하고 부상을 최소화하도록 쿠션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작은 카펫이나 훌라후프 등은 학생의 개별적 공간을 표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⑤ 주의 산만 요소 제거
수업 주변의 잡음, 사람 혹은 사물과 같은 주의 산만 요소가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학생이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다. ADHD 학생이나 지적장애 학생은 쉽게 산만해 져서 중요한 교수적
신호에 초점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에게는 주의집중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체육수업 시 주의 산만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Block(2000)은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주의 산만 요소를 학생의 뒤로 배치시킨다. 둘째, 교사는 실제로 용기구(장비)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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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는 학생들을 위하여 체육 시간에 환경 내의 외부
소음과 물체를 제거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시킨다. 넷째, 교사는 학생에게 충분한 촉진신호와 강화를 제공하고
수업을 더 재미있게 진행하여 학생이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난이도 수준
장애 학생의 운동능력은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교사는 난이도를 달리 적용하여 체육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교사는 장애 학생들에게 난이도를 달리 적용할 때 개인 혹은 팀별 운동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신체 활동의 난이도를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어떤 학생이 오버핸드 던지기 동작을 배우기 위하여 한 발로 스텝을 하고 몸통을 틀어서
팔을 쭉 펴는 동작을 익히는 동안, 다른 학생은 단지 오버핸드 자세로 팔을 펴는 동작만 연습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볼 경기를 할 경우에도 일반 학생에게는 굴러오는 공을 치게 하지만 장애 학생에게는 티(tee) 위에
놓고 공을 치게 할 수 있다.

⑦ 동기유발 수준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은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적으로 동기유발이 잘 되어 있지만, 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동기유발이 안 되고, 격려가 더 필요할 때가 많다. 장애 학생들을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칭찬, 특권 부여, 자유 놀이, 토큰 강화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장애 학생이 체육활동에 열심히 참가할 경우 그 학생이 희망하는 운동을 하게 하거나, 강화물을 제공하여 다음
수업에도 더욱 열심히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⑧ 변형 전략
기본 운동기능은 성장에 따른 고급 운동기능을 습득하고,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기는 데 기반이
된다. 적절한 기본 운동기능의 습득은 향후 중⋅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체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사는 장애 학생에게 체육 활동을 시킬 때 그들의 독특한 요구를 참고하여 교육과정을 변형시켜야 한다. 만약
무정위운동증 뇌성마비 학생이 체육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느리고 움직임이 둔하다면, 교사는 다른 학생뿐
아니라 장애 학생에게 천천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교수방법을 사용하여 신체 활동을 지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여자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체육 수업은
실패한 체육 수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장애 학생이 참여하여 체육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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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활동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일반 체육에서 사용하는 수업내용의 변형, 즉
수정과 보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⑨ 응급처치
장애 학생의 체육 활동은 일반 학생의 체육 활동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교사는 체육 활동에서
장애 학생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체육활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교사는 응급처치 과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다.
Block(2000)은 체육활동 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응급처치 행동계획을 숙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 준비
▹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응급 상황, 신체 상해의 종류를 파악한다.
▹ 이러한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
▹ 특정 학생, 시설, 혹은 프로그램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세운다.
▹ 특정 장애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상황의 징후를 알기 위하여 병원 기록을 확인하고 부모 및 전문가들과
논의한다.
▸ 2단계 : 계획
▹ 문서로 된 응급처치 행동계획서를 작성한다.
▹ 계획서는 부상자의 신상 정보, 부상과 의학적 대처 이해, 응급처치 실시, 전문가의 지원 확보를 제한 없이 포함해야
한다.
▹ 지원 요청의 절차 및 의료 관계자와의 연락처를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3단계 : 훈련과 예행연습
▹ 모든 구성원과 학급동료들은 응급처치 시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응급처치, 구조, 그리고 장비(용기구)는 충분하게 구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스텝들은 모든 장비(용기구)의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지역 응급구조 요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한다.
▹ 계획은 스텝, 그리고 지역 응급구조 요원과 함께 예행연습을 한다. 각 구조대가 시설에 도착하기까지의 대략적인
시간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예행연습은 새로운 구조원들이 고용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 모든 연습의 시행과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기록한다.
▸ 4단계 : 결과
▹ 부상자가 발생한 후 손상이 심각한 경우에 대비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모에게 통지한다.
▹ 미디어와의 협력 방법을 강구한다.
▹ 모든 체계는 빈번한 예행연습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진행 과정을 확인한다.
▹ 변호인과 보험사가 초대되어 전체 시스템을 재검토 한다.

제4장 통합체육의 실제  205

(2) 통합체육 지도 전략 강화
장애 학생들이 체육 수업에 참가할 경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다. 이때 교사는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하여
장애 학생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적합한 교수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즉, 교사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지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는 지원 수준, 수정 및 보완, 강화 방법, 지도 유형, 동료 지도를 중심으로 통합체육
수업에서 장애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① 지원 수준
교사는 장애 학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체육 수업에서 장애학생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사전에 바르게 알고 준비하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장애 학생들은 체육 수업에서
많은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Sherrill(2004)은 이러한 지원서비스 수준을 최소 지원에서 최대 지원까지, 강도의
연속성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지원 수준은 간헐적(intermittent), 제한적(limited), 확장적(extensive), 전반
적(pervasive)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사는 체육 수업에서 장애 학생의 다양한 신체 활동을 위하여 네 단계의 지원서비스 수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이러한 지원의 목적은 장애 학생이 도움을 덜 받고 독자적으로 학습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다. 장애 학생이 볼링을 배운다면 이 학생은 확장적 지원 및 제한적 지원 범위 내에서 볼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발을 빌리기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학생 모두가 지원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장애학생들은 여전히 다른 운동종목에서는 다른 지원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표 45> 체육 교사의 역할과 지원수준
지원 수준

설명

체육 교사의 역할

간헐적

▹단기간 필요
▹항시 준비

제한적

▹장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수업 참가 전에 계획 완료 일부 체육 수업에서는 지원을 해주지만 다른 수업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조직화가 필요함
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음

확장적

▹대부분의 체육 수업에서 발생
▹다른 수업에도 지원

다른 활동이나 게임에 참가할 때 지원을 함

전반적

▹계속적으로 지원
▹체육 수업 내내 장애 학생 지원

체육 수업에서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체육 활동
을 함

Liberman(2007)의 내용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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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수업에서 장애 학생이 필요할 때 지원

② 수정 및 보완
경력 있는 교사는 장애 학생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때 체육 활동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다. Liberman
(2007)은 체육 활동에서의 수정 및 보완의 예를 <표 46>에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장애 학생의 학습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만약 어떤 학생이 배구 서브 10회 중 8번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그 다음 거리를
늘려 정규 서비스 라인이나 그 근처에서 서브를 넣도록 한다. 처음에는 성공률을 30~40% 수준으로 설정하여 점차
목표를 늘려나간다. 이러한 기준 변화는 장애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중도(重度) 장애 학생일
경우에는 “10회를 연속해서 정확하게 서브한다.”와 같은 좀 더 구조화된 기준을 제시한다(Dunn, Morehouse, &
Fredericks, 1986). 기준은 항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학생에게 교사가 제시한 목표 수준이 어렵다고 한다면 교사는 난이도를 낮춰 목표 수준을 변경해야 한다.

<표 46> 체육 활동의 변형
환경

용기구

경기 규칙

▹경계 및 스테이션을 콘이나 선으로 나타냄
▹일상적인 체육 공간을 설정 및 유지하기 위
해 콘이나 선으로 나타냄
▹볼링공을 운반하기 위해 램프를 설치함
▹던지기 동작 시 발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마크함
▹모든 학생을 위해 운동장을 평평하게 함
▹체육관 풀에 매트를 수평이 되게 설치함

▹배드민턴에서 크기가 큰 라켓 사용
▹큰 배구공 사용
▹형광색 볼 사용
▹큰 볼 사용
▹짧은 플라스틱 배트 사용
▹다양한 섬유볼 사용
▹소프트볼 사용
▹꼬리 달린 볼 사용

▹배구 경기에서 4회 터치 후 상대
편으로 공 넘기기
▹배구 경기에서 9명 참가시킴
▹티볼 야구하기
▹테니스 경기에서 2회 바운드한
후 공 넘기기
▹태그 전에 1루로 달리기
▹네트 가까이에서 서브하기

③ 강화 방법
체육 수업에는 환경이 안전한가, 모든 학생이 도전할 수 있는 과제인가, 그리고 과제가 학습자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교사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기초로 하여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사는 수업목표, 경기 규칙, 일상적인 일(출석 부르기, 집합, 기다리기 등), 기대 효과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수업목표, 경기규칙, 일상적인 일, 기대 효과 등을 알려 주는 것은 교사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수업 시간에 자신의 신호와 말에 따라 학생들이 듣고 따라할 정도로 권위가 있어야 한다. 수업 규칙도 목록화
하고 정확한 내용들을 게시할 필요도 있다. 수업이 끝났을 때에는 용기구를 제자리에 갖다놓도록 학생들에게
숙지시키는 일도 중요하다(Folsom-Meek, 1991). 이외에 교사는 수업 운영에 있어 행동관리기법을 정확히 숙지해
야 한다. 행동관리기법은 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교사는 보통 촉진, 강화, 용암법 등을 사용한다.
첫째, 촉진(prompting)은 학습자가 무엇을 해야 할 지 간략하게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서는 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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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하며, 학습자가 반응할 때까지 제공되어야 한다(Dunn et al, 1986; Sherrill, 2004). 촉진은 언어, 모델링(시
범), 신체적 접촉 등이 있다. 촉진은 학생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eaman, DePauw, Morton, 및 Omoto(2003)는 최소 촉진에서 최고 촉진까지 촉진의 위계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촉진의 위계 구조는 <표 47>과 같다. 언어적 촉진은 모델링과 함께 체육수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행동관리
기법이다. 수업에서 운동기능을 배우기 위해 모델링(시범)을 사용할 경우 그 학생이 정확하게 운동기능을 익히는지
살펴야 한다. 신체적 접촉은 다양한 촉진 방법이 쓸모없을 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증 장애 학생들에게는
시작 단계에서 더 많은 신체적 촉진이 요구될지 모른다. 교사들은 체육시간에 여러 가지 촉진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성공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림 26> 언어와 손을 사용한 촉진

<표 47> 촉진의 위계 구조
촉진 수준
자연 단서

설 명
체육관에 들어갈 때 카트에 있는 공을 집으라고 말하는 경우

제스처

성재가 집단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할 때 체육 교사가 머리를 흔들어 ‘안 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경우

간접 언어 촉진

체육 교사가 성재를 지도하고 있을 때, 동시에 다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만지며 장난칠 때 체육
교사가 “너 무엇이 필요하니?”라고 말하는 경우

모델링

친구가 던지는 볼링공을 보고 있는 경우

상징 촉진(사진, 글)

자폐성 학생에게 축구하는 학생의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

직접 언어 촉진

던질 수 있는 한 멀리 오버핸드로 공을 던지게 하는 경우

최소 신체적 접촉

체육 교사가 발을 거의 만지지 않고도 발을 내딛게 하는 경우

부분 신체적 접촉

체육 교사가 발을 만지자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

완전 신체적 접촉

체육 교사가 몸 전체를 접촉하며 앞구르기를 시키는 경우

Seaman, DePauw, Morton, & Omoto(2003)의 내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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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강화(reinforcement)는 체육 수업에서 필수 구성요소이다. 강화는 학습자보다는 과제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잘했어” 또는 “멋져”라고 말하기보다는 “달리기 폼이 좋아”, “좋은 시도야”라
고 말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다. 체육 교사는 학습자가 과제를 마칠 때까지 피드백을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강화 방법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다. 정적 강화는 학생이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직접
따라할 경우 사용하면 더욱 유용하다. 예컨대, 정적 강화의 예로 “너는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이 너무 좋다” 혹은
“나는 네가 그 공을 주시하는 모습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포옹이나 박수도 정적 강화에
속한다. 부적 강화는 문제행동에 대해 부정적 행동으로 정적 변화를 도모할 때 사용한다. 친구를 계속 괴롭힐
때 교사가 화난 표정을 짓거나, 반복하여 책상을 칠 때 오히려 대야를 주고 계속 두드리도록 하는 경우이다.
셋째, 용암법(fading)은 촉진과 강화를 점차 제거하는 것이다(Dunn et al., 1986). 즉, 자연적 단서가 강화물이
될 때까지 점차 강화물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연적인 단서를 배우게
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자연적인 단서는 수업관리에 필수적이다. 일례로, 볼링을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모델링 및 비연속적인 신체적 접촉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 실제 상황에서 용암법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부 학생에게 빠르게 강화물을 제거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강화는 지속적 사용에서 간헐적 사용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행동에 대하여 2회마다 강화를
주다가 3회마다 강화를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④ 동료(또래) 지도
성공적인 체육 수업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동료(또래) 지도이다. 동료 지도는 체육 수업시간에 장애 학생과
어울리는 데 관심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 보조자를 선발하여 지도하게 하는 것이다. 동료 지도는 장애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동료 지도는 성공적인 체육 수업을 돕기 위해 관심과 격려,
피드백을 제공한다. 동료 지도는 다양한 지도전략(언어적 촉진, 모델링, 피드백)을 사용한다. 동료 지도는 장애
학생에게는 긍정적인 협동학습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 학생은 장애 학생의 학습을
적극 지원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Gaustad(1993)는 동료 지도의
이점을 지식 전달과 자기 존중감 향상이라고 하였다. 이는 체육 수업에서 동료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유능한 체육 교사는 적절한 동료 지도를 사용하여 장애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다.
동료 지도의 유형은 크게 동일학급 동료 교사와 상급생 동료 교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동일학급 동료
교사는 장애 학생을 일대일로 지도하는 장점이 있으며, 학습 및 연습기능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Houston-Wi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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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man, Horton 및 Kasser(1997)는 동일학급 동료 지도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역할 모델을 바꾸어
상호 지도를 실시한 결과, 장애 학생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의식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교사가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를 알고 통합체육 활동을 실시한다면 통합체육활동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체육 수업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상급생 동료 교사는 장애 학생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로서 후배 장애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며,
장애 학생 자신보다 과제를 더 발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상급생 동료교사는 초등학생 체육
활동에서 조교 역할을 하며 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herrill, 1993). 상급생 동료 교사들
가운데 최고의 동료 교사는 장애 학생 교육에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책임을 완수하는 상급생 일반 학생이다(Block,
1995). 상급생 동료 교사는 지도 기술을 개선하는 데에도 장애 학생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Winick(2005)은
상급생 동료교사가 장애 학생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학습 경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상급생
동료 교사는 교사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성실하게 체육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때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하였다. 상급생 동료 교사는 교사, 상급생, 친구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 학생들은 동료 교사를 선호한다
(Houston-Wilson et al., 1997). 동료 교사는 체육 수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동료 교사는
장애 학생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동료 지도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할 사람들에게는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Block, Oberweiser, & Bain, 1995). 동료 교사는 장애 학생을 지도할 때 책임과 성실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지도하며,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계획된
수업에 참여하며,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고, 수업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수업계획을 적용하며, 정규
수업에도 규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Liberman, 2007).
동료 교사를 훈련은 적절한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시키는 교사의 능력에 달려 있다. Gartener와 Riessman(1993)
은 동료 교사 훈련은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고, 반성적 성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료 교사 훈련은
동료 교사의 연령, 대상 학생의 장애정도, 지도단위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를 수 있다(Liberman & Houston-Wilson,
2009). 동료 교사 교육은 체육 교사, 준교사, 다른 전문가 등이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장애 학생의
특별한 지도 전략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동료 교사 교육에는 장애 자각, 의사소통 기법, 지도 전략, 운동기능
분석, 강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료 교사의 장점은 장애 학생의 사회적 기능, 과제 시간 증가, 의사소통
기능, 작업 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Lieberman, 2007). 동료 교사는 체육 교사뿐 아니라 장애
당사자들에게도 도움을 준다. 동료 교사는 전통적인 교사-중심 모형을 넘어 가변적 유연성을 수용해야 한다.
유능한 동료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들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체육 교사는 동료 교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 평상시에 모범이 될 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동료 지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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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특수체육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게 될 동료 지도 방법은 체육 교사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장애 학생의 체육 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4

통합체육 수업의 변형

“All good physical education is adapted physical education(Sherrill, 2004)”이라는 말이 있다. 학생들이
활동적으로 체육 수업에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요구와 기능을 반영해야 하며, 발달 수준에
맞는 과제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Sherrill, 1998).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을
활동적인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 체육 교사는 개인, 환경 및 과제를 적절하게 변형(Adaptation)해야 하며, 게임
(game), 운동기술(motor skill)과 스포츠(sports)를 발달단계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변형 활동의 기본원리(Basic Principles for Adapting Activities)
1.

변형사항을 결정할 때 가능한 한 장애학생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위해 활동을 변형할 필요성이 없을지 모르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공보다는 차별받지 않는 것을 더욱
원하기 때문에 변형 활동에 거부감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통합체육 교사는 먼저 학생에게 원하는 활동과
지원 방법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2.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환경적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제공되는
장비 유형, 적합한 교수법, 규칙의 수정 내용, 다양한 환경 등이 많을수록 좋다. 통합체육 교사는 수업
전에 모든 선택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보다 학생은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교사는 적절한 시기에 변형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목표로 하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도 비장애 학생들과 똑같은 스포츠, 게임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학생들이 평생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정할 수 있고, 다양한 움직임을 해 볼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4.

통합체육 수업의 변형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계획되어야 한다. 과제 분석을 실시하고,
변형의 효과성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needs)를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신체적 보조와 도움을 제공해야 하지만 지원 횟수와 강도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Block, M. E. (2007)의 내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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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형 요소
① 환경(environment)
환경의 변화를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로어볼을 연습할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상대를
제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과 스틱을 더 잘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며, 움직이는 속도에 맞게 드리블하고 방향을
조절하는 움직임 패턴을 유도할 수 있다. 반대로 수비를 하는 학생의 경우 드리블을 해 오는 학생을 막기 위해
어떻게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가를 학습할 수 있고, 공을 가로챌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익힐 수 있다. 또한
통합체육 수업 시 학생들의 다양한 발달 수준 및 운동능력을 고려하여 더 느리고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타이밍 환경을 제시하면 적응을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큰 공을 사용하면 같은 힘으로 던지는 작은 공에 비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 또한 플로어볼 수업 시 체육관이
나 흙바닥의 운동장보다는 고무매트나 잔디가 깔려있는 운동장에서 진행하면 다양한 운동기능 수준을 가진 학생들
의 수업에 유용하다. 또한 배드민턴 수업에서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바닥에 이동 경로가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를 제시해 주면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기술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코트의 범위를 넓혀서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면 실책을 줄여 긍정적인 자기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학생들이 기본적인 협응 형태를 만들어 감에 따라 코트의 크기를 줄여주게
되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네트의 높이를 조정하면 상대팀과 경기 시에 샷의 다양한 궤적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통합체육 상황에서는 또래들끼리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공동의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에 알고 있는 경쟁 활동(농구, 축구, 배구)에 참여하기보다는 뉴스포츠와 같은 체험
활동을 하게 되면 또래들이 함께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 활동이 가능하다.

② 장비(equipment)
장비의 변형은 과제 성취와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배구의 서브를 배우기 위해 기존의 공인구를
대신해서 좀 더 오래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대안적 장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통합체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운동기능과 발달단계를 반영하기 위해 운동장비를 변형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며, 이는 더
성공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Getchell & Gagen, 2006). 이동성의 제한, 시각 또는 청각 부족, 각기 다른
악력, 주의집중력의 차이, 인지기능의 차이 등은 장비를 변형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변형된 장비는 특히
연령에 적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리가 나는 볼을 사용하게 되면 청각을 자극시킬 수 있어 목표과제를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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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는 가능이 높아지며, 벨크로 타입의 타겟과 볼은 손의 감각을 향상시켜 과제 수행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시각적 지원을 위한 안내선은 거리, 방향정위, 목표지각력을 높여 줄 수 있다.

③ 규칙(Rule)
체육 교사는 모든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게임 규칙의 변형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대부분의
체육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과제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규칙을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학생들은 실제 상황에서 움직임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규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은 필수적이다. 때론 많은 언어적 피드백보
다 학생 스스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체육 교사는 규칙을 변형시키고
적용함으로써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특성(intrinsic dynamics)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움직임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Corbetta & Vereijken, 1999). 그 예로, 축구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학생들에게 볼 터치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볼 컨트롤 능력과 패스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볼 터치를 두 번까지만 허용하는 규칙을 적용하면 두 번의 터치 이내에 패스 또는
슛을 반드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파울을 받거나 공격권을 상대편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규칙의 조정은 첫 번째 터치를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볼 컨트롤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상황에
맞는 적합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
득점이 잘 나오는 위치나 골대와 가까운 위치에서 슈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슈팅이 나오기 전에 모든 팀원들이
볼을 터치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헤딩이나 발리슛은 2점으로 인정하는 등의 변형 방법들이 있다.
규칙을 변형할 때는 가능한 모든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변형된 규칙을
적용할 때 교사는 한 가지 규칙을 고집하기 보다는 다양한 난이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모든 팀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변형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복잡한 규칙보다는 단순한
규칙이 더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데 유리하다. 규칙의 수정은 게임의 룰(rule)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구 활동 시 공을 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다면 공을 던지는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지도 내용(Instruction or information)
통합체육 수업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목표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장애 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학생들에게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짧고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설명은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의 이해 수준에 적합한 어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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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설명에 대한 학생의 반응이 적합하지 않으면 설명이 너무 복잡하지 않았는지,
설명 속도가 빨랐는지 등을 자문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효과적인 정보전달 방법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질문은 직접적이고 짧은 대답을 이끌어 낼수록
좋으며, 이전 반응을 토대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좋아하지만, 동기부여의 정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부정적인 피드백 또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기술을
지도할 때는 주의집중력이 높은 수업 전반부에 지도하는 것이 좋고, 게임이나 스포츠 상황 등과 같이 직접적인
맥락 내에서 기술(skill)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 기술을 가르칠 때 게임을 활용하게 되면 협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동작을 익힐 수 있다. 신체 활동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학생이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학생이 준비가 될 때까지 수업을 참관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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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통합체육 수업 지도 Tip

건강활동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학생이 상대 학생과 손 맞잡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잡게 하거나 강제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은 또 친숙하지 않은 것이 피부에 닿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는 학생이 거부하지 않는 철봉이나 벽을 잡거나 밀어 보게 하세요.

장애학생들이 꾸미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피하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학생에게 쉬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와 동작을 지도해 주세요. 처음엔 어려워하겠지만 경험하고 나면
조금씩 자신감을 갖고 참여하게 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줄을 넘지 못할 때 줄을 돌리는 동작이나 박자를 맞추는 동작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장애 유형이나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줄넘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점프 활동을 못 하는 학생들에게는 점프 활동보다 그냥 줄을 지나가게 하거나 줄 근처에서 점프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 과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줄을 넘을 때 줄을 잘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체 줄넘기를 할 때에는 줄을 넘는 학생들의 뛰는 동작이 일치해야 합니다. 줄이 돌아가서 땅에 닿을
때 ‘탁! 탁!’ 치는 소리를 듣자마자 점프를 해야 합니다. 시각 손상이 있는 학생이 처음 줄넘기를 시작할
때에는 줄을 넘어야 하는 타이밍을 또래보다 교사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장애 학생이나 자폐성장애 학생이 중간에 계속 달리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달리는 속도를 늦추거나 걷게 하고, 교사나 또래 학생이 옆에서 같이 뛰면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학생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일정
구간 계속해서 선두에서 달리도록 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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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균형 잡기 능력이 일반 학생들보다 뒤떨어지나요?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내이의 전정기관(예: 반고리관, 달팽이관)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청각장애 학생들의 정적⋅동적 평형성이 청각 손상이 없는 학생들보다 떨어진다고
보고되었으나, 현재 밝혀진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각장애와 평형성의 연관성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청각장애 학생들은 전정기관의 문제보다는 듣지 못하는 이유로 인한 활동 부족이 운동발달
에 영향을 미쳐 평형성이 낮은 것이므로 활동의 제약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학생이 요가에 참가해도 괜찮을까요?
예, 얼마든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뇌성마비 학생들은 근육의 경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요가 동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동작을 하지 못하더라도 유사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교사나 또래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동작을 실시할 때,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활동을
더 길게 해야 합니다(1~2분).

도전활동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 딱지를 넘어 달리는 것을 어려워 할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학생은 지각-운동 측면의 지체로 인해 딱지 사이의 간격을 인지하거나 시각 정보에
맞게 적절하게 신체를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나 점프 등 이동 운동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줄이나 손수건 등을 바닥에 놓고 넘어 달리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쉽고 단순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지와 딱지를 넘는 동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쉬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 봄으로써 자신감이 생기면 좀 더 나은 수행을 보일 것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이 여러 가지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위해시설이 있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물체를 배치한 환경은 시각 손상이 있는
학생에게 환경에 대한 낯섦과 시설물과의 충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달리기를
실시하기 전에 시각 손상이 있는 학생이 변화된 주변 환경과 각각의 장애물에 대한 안전함을 인식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 만져보고 교사나 친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속 뜀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연속으로 뜀뛰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착지할 때 발뒤꿈치가 지면에 닿은 다음에 무게 중심이 발바닥
뒤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시 뛰어 오르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즉, 착지한 다음에 무게
중심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발끝으로 뛰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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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기 활동을 두려워하거나 구르기를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인지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 억지로 구르기를 시키면 낯선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부감을
가져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매트에 누워 좌우로 몸통 구르기를 하면서 매트에서의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또래의 활동을 관찰하게 한 후 구르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매트 운동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대에 오르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 평균대에 무리하게 오르게 하지 말고, 바닥이나 매트에 20~30cm 너비의 선을 표시한
후 선 따라 걷기활동을 하면서 이동할 때 선을 밟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구름판을 밟으면서 뜀틀을 넘는 동작을 무서워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뜀틀 활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모둠발로 구름판을 밟고 앞으로 점프하는 활동을 먼저 실시한 후 뜀틀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학생이 태권도를 매우 좋아해서 오랫동안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 중에는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자세가 불안정하고 힘도 없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장애로 인해 단순히 하나만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의 원인에 따라
복합적인 제한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쉽게 나타나거나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오랜 활동 경험에 비해 능숙한 운동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에 세련된 동작을
익히거나 정확한 기술을 습득하게 지도하는 것보다는 즐겁고 흥미로운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상위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세가 불안하거나 절도 있는 동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태권도의 다양한 기술들을
즐겁고 흥미롭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품새를 익히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학생들과 신체접촉을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에는 대상 학생과 가장 친한 학생이나 교사가 우선적으로 짝이 되어 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다양한 신체접촉 활동을 경험하게 하여 점진적으로
본 활동을 할 수 있게 지도합니다.

자폐성장애 학생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폐성장애 학생의 경우 억지로 물속에 몸을 넣으려면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장구치는 것과 같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물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 후 교사와 함께
안전하게 입수하여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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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손상 학생들이 수영장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시각 손상이 있는 학생이 수중 활동을 처음 할 경우에는 수영장 내 시설물과의 충돌이나 깊은 수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사가 수업 전 수영장의 시설물 위치와 거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수업을 하게 될 수심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학생들이 수중 걷기나 달리기를 할 경우 경련이나 마비가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수온이 낮은 수영장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경직 상태가 더 심해져 마비가 발생하기도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보행방법(까치발 걷기)이 고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너무 낮은 수온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은 자제하고
수중 활동 전후에 경직된 부위를 충분히 스트레칭 하도록 합니다.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을 두려워하거나 수중활동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물속으로 머리를 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억지로 머리를 누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물에 대해 호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머리를 물에
담글 수 있는 게임을 시행하여 자연스럽게 해저 탐험과 같은 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학생들이 줄을 지어 팔로 만든 낮은 터널을 통과하는 놀이, 물속에서 하는 가위, 바위, 보 놀이 등).

학생 중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통합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청각손상 학생 중에는 보청기를 착용한 학생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관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삽입형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수중활동
전에 보청기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보청기를 귀에서
떼어 낸 후 젖지 않도록 보관하고 수업에 참여시키도록 합니다. 일부 학생 중에는 귀에 질병이나 손상이
있어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미리 확인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학생이 다리를 잡으려고 할 때 피하거나 불편해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경우 다른 학생이 자신의 다리를 잡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강제로
다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튜브나 킥보드를 이용하여 다리를 안정되게 띄워 시행하도록 합니다.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도 마비된 자신의 다리를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의견을 물어보고 다리에 부유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키 부상(다리 골절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넘어져서 미끄러지다가 일어나려 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손을 앞으로 가져가고 다리를 모아야 전방 십자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키를 타기 전에는 사전에 반드시 장비 전문점에 가서
검사하고, 바인딩 이탈 수치를 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넘어질 때 스키플레이트가 이탈하지 않으면
자칫 다리 골절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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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학생은 스키 장비 착용을 거부하거나 경사로에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자폐성 장애 학생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대해 거부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스키
장비(부츠, 플레이트 등)를 착용시켜 눈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기보다는 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눈 위에서
자유롭게 걷거나 눈 만져보기 등 사전에 스키장 환경에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후에 스키
지도를 해야 합니다.

경쟁활동
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활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면 되나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때때로 스스로 흥미나 관심을 갖지 않고 게임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사나 짝과 함께 피하기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게임 방법을 습득시킵니다. 또한, 최초 3~4회
정도 술래가 바뀌는 시점까지 태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이를 통해 정신지체가 있는 학생이 게임의
전체 흐름 속에서 즐거워하는 경우 태그 대상에 포함시켜 게임을 진행합니다. 활동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짝을 배치하거나 혼자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학생에게 게임 규칙이나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가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게임의 방법과 규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특정 상황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몸짓이나 신체 보조를 사용하여 시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신지체가 있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청각적 피드백보다 시각적 피드백에
더 쉽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직접 해보게 하는 것 또한 효과적이며,
게임을 하기 전과 게임 중에 반복해서 방법과 규칙을 확인시켜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각 손상이 있는 학생이 공을 찰 수 있게 지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공을 차서 목표물을 맞히는 과제를 지도하기 위한 교수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술적
설명으로 목표물의 모양이나 목표물까지의 거리 등 관련 상황을 완전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입
니다. 둘째는 교사가 학생의 차는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hand-body manipulation). 차기 동작의
단계에 따라 실제로 학생의 신체 일부를 움직이고 안내해 줍니다. 이때 학생의 이름을 부른 후 자세 지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학생이 손으로 교사의 자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brailling). 움직임의 단계별 혹은
순서에 따라 시범을 보이는 교사의 자세를 학생이 손으로 더듬어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물의 보다 명확한 인식을 위해 목표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밝은 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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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게임 방법과 규칙을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게임 방법 및 규칙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경기 규칙이나 방법을 알려주고 반복적으로 따라하게
합니다. 둘째, 실제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규칙이나 방법을 알려줍니다. 셋째, 주의집중이 비교적 쉬운 수업의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알려줍니다. 넷째, 언어적 설명과 시범을 병행합니다. 또한 교사의 시범을 그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다섯째, 관련된 상황에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환기시켜 줍니다.

저학년 학생들에게 축구를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축구를 지도할 때 교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순한
활동이 최고입니다. 복잡하고 힘든 활동은 쉽게 지루해지고 지치며 활동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활동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신체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축구의 편향된
목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득점이나 승리, 축구기술의 증진보다는 활동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장애 유형의 일반적인
특성과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계획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뇌성마비 학생이 축구 경기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뇌성마비 학생을 축구 경기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먼저, 게임 전에 뇌성마비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운동을 하다가 즐겁거나 혹은 힘든 경우가 언제인지 등에 대해 토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과 위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보조 학생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동일한 활동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짧은 휴식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체를 긴장시키고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움직임 속도가 빨라진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반사나 발작 등의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축구 경기처럼 운동량이 많고 빠른 템포의 활동을
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학생에게 하키 게임을 지도할 때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뇌성마비가 있는 학생 중에 상지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조작 운동을 위한 손이나 손목 근육의 수축이 원활하지
않아 물체를 잡거나 넣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키스틱을 잡을 수 있도록 손과 팔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과 함께 이완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키스틱을 잡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공을 다룰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하면서 낮은 수준의 기초적인 활동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하키스틱이나 공 등의 장비를 적절히 변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볍고 아래 부분이
넓으며 짧은 하키스틱, 구르는 속도가 느린 콩 주머니나 스펀지공, 퍽과 유사한 플라스틱 물체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인지적 장애가 있어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학생이 드리블과 같은 기초 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슷한 수준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거나 변형된 활동, 또는 다른 과제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긴 설명보다는 간단하고 명료한 설명과 시범을 병행합니다.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게 하거나 교사의 조력자로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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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형 활동이 다른 구기 활동에 비하여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구기 활동인 농구, 축구, 핸드볼 등은 공을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이 공을 잡거나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배구는 공을 잡지 못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신체에 접촉만 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공이 몸에 닿는 순간에
공을 안전하게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공을 안전하게 보내는 두 가지 동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구기 활동에 비하여 어렵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순간적으로 빠른
동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활동 초기에는 공을 잡으면서 안전하고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스를 주고받을 때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보내는 것이 더 어려워요!
배구는 순간적으로 공이 신체에 닿으므로 공을 받을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구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공을 보낼 때 공을 옆으로 보내거나
낮게 띄우지 않고,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을 보낼 때의 높이는 네트보다
2~3m 이상 높이 띄우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더핸드 패스로 원하는 곳에 공을 보내기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까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일반학생들처럼 언더핸드 패스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양손을
가볍게 잡고 팔꿈치를 충분히 뻗어주고, 공이 팔에 닿는 위치는 손목의 튀어나온 뼈(요골) 바로 뒷부분에서부
터 팔목 중간부위에 맞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동작이 가능한 자세에서 최대한 공에
닿는 신체 부위의 면적을 넓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이 닿는 신체 부위의 면적이 넓지 않으면 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 어렵고, 친구에게 보내는 공이 너무 높거나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학생이 탁구라켓을 이용하여 탁구공을 잘 못 맞히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학생이 탁구라켓으로 탁구공을 잘 쳐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청소년기의 성장으로 인해 체격이 급격히 발달하였으나 운동발달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학생들에게 수행하지 못하는 과제를 억지로 시키지 말고 제자리에서 풍선 치기, 매달린 공
치기, 테니스 라켓으로 가벼운 공(탱탱볼) 치기 등 좀 더 쉬운 과제들을 먼저 제공하고 난 후 적응이 되면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공을 정확히 맞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골프 스윙에서 공을 정확히 맞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헤드-업(head-up)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거나 임팩트 전에 머리를 돌려 시선이 공에서 떨어지면 정확한 임팩트가 어렵습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수건이나 작은 물건 등을 올려놓고 고개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스윙
연습을 하거나, 야외에서는 일정한 격자 내에 그림자를 비치게 한 후 그림자가 격자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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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이트 골프 연습도 필요한가요?

A

게이트 골프를 연습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1) 방향과 거리를 생각해서 연습한다. 고도의 기능과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지 않은 스포츠로서 특별한
기술 등의 연습은 필요 없지만 방향과 거리를 생각해서 치는 연습만은 필요합니다.
2) 코스에서 즐기면서 연습한다. 바람의 강약, 습도만이 플레이를 좌우하는 조건이 되므로, 동일 코스에서도
그날의 상태에 의해서 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하므로 치는 방법의 연습보다도 코스에 나가서 게임을
즐기면서 기능을 높이는 방법이 좋다. 또 넓은 장소, 좁은 장소 등 경기장과 코스의 조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조건의 코스를 설정해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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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활동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이 음악이 나오면 귀를 막고 제자리에 앉아 있는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학생의 경우 외부의 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음향을 작게 하여 적절히 조절하거나
음향기기와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 소리 자극을 최소화시켜 준 후 수업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 무용 활동을 통해 자존감이나 자아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아 무용 활동 중 타인과의 접촉으로부터 위축되거나 열등감과
수줍음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자존감이나 자아결정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동작이나 활동 내용, 파트너, 장비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것에 대한 느낌 등을 모둠원 앞에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교사는 학생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학생의 개별적인 가치와 특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사는 학생에게 적합하고 일관적인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과제를 성공하
는 경험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템포(tempo)와 리듬(rhythm)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템포(tempo)는 우리들이 음악 시간에 주로 다루는 3/4박자, 4/4박자, 6/8박자 등을 말하는데 악곡을 연주하
는 속도나 박자를 의미합니다. 템포에 따른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음악이 없더라도 막대기나 북을 이용하여
일정한 속도로 소리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리듬은 박자 요소뿐만 아니라 음의 높낮이, 음의 세기(악센트),
장조와 단조 등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소리를 통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느린 템포로 구성된 음악이라도 빠른 리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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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움직임과 비이동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동 움직임과 비이동 움직임의 차이는 몸의 중심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이동 움직임은 몸의
중심이 바뀌는 동작으로 걷기, 달리기, 한 발 뛰기 등이 있습니다. 비이동 움직임은 몸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동작으로 흔들기, 비틀기, 돌리기 등 주로 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청각 손상이 있는 학생과 함께 창작 무용을 구성하고자 할 때 어떻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나요?
청각 손상이 있는 학생을 마주보고 서서 가능한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만약 학생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반복해서 말해 주거나 다른 단어 또는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해 줍니다. 이때,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음식물을 입에 넣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펜과 종이를 준비하여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그림 카드나 색상 카드로 중요 동작을 약속한 후 동작이 바뀌기
전에 미리 약속한 카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쉽게 알아보고 활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체육활동 중 대발작경련(tonic-clonic seizure)이 일어나게 되면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장애가 있는 학생들 중 외형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간헐적으로 대발작경련
(tonic-clonic seizure)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으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1. 많은 경우 반복적인 발작을 일으키는 아동들은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에 전조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
아동을 바닥에 눕히고 허리에 쿠션을 대는 것이 좋다.
2. 안경을 낀 아동이라면, 빼는 것이 좋다. 만약 마우스가드나 치아에 교정용 보철을 했다면, 가능한 아동의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개를 한 쪽으로 돌려서 침을 빼내고 기도를 유지한다.
3. 아동의 입에 어떤 것도 넣어서는 안 된다. 또한 발작하고 있는 동안 아동이 어떤 물체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4. 장시간 의식을 잃게 되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발작하고 있는 시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발작이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또는 처음 발작을 일으키는 아동과 물속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 미국적십자사에
서는 곧바로 구급요원들을 부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5. 만약 구급요원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발작하고 있는 아동을 쉬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야 한다. 혹시 잊은 일이나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 출처: Winnick(2005), Adapted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Q

줄넘는 박자를 잘 못 맞춰 자꾸 줄에 걸리는 데 어떻게 할까요?

A

박자를 맞추어 리듬감 있게 줄을 넘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1) 두 손을 맞잡고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점프 연습을 합니다. 줄을 돌리기 전에 미리 점프 타이밍
연습을 충분히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전 뜀뛰기 활동으로 홉스코치(훌라후프 이용)를 합니다. 훌라후프 10개를 일렬로 바닥에 높고 연속
점프를 한 후, 박수를 치며 점프를 하게 합니다. 여러 명이 이어서 점프를 하고 되돌아오는 활동도
동시에 시행한다면 점프 타이밍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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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스포츠의 실제

장애인 올림픽대회 ‘패럴림픽대회’(Paralympics)

하계 장애인 올림픽대회 소개
장애인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의 우정과 이해의 증진을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올림픽 정신과 이념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조화시
킨 것이다. 즉, 올림픽이 인종, 국가, 정치, 문화 및 이념을 초월한
인간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화합, 나아가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범세계적인 축제로서 세계
젊은이들의 힘과 기록의 제전이라면, 장애인 올림픽은 인간의 평등
을 확인하는 대회이며,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감격의 대축
제이다.
1989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창립되고 1999년 독일의 본
에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여 국제 장애인
스포츠의 체계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으며 2000년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대회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장애인올
림픽위원회(IPC) 양대 위원장의 서명으로 장애인 스포츠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IPC는 이를 계기로 장애인 스포츠의
전문화, 엘리트화, 체계화에 성공하면서 국제장애인 스포츠는 새로
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이 협약에서는 동계,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는 반드시 장애인 올림픽을 동반 개최하여야 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하계 대회는 2008년 북경올림
픽부터, 동계 대회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부터 장애인 올림픽을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올림픽
즉 패럴림픽대회(Paralympics)란 모든 장애인이 올림픽 대회와 함께 치르는 장애인의 올림픽이라는 뜻이다.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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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장애인 올림픽대회

동계 장애인 올림픽대회는 1976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하계
대회가 올림픽 개최국가에서 관례적으로 개최되는데 비해 동계
대회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로 유럽 지역에서 개최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 프랑스 티니(France Tigness, Albertville)에서 열린 제5
회 대회를 계기로 동계올림픽 개최국가에서 동반 개최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1998년 일본 나가노
대회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 미국 솔트레
이크시티에서 개최된 제8회 동계 장애인 올림픽대회는 제21회 동
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통하여 통일
조직 안에서 조직, 인력, 물자, 시설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반
개최하는 것이 의무화됨으로써 동계 장애인 올림픽 대회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신의현 선수가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패럴림픽대회 시각장애 축구(5인제)

시각장애 축구는 2004 아테네 장애인올림픽 이후 정식종목
(전맹부)으로 채택되었으며, 길이 38~42m, 넓이 18~22m의
경기장 안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장은 펜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유는 반복적인 드로우 인으로 경기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한 팀은 4명의
필드 플레이어와 1명의 골키퍼로 구성되며, 4명의 완전히 시력
을 잃은 시각장애인(B1)과 시력이 있거나 시각장애인(B2나 B3)
한 명의 골키퍼로 구성된다. B1, B2, B3 그룹으로 분류되어
진행되며, 공에는 특별히 내재된 음향장치가 있는데, 이는 움직
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선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파울이 누적되어 팀 파울이 4개를 넘어서면 팀 페널티가 주어진
다. 전⋅후반 각 20분, 휴식시간 1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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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대회(Paralympics)에서의 휠체어 농구 경기

휠체어 농구는 1945년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상이군인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스토크 맨드빌 척수재활 병원에서는
휠체어 넷볼이라는 유사한 경기가 Guttmann 박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미국 휠체어 농구팀은 1955년 스토
크 맨드빌 대회에서 처음으로 국제경기를 치렀으며,
이때에는 영국의 넷볼 규칙에 따라 백보드가 없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인
대회가 진행되었다. 그 이후 휠체어 농구는 세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1960년 로마 패럴림픽대회 대회에
서 처음 소개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패럴림픽대회에서
※ 출처: 경인일보, 2007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휠체어 농구는 달리기, 점프, 방향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고안되었다. 남녀 모두 경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팀은 다섯 명으로 구성하여 경기에
참여한다. 선수들은 신체 기능에 따라 0.5점(최고 심한 정도의 장애)에서 4.5점(경도의 장애)로 구분되며, 게임에
참여하는 다섯 명의 선수의 점수의 합이 12점에서 14점 사이가 되어야 한다. 각 팀은 상대편의 공격을 방어하며
상대방 골대에 슛을 하여 득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장의 규격과 골대의 높이는 일반 농구 경기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국제휠체어농구협회(IWBF: International Wheelchair Basketball Federation)가 설립되어 전 세계적으
로 회원국을 구성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80여개 국가에서 선수들이 휠체어 농구에 참여하고 있다.

휠체어 농구에서 알아야 할 규칙들
▹ 첫째, 공을 가진 채 3회 이상 휠체어를 밀고 가면 바이얼레이션 파울이 되어 상대편에게 공을 넘겨준다.
▹ 둘째, 바닥에 드리블을 여러 번 하는 것은 파울이 아니다. 즉 더블 드리블 파울이 적용되지 않는다.
▹ 셋째, 휠체어 좌석 바닥에 까는 시트는 한 개만 가능하며 두께는 10cm 이하여야 한다. 단 등급 분류 점수가
3.5-4.5인 선수는 5cm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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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대회 정식종목 골볼

경기소개
골볼은 1946년 실명 용사들의 재활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1976년 캐나다의 토론토 패럴림픽대회 대회에서 본 경기가
세계에 알려졌고 1978년 오스트리아에서 최초의 챔피언이 있
었다. 그 이후 골볼은 꾸준히 인기가 증가하여 오늘날 IBSA지
역의 모든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골볼은 3명의 선수가
직사각형의 마루 코트에서 상대팀의 골대에 소리 나는 볼을
이용하여 볼을 넣는 경기이다. 선수는 촉각을 이용하여 골대와
경기장 라인에 들어있는 실을 이용하여 경기장 및 자신의 위치
를 파악하며, 소리 나는 볼의 위치를 파악하여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는 게임이다.
계속되는 빠른 공수전환으로 인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비중 있는 엘리트 스
포츠일 뿐 아니라 재활의 목적, 생활 스포츠로서도 매우 중요하
다. 골볼은 경기 특성상 경기장의 모든 표시는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도록 돌출 되어 있어야 하고 볼 속에는 방울이 들어있어
청각적 신호를 발산해야 한다. 경기 시작 전에 선수는 관절 보호를 위해 보호대를 착용하고 시각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경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모든 선수들은 눈가리개를 사용해야 한다.

경기 규정
3명의 선수들로 구성된 두 팀은 폭 9m, 길이 18m의 직사각형의 실내경기장에서 경기한다. 각 팀 선수들은 코트의
양끝 지역 내에서 서로 볼을 굴려 상대팀 골대 안으로 넣으려고 노력하고 반대로 상대팀은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골 지역은 각각의 코트 끝 골라인 전체(9m)이며 골대의 높이는 1.3m이다. 볼의 무게는 1.25kg으로
탄력 있는 고무 재질이며 표면은 거칠고 볼의 둘레는 농구공보다 약간 큰 약 76cm이다. 볼 속에는 방울이 들어있고
8개의 구멍이 뚫려있어서 볼이 굴러가면 볼 속에서 소리가 난다.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7분씩 14분이고 한 선수가
2회 이상 연속하여 볼을 던질 수가 없고, 던져진 볼은 랜딩 에어리어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볼이 뜨면 반칙이다.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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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대회 정식종목 배구

좌식배구(sitting volleyball)
좌식 배구는 배구 경기장에 비하여 네트 높이와 경기장
규격이 다르다. 선수는 배구경기와 동일하게 6명이며, 경
기 중에는 한 명의 리베로가 활동할 수 있다. 좌식배구와
배구 경기규칙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경기 규정
▹ 선수자격은 절단장애, 소아마비, 고관절장애 등의 하지
장애가 있어야 하며, 선수자격에 대한 판정은 좌식배구
경기위원회에서 지정한 담당 의사의 등급 분류
(classification)에 의하여 결정한다.
▹ 좌식배구의 네트 높이는 남자 1.15m, 여자 1.05m이다.
▹ 네트 양 옆에 설치하는 안테나의 길이는 배구경기와
동일한 180cm이나 네트 위로 100cm가 나와야 한다
(배구경기에서는 네트 위로 80cm가 나와야 함).
▹ 배구경기는 발의 위치에 따라, 좌식배구에서는 엉덩이
(buttocks)의 위치에 따라 선수 위치 결정이나 규칙
위반이 적용된다.
▹ 플레이를 하는 동안 발이나 다리가 상대방 코트나 상대편 선수에게 닿는 것은 허용되지만, 상대방 선수의 플레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손의 어느 부분이라도 센터라인 상에 조금이라도 놓여 있는 상태라면 상대편 코트에 약간 닿는 것은 반칙이 아니다.
그러나 신체의 다른 어떤 부분도 상대편 코트에 접촉하는 것은 금지된다.
▹ 버톡스 반칙: 엉덩이를 순간적으로 들어 지면과 접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만, 스텝을 밟거나 엉덩이를 완전히
들고 수비하는 것은 반칙이다. 특히 공격 또는 블로킹 할 때에는 엉덩이를 들 수 없다. 복장의 경우 배구경기와
달리 좌식배구 선수들은 긴 바지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심판들이 버톡스 반칙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자는
상의를 반드시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 서브 블로킹: 상대편의 서브를 직접 블로킹하여 성공하면 득점한다.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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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경기는 발의 움직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하여, 좌식배구는 앉아서 이동해야 하므로 바닥에 손을
짚을 때 가능한 앞에 손을 짚어야 한다.

좌식배구 할 때의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

좌식배구 경기장

※ 출처 : 대한장애인배구협회(http://kovad.kosa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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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배드민턴

※ 출처: 삼성전기

휠체어 배드민턴의 주요 대상자는 소아마비 장애인, 뇌성마비, 척수손상, 뇌졸중, 절단장애인, 성장장애, 기타
지체장애 및 노약자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참여하여 경기를 즐길 수 있다.
2007년부터 모든 공식경기는 랠리포인트제를 적용하고 있다.

2인 복식 경기
▹ 네트 높이: 일반 155cm에서 15cm(센티미터)가 낮은 140cm
▹ 휠체어 2인조의 경우에는 위치와 서비스 방법이 일반 배드민턴 복식 규정과 동일하다. A선수가 상대 C선수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시작으로 게임이 시작되는데 앞 서비스라인과 뒤 서비스라인은 일반 경기와 같고, 플레이가
되면 나머지 회색 부분까지 사용하게 된다. 다만, 네트가 있는 가운데 하얀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셔틀이
떨어지면 아웃이 판정된다.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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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서비스 코트

경기 코트

휠체어 4인조 경기 경기 규정
코트와 포스트, 네트, 라켓, 셔틀 등은 청각장애인 및 일반 배드민턴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생활체육으로 많이
하는 4인조 경기에서는 모든 부분을 사용한다. 네트가 15센티 낮은 것과 가운데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빼면
스탠딩 배드민턴의 룰과 같다.

▹ 네트 높이: 네트 높이에 차이 없음(155cm)
▹ 서비스는 하나이고 4명의 선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넣는다.
▹ 리시브는 앞에 있는 선수나 뒤에 있는 선수 중 아무나 받을 수 있다.
▹ 득점: 21점 1게임으로 진행한다. 21점을 선취하거나 세팅(20 : 20의 경우)점 일 때 3점을 먼저 선취 득점한 팀이
승리한다. 1점 차이로 이어질 경우 29점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승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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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테니스

휠체어테니스는 ’88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때 시범경기로
채택되어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휠체어에 대한 규칙을 제외
한 모든 규칙은 국제테니스연맹 경기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
다. 전 경기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휠체어테니스는
국내에 소개된 지 1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94 북경아⋅태장
애인경기대회 복식부문에서 우승하는 등 매우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테니스를 즐기는 장애인 인구의 저변도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휠체어테니스와 일반 테니스의 차이점은
휠체어를 사용한다는 점과, two bound를 인정하고 두 번째
바운드가 코트의 바깥이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신체를 이용
한 중심이동은 금지된다. 경기는 1게임 3세트로 실시되고 세부
종목으로는 남녀 단식과 복식경기가 있다. 코트는 휠체어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하드코트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이다.
※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http://www.kwt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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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럭비

휠체어 럭비는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로 1977년 캐나다에서 휠체어농구와 아이스
하키의 경기규칙을 기본으로 수정, 보안하여 고안된 스포
츠이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듭하여 1996년 애틀랜타 장애인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2000년 시드니 장애인 올림
픽부터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미국
에는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만 50개가 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휠체어농구에 이어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참
가하고 있는 종목이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로는 보치아와 골볼에 이어 세 번째로 정식종목이 되었다. 국내에는 2004년에 대한장애인럭비협회가 창립되어 현재
일부 지역에서 경추손상 장애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휠체어 럭비는 지금껏 장애인 체육에서 소외되었던 중증의 경추 손상 장애인들을 위한 종목으로 이들이 재활
운동뿐만이 아니라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에서 소외되지 않고 운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선수는 남녀의 구별 없이 실시되며 한 팀은 4명의 출전 선수와 8명의 후보 선수로 구성되게 되어있다.
경기는 8분 4피리어드로 실시되는데 1, 3피리어드 후에는 1분간의 휴식이, 2피리어드 후에는 5분간의 휴식이 주어진다.
승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연장전을 실시한다. 득점은 볼을 소유한 선수가 상대편의 키 에어리어 내에 있는 콘 사이의
엔드라인에 자신의 휠체어 바퀴 중 2개를 닿도록 하면 득점이 인정되며, 각 득점 시마다 1점씩의 점수가 인정된다.
선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0.5~3.5점으로 7단계로 나누어진다. 각 팀의 등급 분류 점수의 총 합계가 8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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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댄스스포츠

댄스스포츠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년이 채
안 된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채택
되면서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과
거 춤에 대한 질곡의 역사가 있어 보급되는 데 매우
조심스런 행보를 하면서 도입이 늦었다. 그러나 요즘
에는 댄스스포츠가 건전하고 좋은 운동이라는 것이
많이 인식되어 각급 학교는 물론 동사무소, 구민회관
에서도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고, 장애인댄스스포츠
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도 가입되는 등 보
급이 확대되고 있다. 금년 9월 경북 김천에서 개최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정식종목이기도 하다.
원래 댄스스포츠는 세계 각국에서 추던 춤을 영국
에서 체계화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그 전에는 ‘스포츠댄스’, ‘볼룸댄스(Ballroom Dance)’라고도 불렀는
데 크게 라틴댄스와 모던댄스(스탠더드 댄스)로 구분한다. 라틴댄스에는 자이브, 차차차, 룸바, 삼바, 파소도블레
5종목이 있고 모던댄스는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로트, 비엔나왈츠 역시 5종목이 있다. 이미 동아시아 대회 등에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고 앞으로 올림픽 정식종목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금년에 대한체육회에 가맹경기단체로
등록되어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의 위상이 확고해지고 세계적으로도 ‘스포츠 한국’의 위상 또한 높여줄 유망 종목으로
꼽히고 있다.
‘휠체어를 타고도 댄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예스!’이다. “왜 하필 남자가 춤을 추느냐?”는
질문에 이영호 선수는 “댄스야말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장애인 댄스스포츠는 장애인들끼리
같이 추는 ‘듀오’ 종목도 있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커플로 추는 종목이 일반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춤을
통해 교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장점이 있다. 음악에 맞춰 파트너와 손을 잡고 같이 춤을 추려면 정신적,
신체적 협조와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음악과 함께하는 스포츠이므로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가져와 늘 즐겁고
성격이 밝아진다. 상체 운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몸이 유연해지고, 휠체어를 장시간 타는 장애인들이 등이 휘는 경향이
있는데 자세교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다.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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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대회 정식종목 아이스슬레지하키

경기소개
썰매하키(Ice Sledge Hockey)는 아이스하키를 장애인들
이 즐길 수 있도록 변형한 경기이다. 선수들은 대부분 일반
아이스하키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며, 스케이트를 대신하여 양
날이 달린 썰매를 사용한다. 썰매의 높이는 양날 사이로 퍽
(puck)이 통과할 수 있는 높이로 제작되어야 하며, 스틱의
한쪽 끝에는 썰매의 추진을 위한 픽(pick)과, 다른 한쪽에는
퍽을 칠 수 있는 블레이드(blade)가 달린 폴(poles)을 사용한
다. 일반 아이스하키경기처럼 각 팀은 골키퍼 이외에 5명의
선수가 경기를 한다. 썰매하키는 일반아이스하키처럼 매우 격
렬하고 스피디한 경기이기는 하지만, 노르웨이를 비롯한 여러
나라 팀에는 여성선수도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올림픽에서의 경우, 썰매하키는 1994년 대회에 처음
선을 보였으며,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최고의 장애인 동계스포츠로서 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일반 관중들에게도 인기와 재미를 더해주는 경기
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경기규정
각 팀의 골키퍼를 포함한 6명으로 편성된 선수들이 출전하고, 센터라인 중앙에서 양 팀의 센터가 마주 선 가운데,
심판이 떨어뜨려주는 퍽을 스틱으로 서로 빼앗는 페이스오프(face off)를 하는 것으로써 경기가 시작되며 ,골에 퍽을
넣음으로써 득점이 되고, 따라서 득점수가 많은 쪽이 승리팀이 된다.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제4장 통합체육의 실제  237

패럴림픽대회 정식종목 크로스컨트리

경기소개
크로스컨트리는 지체장애인(싯스키 및 스탠딩 등급)선수와
시각장애인(시각 가이드가 선수와 함께 경기를 실시) 선수가
참가한다. 동계패럴림픽 대회에는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2가지 정식종목이 있다. 남녀 모두 단거리, 중거리 및 장거리(이
상 크로스컨트리)종목과 바이애슬론 종목 및 팀 릴레이 종목에
참가할 수 있다.

경기규정
바이애슬론
▹ 트랙은 2개의 코스로 나누어지며 한 코스에 2.5Km이고,
경기장 총 길이는 7.5Km이다. 바이애슬론은 자유기술로
경기가 실시된다.
▹ 사격거리는 10m이며, 소총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인다. 경기자는 보조자에 의해 탄환의 장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표적은 흰색이며 직경은 100mm이고, 총기는 경기 진행 후 발사 위치에 두어야 한다.
▹ 사격은 매 발사 위치에서 5회 발사하며, 실수로 발사 시에는 경기 전체시간에 1분이 더해지는 벌점을 얻게 된다.
※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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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년

통합체육 수업 구성과 내용 체계

영역

수준

건강 활동(건강)

기초(Ⅰ)

도전 활동(도전)
3-4학년
(34)

경쟁 활동(경쟁)

게임(Ⅱ)

표현 활동(표현)
안전 활동(안전)
건강 활동(건강)

경기(Ⅲ)

기초(Ⅰ)

도전 활동(도전)
5-6학년
(56)

경쟁 활동(경쟁)

게임(Ⅱ)

표현 활동(표현)
안전 활동(안전)
건강 활동(건강)

경기(Ⅲ)

기초(Ⅰ)

도전 활동(도전)
중학교
(중)

경쟁 활동(경쟁)

게임(Ⅱ)

표현 활동(표현)
안전 활동(안전)

경기(Ⅲ)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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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영역 내용 및 교육자료

학년

내용 요소

활동명

쪽

분류

바른 자세 알아보기

2

1-2

34-건강-Ⅰ-1

바른 자세 실천하기

2

3-4

34-건강-Ⅰ-2

맨손 체조 활동하기

2

5-6

34-건강-Ⅰ-3

줄넘기 운동하기

2

7-8

34-건강-Ⅱ-1

나의 체력 측정하기

2

9-10

34-건강-Ⅱ-2

여가 활동 알아보기

2

11-12

34-건강-Ⅰ-4

다양한 여가 활동 즐기기

4

13-16

34-건강-Ⅱ-3

내 몸의 변화 알아보기

2

17-18

56-건강-Ⅰ-5

유연성 기르기

2

19-20

56-건강-Ⅱ-4

심폐 지구력 기르기

2

21-22

56-건강-Ⅱ-5

근력과 근지구력 기르기

2

23-24

56-건강-Ⅰ-6

평형성 기르기

2

25-26

56-건강-Ⅱ-6

순발력 기르기

2

27-28

56-건강-Ⅱ-7

민첩성 기르기

2

29-30

56-건강-Ⅱ-8

스텝 검사로 심폐 지구력 측정하기

2

31-32

중-건강-Ⅰ-7

셔틀런으로 심폐 지구력 측정하기

2

33-34

중-건강-Ⅰ-8

근력과 근지구력을 기르는 운동하기

2

35-36

중-건강-Ⅰ-9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하기

2

37-38

중-건강-Ⅰ-10

평형성을 기르는 운동하기

2

39-40

중-건강-Ⅰ-11

순발력을 기르는 운동하기

2

41-42

중-건강-Ⅰ-12

민첩성을 기르는 운동하기

2

43-44

중-건강-Ⅱ-9

짐볼 운동하기

2

45-46

중-건강-Ⅱ-10

밴드 운동하기

2

47-48

중-건강-Ⅱ-11

플라잉 디스크 활동 즐기기

2

49-50

중-건강-Ⅱ-12

50

-

-

건강과 체력
3-4학년

여가와 운동방법

성장과 건강 체력

5-6학년

여가와 운동 체력

건강과 체력 평가

건강과 체력 증진

건강과 체력 관리
중학교

운동과 체력 관리

여가와 운동 처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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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전 내용 및 교육자료

학년

내용 요소

속도 도전

3-4학년

활동명
2

51-52

34-도전-Ⅱ-1

바른 자세로 빠르게 달리기

2

53-54

34-도전-Ⅲ-1

장애물을 활용한 이어달리기 게임하기

2

55-56

34-도전-Ⅲ-2

물 속에서 이동하기

2

57-58

34-도전-Ⅱ-2

다양한 방법으로 떠서 이동하기

2

59-60

34-도전-Ⅱ-3

매트와 친해지는 게임하기

2

61-62

34-도전-Ⅱ-4

데굴데굴 구르기

2

63-64

34-도전-Ⅰ-1

손 짚고 옆 돌기

2

65-66

34-도전-Ⅰ-2

뜀틀과 친해지기

2

67-68

34-도전-Ⅱ-5

태권도 기본동작 익히기

2

69-70

34-도전-Ⅰ-3

태극 1장 익히기

2

71-72

34-도전-Ⅱ-6

여러 가지 공 던지기

2

73-74

56-도전-Ⅱ-7

멀리뛰기와 관련한 게임하기

2

75-76

56-도전-Ⅰ-4

높이뛰기와 관련한 게임하기

2

77-78

56-도전-Ⅱ-8

던져서 정확하게 맞히기

2

79-80

56-도전-Ⅱ-9

굴려서 정확하게 보내기

2

81-82

56-도전-Ⅱ-10

도구로 쳐서 보내기

2

83-84

56-도전-Ⅱ-11

다양한 표적 게임하기

2

85-86

56-도전-Ⅰ-5

다양한 태권도 게임하기

2

87-88

56-도전-Ⅱ-12

다양한 씨름 놀이하기

2

89-90

56-도전-Ⅱ-13

여러 가지 구르기

4

91-94

중-도전-Ⅱ-14

뜀틀 다리 벌려 뛰기

2

95-96

중-도전-Ⅰ-6

균형 잡기

2

97-98

중-도전-Ⅱ-15

걸어 나아가며 방향 회전하기

4

99-102

중-도전-Ⅰ-7

단거리달리기

4

103-106

중-도전-Ⅲ-3

중·장거리달리기

2

107-108

중-도전-Ⅲ-4

이어달리기

2

109-110

중-도전-Ⅲ-5

장애물달리기

4

111-114

중-도전-Ⅲ-6

멀리뛰기

2

115-116

중-도전-Ⅲ-7

높이뛰기

2

117-118

중-도전-Ⅲ-8

포환던지기

2

119-120

중-도전-Ⅲ-9

태권도 동작 익히기

2

121-122

중-도전-Ⅲ-10

씨름하기

2

123-124

중-도전-Ⅲ-11

74

-

-

5-6학년
표적⋅
투기 도전

동작 도전

중학교

분류

여러 가지 달리기 게임하기

동작 도전

거리 도전

쪽

속도 도전

거리 도전

투기 도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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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 내용 및 교육자료

학년

내용 요소

활동명

쪽

분류

원을 따라 달려 친구 잡기

2

125-126

34-경쟁-Ⅱ-1

쫓아오는 호랑이를 피하기

2

127-128

34-경쟁-Ⅱ-2

콩 주머니 술래잡기

2

129-130

34-경쟁-Ⅱ-3

친구 등에 스티커 붙이기

2

131-132

34-경쟁-Ⅱ-4

축구형 게임하기

4

133-136

34-경쟁-Ⅱ-5

농구형 게임하기

4

137-140

34-경쟁-Ⅱ-6

하키형 게임하기

4

141-144

34-경쟁-Ⅱ-7

발야구형 게임하기

6

145-150

56-경쟁-Ⅱ-8

주먹야구형 게임하기

6

151-156

56-경쟁-Ⅱ-9

티볼형 게임하기

6

157-162

56-경쟁-Ⅱ-10

배구형 게임하기

4

163-166

56-경쟁-Ⅱ-11

농구 경기 함께하기

4

167-170

중-경쟁-Ⅲ-1

축구 경기 함께하기

4

171-174

중-경쟁-Ⅲ-2

핸드볼 경기 함께하기

4

175-178

중-경쟁-Ⅲ-3

야구 경기 함께하기

4

179-182

중-경쟁-Ⅲ-4

킨볼 경기 함께하기

4

183-186

중-경쟁-Ⅲ-5

티볼 경기 함께하기

4

187-190

중-경쟁-Ⅲ-6

배구 경기 함께하기

4

191-194

중-경쟁-Ⅲ-7

배드민턴 경기 함께하기

4

195-198

중-경쟁-Ⅲ-8

탁구 경기 함께하기

4

199-202

중-경쟁-Ⅲ-9

80

-

-

태그형 경쟁 활동

3-4학년

영역형 경쟁 활동

필드형 경쟁 활동
5-6학년

네트형 경쟁 활동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기능과 방법

중학교

필드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기능과 방법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기능과 방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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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현 영역 내용 및 교육자료

학년

내용 요소

활동명

쪽

분류

제자리에서 표현하기

2

203-204

34-표현-Ⅰ-1

이동하면서 표현하기

2

205-206

34-표현-Ⅰ-2

운동 종목 표현하기

2

207-208

34-표현-Ⅰ-3

리듬에 맞춰 몸으로 표현하기

4

209-212

34-표현-Ⅰ-4

줄넘기로 리듬 표현하기

4

213-216

34-표현-Ⅰ-5

리듬 표현 발표하기

2

217-218

34-표현-Ⅰ-6

강강술래 춤추기

4

219-222

56-표현-Ⅰ-7

티니클링 춤추기

4

223-226

56-표현-Ⅰ-8

사물과 동물 표현하기

2

227-228

56-표현-Ⅰ-9

여행가는 모습 표현하기

2

229-230

56-표현-Ⅰ-10

교실에 있는 물건 표현하기

2

231-232

56-표현-Ⅰ-11

신체부위별 건강 체조 동작 익히기

4

233-236

중-표현-Ⅰ-12

음악에 맞춰 줄넘기하기

2

237-238

중-표현-Ⅰ-13

리듬 체조 기본동작 익히기

4

239-242

중-표현-Ⅰ-14

치어리딩 기본동작 익히기

4

243-246

중-표현-Ⅰ-15

소고 치며 대형에 맞춰 이동하기

2

247-248

중-표현-Ⅰ-16

여러 나라의 민속 무용 알아보기

2

249-250

중-표현-Ⅰ-17

댄스스포츠 경기 관람 및 댄스스포츠 영화 감상하기

2

251-252

중-표현-Ⅰ-18

K-POP 인기가요에 맞춰 춤추기

2

253-254

중-표현-Ⅰ-19

계

52

-

-

움직임 표현

3-4학년

리듬 표현

민속 표현

5-6학년
주제 표현

스포츠 표현

중학교
전통 표현

현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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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 영역 내용 및 교육자료

학년

내용 요소

활동명

신체 활동과 안전

신체 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2

255-256

34-안전-Ⅰ-1

수상 활동 안전

생존 수영 방법 익히기

2

257-258

34-안전-Ⅰ-2

운동 장비와 안전

운동 장비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하기

2

259-260

34-안전-Ⅰ-3

게임 활동 안전

게임 활동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하기

2

261-262

34-안전-Ⅱ-1

응급처치

상황에 맞게 응급처치하기

2

263-264

56-안전-Ⅰ-4

빙상⋅설상 활동
안전

안전 수칙을 지키는 빙상⋅설상 활동하기

2

265-266

56-안전-Ⅰ-5

운동 시설과 안전

안전하게 운동 시설 이용하기

2

267-268

56-안전-Ⅰ-6

야외 활동 안전

야외 활동 안전사고 시 바르게 대처하기

2

269-270

56-안전-Ⅰ-7

스포츠 유형별 안전

스포츠 활동에서 위험한 상황 예방하기

2

271-272

중-안전-Ⅰ-8

운동 손상 예방과
처치

운동 손상 상황 신고와 처치하기

2

273-274

중-안전-Ⅰ-9

스포츠 생활과 안전

안전한 운동 환경 실천

2

275-276

중-안전-Ⅰ-10

스포츠 시설⋅
장비 안전

스포츠 시설과 기구 및 장비의 안전 점검

2

277-278

중-안전-Ⅰ-11

여가 스포츠와 안전

수상 스포츠 활동과 안전사고

2

279-280

중-안전-Ⅰ-12

사고 예방과
응급⋅구조

스포츠 활동 안전 수칙 지키기 표지판 만들기

4

281-282

중-안전-Ⅰ-13

30

-

-

3-4학년

5-6학년

중학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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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