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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성공 인 통합교육을 실천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장

애아동에 한 학교생활과 개인생활 수용태도는 정 으로 변화하 다. 이는 장애이해교육이 시간을 무

조건 많이 제공하기보다는 4주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 수용태도는 정 인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장애아동들의 사회생활에 

한 수용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해서는 비장애인의 잘못된 장애인식이나, 장애에 한 무지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해 지속 이고 다양한 근방식의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중심어 :∣장애이해교육∣비장애아동∣장애아동∣수용태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non-disabled children’s attitude to accept disabled children in order to use it as foundational data 

to practice successful integrated education.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ositively changed non-disabled children’s attitude to accept disabled children’s 

school life and personal life. This plainly shows that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effective regardless of time consumed even with the short time of four weeks here. However, 

it did not exert positive effects on their attitude to accept social life. Therefore, it is neede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stantly with various approaches in 

order to get rid of non-disabled people’s wrong recognition on disability and also ignorance 

about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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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하게 살아갈 권

리가 있으며, 개인은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집단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법

, 제도 으로 보장받고 있다. 장애인 한 인간이며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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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라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 속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리지 못하는 것이 실이다.

장애인에 한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한 편견이 장애

인으로 하여  더 어렵게 살게 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 하면

서 완 통합을 이루는데 가장 요한 해결과제가 ‘장애

인에 한 편견 없는 이해’라고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

라[1], 장애아동의 사회  통합을 한 지표로서 일반아

동의 장애아동에 한 정  태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2][3]와 함께 일반아동의 수용태도를 성공

인 통합 교육을 한 결정 인 요인의 하나로 보게 되

었다[4-6].

일반아동들이 동정과 두려움으로 장애아동을 인지하

고 있는 것은 잘못된 환경과 경험을 통해 학습된 것이

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장애아동에 

한 학습된 부정 인 태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일반아

동들에게 장애아동과 서로 상호작용하려는 의지를 증

가시키고 동시에 정 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7].

이처럼 태도는 직‧간 인 경험을 통하여 학습되게 

되는데 한 번 잘못된 태도를 지니게 되면 잘못된 태도

에 한 정보를 나 에 알게 되었다 하여도 그 정보마

도 앞서 지니고 있었던 잘못된 태도에 일치하는 방향

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8]. 

즉, 조기에 습득된 어떤 태도는 평생 동안 지속되기도 

하며  잘 지워지지도 않는다[9]. 따라서 어려서부터 

장애아동에 한 바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매

우 요하다.

무엇보다 장애아동을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해서는 비장애아동의 태도를 개선하

는 것이 요하다. 사회통합은 물리 인 배치 하나만으

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한 

태도가 통합의 성패에 결정 인 역할을 하므로 일반아

동의 장애아동에 한 정 인 태도형성을 해서는 

조기에 장애아동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장애이해교

육이 필요하다[10].

그러나, 장애이해교육은 아동기부터 타인을 탐색하

는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인간을 이해하는 

가운데, 장애이해는 물론 장애에서 오는 부정 인 느낌

을 편견이나 고정 념으로 고착하지 않고 아동 자신의 

건 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향을 미친다. 아동

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장애에 한 편견이 형성되면 그

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장애에 한 차별은 

일반아동으로 하여  장애아동에 한 탐색의 기회인 

상호작용을 꺼리게 하여 결국에는 다양한 타인의 세계

를 탐색함을 통한 자신의 내면세계를 넓  나갈 수 있

는 기회를 스스로 막게 된다[11].

따라서, 장애이해교육은 일반아동이 장애를 가진 

래를 바로 이해하고 존 하며 장애로 인한 차이는  

다른 하나의 개성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이

다. 한 그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한 자신의 편견

을 막고 더 나아가 래 가운데 형성될 잘못된 고정

념을 방하며 서로 다른 생활방식과 의견 등을 존 하

여 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형성하도록 한다. 그

러므로 일반아동들이 장애에 한 부정  념이나 편

견을 가지기 에, 인간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차이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용 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과 자연스

럽고 조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사회통합에 있어서 매우 요한 부분일 것이다

[11]. 이에 비장애아동들이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

과 더불어 생활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할 수 있

도록 필요한 교육이 무엇보다 실하다고 보아, 본 연

구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한 수용태도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그 의의가 매우 높

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 장에서 비장애아동들에게 

장애이해교육을 용함으로써 장애아동에 한 수용태

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

해 정 인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성공 인 통합교육

을 실천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장애이해교육은 비장애아동의 장애인에 한 

학교생활 수용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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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 장애이해교육은 비장애아동의 장애인에 한 

개인생활 수용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첫째, 장애이해교육은 비장애아동의 장애인에 한 

사회생활 수용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이해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장애이해교육은 장애이해  장애체험 주의 교육

을 통해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직  체험함으로써 장애에 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나

아가 장애 방과 사회  장애를 제거하려는 것이 주된 

목 이며 최근 련기 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교육

이다[7].

태도는 특별한 사람, 집단, 이념, 사건 는 어떤 상

에 하여 반응을 보이는 경향성으로 상에 한 행동

에 향을 미치는 학습된 신념이다. 이러한 태도는 모

든 행 의 근거가 되고  행 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

며, 이는 자아인식 발달이 시작되고 타인과 자신을 구

분하는 것을 배우는 3-4세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의 구조에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조직하고 구조화하면서 계속 으로 변화한다. 한, 태

도는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지속 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에 해서 

갖고 있는 태도 역시 정 으로 변화되도록 수정 가능

할 것이다[2]. 

일반아동의 장애에 한 태도 발달은 문화  가치, 

사회화 과정, 장애아동의 부정  행동에 한 일반인의 

반응에 향을 받는다. 장애아동에 한 편견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하여 부정  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부터 비롯되며, 이는 아동이 학령기가 되었을 

때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만 선호하도록 작용하여 결

국 장애아동을 거부하게 만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태도에 한 한 교육이 없이는 변화하기가 어려운

데 등학교 교실은 태도 형성 교육에 가장 향력이 

있는 장소로 이는 등학교 시기는 가정에서 형성된 기

존 태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강화되거나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12]. 그러므로, 비장애아동이 장애아

동에 해 부정확한 지각과 편견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

하지 않게 하기 해서는 장애아동에 한 태도가 고정

되기 인 등학생 시기에 장애에 한 올바른 인식 

 태도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이해교육은 장애에 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습시킴으로써 장애아동에 해 이해와 

태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해 심활동과 직  장애

아동을 만나 상호작용 하거나 모의장애체험활동을 통

해 장애아동에 한 이해와 태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체험 심활동으로 나  수 있다. 장애이해교육은 장애

에 한 정보제공, 유명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독서 

 집단 토의, 장애인 련 화나 애니메이션 람 등

의 시청각교육, 가설 인 사례 제시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 모색 등이 있으며, 체험 심활동으로는 장애인과

의 직‧간  , 모의장애체험활동 등이 있다.

이처럼 일반아동들에게는 등학교 학년 때부터 

교과 과정을 통한 지속 이고 체계 인 장애이해교육

이 필요하며, 일반아동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  사회 

반에 걸친 장애이해교육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장애이해교육과 수용태도와의 관계
장애이해교육이 장애아동에 한 비장애아동의 수용

태도 변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본 연구와 

련이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학생을 상으로 8주간 장애이해 로그램을 실

시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장애학생에 

한 수용도와 지지 태도 수가 정 으로 증진된 것으

로 나타났다[13]. 한 장애이해 로그램이 등학교 

학년 간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아울러 4주 동안 장애인

이면서 한 업 을 남긴 사람들의 소개,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교사 강연, 인터뷰, 그리고 장애체험 등으로 

구성된 교육을 받은 후 장애아동에 한 태도가 정

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하 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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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re와 Jeffrey(1972)[17]의 연구에 의하면 휠체어를 

타고 길을 다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경험한 집단

뿐만 아니라 휠체어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찰한 

집단에서도 장애아동에 한 정 인태도 변화가 있

었고 이러한 태도가 지속되었다고 하 다. 

Voeltz(1980)[3]은 증장애학생과의 다양한 수 에서

의 을 하고 있는 등학생 2,392명을 요인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등학교 고학년 여학생과 증장애 

래와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장

애학생들에 한 가장 많은 정 인 태도를 보 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로그램 시작 

에 장애인과의 경험과 그들에 한 느낌이나 의견을 

토의하게 했을 때 수용태도가 효과 이었다고 보고하

으며, 이 때 교사의 역할은 평가자가 아니라 활동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고 잘못된 개념을 수정해 주는 것

이 요하다고 하 다[17]. 한, 집단토의가 장애아동

에 한 비장애아동의 태도를 정 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하 다. 그러나 집단토의가 구조화

되지 않았을 때는 효과 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

으므로, 래 비 훈련 로그램의 한 요소로 사용하

려면 구조화된 로그램이어야 한다고 지 하 다[2].

장애에 한 화‧비디오‧책을 읽는 것도 일반아동

들의 장애아동들에 한 수용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

과 인 방법이라고 하 다[18]. 한, 장애아동에 한 

화를 시청한 후 일반아동들이 휠체어를 탄 학 동료

들을 덜 괴롭히는 것을 발견하 다고 보고하 다[19]. 

차수연(2002)은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잘 응

하며 살아가는 내용의 ‘오토다 ’의 생활이 담긴 비디오

를 보여 으로써 장애아동에 한 일반아동들의 태도

가 효과 으로 변화되었다고 하 다[20].

그러나, 장애이해교육이 반드시 일반아동들에게 

정 인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 인 결과도 있었

다. 장애아동을 직  장애이해 로그램의 패 로 소개

하거나, 장애아동과 련된 복지시설이나 기 을 방문

하는 방법 등의 장애아동들과 직 인 이 반드시 

정 인 태도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연구뿐만 아니라 

더 부정 인 결과를 갖게 되거나 이 의 고정 념을 강

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 다[21]. 신순자 외

(2010)는 등학생을 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집단 40명

과, 장애체험활동 집단 40명을 상으로 사 ‧사후검사

를 실시한 결과,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체험활동은 등

학생들의 장애수용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7]. 한,  수반되는 재 없

이 직 인 만으로는 정 인 결과를 낳지 않는

다고 하 다[22][23].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상은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의 S 등학교 5

학년 2개 학 에서 학 당 24명씩 등학생 48명을 연

구 상으로 하 으며, 1개 학  24명은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는 실험집단으로 설정하고, 1개 학  24명은 장

애이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하 다.

표 1. 연구대상

구  분 학년 학생수 총계

실험
집단

사전     
검사 5학년 24

48사후     
검사 5학년 24

통제
집단

사전     
검사 5학년 24

48사후     
검사 5학년 24

2. 연구계획 및 절차
2.1 연구계획
본 연구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수용태

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장애이해교육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장애아동에 한 비장애아동의 수

용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 다. 연구기간은 2011. 9. 

15-10. 19일까지 총6주간이며, 수용태도 측정 설문조사

를 통하여 사 ,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장애아동에 

한 수용태도의 변화를 측정하 다. 연구설계를 도식

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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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설계

구  분 사 실험처치 사후

R₁ O₁ X₁ O₂
R₂ O₃ O₄

R₁: 실험집단           
R₂: 통제집단
O₁,O₃: 사전검사(수용태도 검사지)
O₂,O₄: 사후검사(수용태도 검사지)
X₁: 장애이해교육 실시

2.2 연구절차
2.2.1 사 검사

사 검사는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에게 미치는 

향의 효과를 분석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기 1주 (2011. 9. 15) 같은 시간 각 학 에서 양 

집단에게 수용태도 검사지를 측정하 다.

2.2.2 교육실시

본 연구에서의 교육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상

을 실시 한 사 검사 1주후 실험집단을 상으로 학  

재량시간을 통하여 총 4회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 다. 

교육은 장애에 한 기 이론교육  시청각교육(9 

.22), 장애체험(9. 26), 장애 련기 견학(10. 5), 소감문

쓰기(10. 12)로 1회기 40분으로 진행하 다.

2.2.3 사후검사

사후 검사는 장애이해교육 종료 일주일 후(10. 19)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같은 시간 각 학 에서 실

시하 으며, 측정도구는 사 검사와 동일한 도구를 사

용하 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장애인에 한 비장

애아동의 수용태도를 검사하기 한 실험도구로 장애이

해교육에 련한 자료를 사용하 으며, 측정도구는 수

용태도 검사를 사용하 다.

3.1 장애이해교육
본 연구에서 용한 장애이해교육은 이상애 외

(2004), 변찬석 외(2005), 신순자 외(2012) 등이 활용했

던, 장애에 한 기 이론교육  시청각교육, 장애체

험, 장애 련기 견학, 소감문쓰기 등으로 구성하 다. 

장애기 이론교육은 장애개념  유형, 장애발생 원인 

 방법,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에 한 시청각교육 

등으로 구성하 다. 장애체험은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체험으로, 지체장애 체험은 휠체어체험  장애인 리

트 차량 탑승 체험 등이며, 시각장애 체험은 을 가리

고 흰 지팡이를 사용하여 목표지  돌아오기  2인 1

조로 편성해 시각장애 체험과 안내자의 역할을 번갈아 

체험하도록 구성하 다. 장애 련기 견학은 장애인종

합복지  견학  장애인 편의시설 체험으로 구성하

다. 소감문쓰기는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상기하며 소

감문을 작성하고 느낌을 나 는 것으로 구성하 다.

3.2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측정 척도
장애아동에 한 비장애아동의 수용태도 변화를 측

정하기 해, 문진아(2002)[24]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학교생활 10문항, 개인생활 10문항, 사

회생활 10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커트 척

도(Likert Scale)이다. 응답자의 각 문항에 한 반응을 

‘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다’ 2 , ‘보통이다’ 3

, ‘그 다’ 4 , ‘매우그 다’ 5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장애학생에 한 수용태도가 정

임을 나타낸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2

이 다.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장애이해교육을 독립변인으

로 하고 장애인에 한 비장애아동의 수용태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장애이해교육 실시 과 후의 수용태도

를 비교분석하 으며, 자료는 SPSSWIN Versio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 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연구방법  차에 따라 실험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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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 로 분석하 다. 실험결과분석에 앞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사 검사자료 분석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 다.

장애수용태도 사 검사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하여 

사 검사에 한 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 으며, 장애

수용태도 검사 사  동질성 검사를 보면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장애수용태도 사전 동질성 검사

구  분 N 평균
표
편차

t p

학교
생활

실험 24 3.2250 .49978 -1.143 .625통제 24 3.4083 .56716
개인
생활

실험 24 3.1625 .49940 -.547 .590통제 24 3.2542 .62553
사회
생활

실험 24 3.6875 .54638 -1.171 .254통제 24 3.8875 .53431

1.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학교생활 수용
태도 변화
집단에 따른 학교생활 장애수용 정도의 차이를 알아

보기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집단에 따른 장애수용태도 사후조사 차

이를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따른 학교생활 장애

수용태도의 차이[t=4.088, p<0.05]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학

교생활 수용태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생활 장애수용태도 사후조사 차이

구  분 N 평균
표
편차

t p

학교
생활

실험 24 3.9375 .34868
4.088 .000

통제 24 3.2917 .72287

한 학교생활 수용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

․사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응표본 t검증

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실험집단 사

․사후 차이[t=5.616], p<0.05]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통제집단의 차이[t=.811, p>0.05]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의 경우 장

애이해교육 실시 후 학교생활에서의 장애수용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 으나, 통제집단에서는 변화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교생활 수용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에 
따른 차이

구  분 N 평균
표
편차

t p

실험 사전 24 3.2250 .49978 -5.616 .000사후 24 3.9375 .34868
통제 사전 24 3.4083 .56716 .811 .426사후 24 3.2917 .72287

[그림 1]에서 양 집단은 사 에 실험집단이 3.2, 통제

집단이 3.4로 평균치가 분석되었으나 장애이해교육 후 

실험집단의 학교생활 수용태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실험ᆞ통제집단 학교생활 수용태도 사전ᆞ사후 비교표  

2.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개인생활 수용
태도 변화
집단에 따른 개인생활 장애수용 정도의 차이를 알아

보기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집단에 따른 장애수용태도 사후조사 차

이를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따른 개인생활 장애

수용태도의 차이[t=2.693, p<0.05]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개

인생활 수용태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집단에 따른 개인생활 장애수용태도 사후조사 차이

구  분 N 평균
표
편차

t p

개인
생활

실험 24 3.7833 .42801 2.693 0.013통제 24 3.2417 .7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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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생활 수용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

․사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응표본 t검증

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실험집단 사

․사후 차이[t=-4.814, p<0.05]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차이[t=.068, p>0.05]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의 경우 장

애이해교육 실시 후 개인생활에서의 장애수용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 으나, 통제집단에서는 변화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개인생활 수용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에 
따른 차이

구  분 N 평균
표
편차

t p

실험 사전 24 3.1625 .49940 -4.814 .000사후 24 3.7833 .42801
통제 사전 24 3.2542 .62553 .068 .946사후 24 3.2417 .79341

[그림 2]에서 양 집단은 사 에 실험집단이 3.1, 통제

집단이 3.2로 평균치가 분석되었으나 장애이해교육 후 

실험집단의 개인생활 수용태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실험ᆞ통제집단 개인생활 수용태도 사전ᆞ사후 비교표
  

3.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사회생활 수용
태도 변화
집단에 따른 사회생활 장애수용 정도의 차이를 알아

보기 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집단에 따른 장애수용태도 사후조사 차

이를 보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따른 사회생활 장애

수용태도의 차이[t=1.489, p>0.05]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집단에 따른 사회생활 장애수용태도 사후조사 차이

구  분 N 평균
표
편차

t p

사회
생활

실험 24 4.0458 .59489 1.489 .150통제 24 3.7542 .77571

  

한 사회생활 수용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

․사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응표본 t검증

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실험집단 사

․사후 차이[t=-2,194 p<0.05]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통제집단의 차이[t=.991, p>0.05]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의 경우 장

애이해교육 실시 후 사회생활에서의 장애수용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 으나, 통제집단에서는 변화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사회생활 수용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에 
따른 차이

구  분 N 평균
표
편차

t p

실험 사전 24 3.6875 .54638 -2.194 .039사후 24 4.0458 .59489
통제 사전 24 3.8875 .53431 .991 .332사후 24 3.7542 .77571

[그림 3]에서 양 집단은 사 에 실험집단이 3.6, 통제

집단이 3.8로 평균치가 분석되었으나 장애이해교육 후 

실험집단의 사회생활 수용태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

다. 하지만 학교생활이나 개인생활만큼의 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그림 3. 실험ᆞ통제집단 사회생활 수용태도 사전ᆞ사후 비교표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515

4. 논의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학

교생활, 개인생활, 사회생활의 수용태도가 향상 될 것이

라는 연구문제에 한 검증으로 사 ㆍ사후 설문지 t검

증 분석 결과, 학교생활과 개인생활은 p<0.0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생활 수용태도

에는 p>0.05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회기의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학교생활 

 개인생활에는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이해교육이 무조건 시간을 많

이 제공해야 한다는 통상 인 생각에 반하는 것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단 으로 보여주

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변찬석‧박미애(2005), 우해숙외

(2004), Lazer외(1971)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생활에는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이해교육이 사회생활부

분의 미흡, 수용태도 설문지의 문항 신뢰도, 실험집단ㆍ

통제집단 외부 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한 가설검증이 

부족하 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악하여 

연구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이해교육은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한 학교생활 수용태도를 

정 으로 변화하 다. 장애아동이 학령기에 가장 많

이 생활하는 곳은 학교이다. 하루 일과  오 ‧오후까

지 학교에서 생활하며 비장애아동과 같이 생활한다. 장

애이해교육이 장애아동에 한 비장애아동의 수용태도 

변화는 교육기 과 련유 기 에서는 주목해야 할 

이다. 

둘째, 장애이해교육은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한 개인생활 수용태도를 정 으로 변화하 다. 병원 

같이가기, 어려운 일 도와주기, 생일날 하기, 음식 

나눠 먹기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증장애인들은 신체 ․정신  이유로 인하여 

비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제한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이해교육을 통하여 비장애아동들의 개인

생활의 수용태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

애이해교육은 나이가 어릴 때부터 실시하여 올바른 장

애 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이해교육은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에 

한 사회생활 수용태도 변화에는 향을 주지 못했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장애이해교육은 장애인 개인에 

을 둔 교육자료로 작성되어 비장애아동의 사회생활 

수용태도 변화를 유도하는데 부족하 다. 비장애아동

들의 사회생활에 한 수용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이해교육의 내용보다 

더 다양한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을 나타내고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심화하고 발 시키기 해 후속되

어야 할 연구 과제를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이 비장애아동의 

학교‧개인생활에 효과 이라는 결론이 검증되었다. 하

지만 장애인에 한 비장애아동의 수용태도 변화의 효

과가 지속성 유지 부분에 한 입증이 부족하다. 추후 

장애이해교육 효과의 지속성 유지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 비장애아동의 사회생활 수용태도

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교육 자료는 

장애인에 을 두여 제작한 것으로 장애인뿐만 아니

라 개인․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자료를 활

용 한 장애이해교육 자료가 제작되어야 한다. 교육기  

 련유 기 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비장애인의 잘못된 장애인식이나, 장애에 한 무

지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해 지속 이고 다양한 

근방식의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제천지역 내 등학교 5학년 학생들

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하지만 장애이해교육

이 유아․ 등학생․ 학생․고등학생․ 학생․일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 No. 4516

성인 등 다양한 상을 연구 상으로 설정하여 상별 

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자신이 해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아집이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 장애인

에 한 비장애인에 한 생각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것이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것이다.”, “장애인은 우

리가 보살펴 줘야 할 사회  약자이다.” 이러한 편견을 

만드는 것은 장애에 한 무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한 교육은 학습효과가 뛰어난 유․소년기

부터 시작하여 장애인에 한 올바른 인식속에 장애인

이 사회속에 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지역 내 련기  모두의 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장애이해교육  장애인

식 로그램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의 반 인 수

용태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부분 이 지만, 본 연구는 

수용태도를 구체 으로 학교생활‧개인생활‧사회생활

로 세분화하여 수용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변인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실험실 상황과는 달리 여러 변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

는 일반학교 교실생활 상황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다음

과 같은 제한 을 가진다. 첫째, 장애아동에 한 인식, 

태도는 개개인의 윤리ㆍ도덕  가치 개념이며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본 설문지에서 제시한 문항에 장애아동에 

한 생각을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있다. 둘째, 본 연

구는 지역 내 일반 등학교 5학년 2개 학 을 상으로 

하여 연구의 결과를 체 아동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

기에는 제한 이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습득 된 

비장애아동의 이해  수용태도 변화의 지속성 유지에 

한 검증이 어려운 것에 제한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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