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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인가: 보호작업장 경도지적장애 성인의 자기개념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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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호작업장 경도지적장애 성인의 자기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3명의 연구참여자에게 반
구조화 된 심층면접과 그들의 어머니, 동료, 작업장 및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사
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자기개념의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전반적” 범주들이 확
인되었고 각각에 대해 추상화시킨 유형들이 도출되었다. 분석과 해석을 통하여 드러난 보호작업장 경
도지적장애 성인의 자기개념이 사회복지 현장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지적장애 성인, 보호작업장, 자기개념, 질적 사례연구

1. 연구의 필요성
삶의 전 과정에 걸쳐 자신이 누구이며 또 이 세상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각을 자기개념
(self-concept)이라고 한다. 자기개념은 환경에서의 경험과 그 환경에 대한 개인의 해석을 통해 형성되고, 이
것은 다시 자기 자신과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개인이 하는 많은 경험 중에서 자기개념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천은 아동기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 특히 개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 개인의
행동에 대해 제공해 주는 피드백과 강화이다(Shavelson, Hubner, and Stanton, 1976). 사회적 구조물로서의
자기개념은 다른 사람들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유지.발전되며, 이러한 자기개념은
상황과 함께 변해가는 맥락적 성격을 띤다(Scott and Lane, 2000). 사회적 경험은 자기개념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지각하는 것에서 주요
한 역할을 한다(Mead, 1913). Shavelson et al.(1976)은 자기개념이 다차원적이며, 내적으로 일관되고, 위계적
으로 구조화된 개념들로 학문적 자기, 사회적 자기, 신체적 자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다차원적이고
위계적인 자기개념은 개인 안에 있는 하나으 실체가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예측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2011)을 요약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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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가상적 구조이다. 자기개념은 개인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주며 이 행동은 차례로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준다.
지적장애인은 인지적 장애로 인해 그들 자신에 대한 사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자기개념을 발달시킨다(조인수, 2006). 그들
의 자기개념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부정적인 사회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그들은 삶의 다양한 영
역에서 많은 실패를 겪었고, 사회적 고립과 배척, 낙인 등을 받아왔다. 또 지적장애인은 의존적이며 무력하
다는 일반화된 고정관념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들을 평가절하 해 왔다
(Ali, Strydom, Hassiotis, Williams, and King, 2008).
긍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기개념이 성공적인 직장생활과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으며(Coopersmith and
Feldman, 1974; Crowder and Michael, 1989; Hattie, 1992; Brown and Goldenberg, 1993; Reiter and Bendov,
1996; Petrovski and Gleeson, 1997; Craven, Marsh, and Burnett, 2003), 부정적인 자기개념은 자기비난과 자
신의심,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Jerajani, 2006). 지적장애 성인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실패하고,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받고, 고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Elbaum and Vaughn, 2003).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이고
낮은 자기개념을 갖게 되고 이는 낮은 성취라고 하는 악순환을 낳는다(Jahoda, Pert, Squire and Trower,
1998).
국내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자기개념을 다룬 연구들은 다소 있지만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개
념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자기개념을 다룬 국외연구는 미미하게나마 찾아볼 수 있
다. Cuskelly and de Jong(1996)은 다운증 청소년들의 자기개념과 비장애 아동들의 자기개념을 비교하여 그
들간의 자기개념이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또 자기개념이 낮은 지적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인
관계 상황에서 더 민감하고 공격적이기 쉽다는 것을 Jahoda 등(1998)이 제시하였다. Cambra and
Silvestre(2003)의 연구는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보다 사회적 자기개념과 학문적 자기개념은 낮지만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지니며, 교사의 교수 스타일과 태도, 가족의 반응이 학생들의 자기개념에 중요함을 보
여주었다. Li et al.(2006)의 연구에서 지적장애인들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비교를 하
였다. Dixon, Marsh, and Crave(http://www.aare.edu.au/05pap/dix05388.pdf)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지적장애를
수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개념이 높았다. 그들은 자기개념을 향상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하
향비교와 사회적 비교를 하였고 비교집단을 선별하였다. Duvdevany(2002)는 비장애인과 함께 여가활동을
한 지적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자기개념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적 자기개념 수준이 지적장애인들끼리 여가활
동을 한 사람들보다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지적장애 성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기개념을 가질 때 직장생활과 대인관계 모두에서 건강하고 성취적이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Brandon, 2006; Da Silva, 2007).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개념이 중요함에도 지적장애 성인의 자기개념을 주제로 한 연구,
특히 제한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지적장애 성인들의 자기개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비장애인들과 다른 삶의 환경에 있는 지적장애 성인들이 자기개념을 형성시키는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그들
이 긍정적이고 높은 자기개념을 형성시키는데 도와줄 지원방안을 모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보호작업장 경도지적장애 성인들의 자기개념이 어떠한지를 밝혀내어
이해하는데 있다. 이 연구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로 ‘보호작업장 경도지적장애 성인들의 자기개
념은 어떠한가?’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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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수사례설계(multiple case design)를 사용한 질적 사례연구로 보호작업장과 지적장애라고 하
는 특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질적 사례연구는 현실세계의 맥락 속에서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따라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나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다(홍윤희‧노경주‧심종희 역, 2000). 질적 연구방법은 인지적 한계 때문에 질적 연구대상이 되기 힘들었
던 지적장애 성인들이 현실세계에서 경험하는 자기개념의 맥락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3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된 본 연구의 연구과정은 [그림 Ⅱ-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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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다수사례설계 과정

1) 연구장소
연구장소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보호작업장으로 3개의 그룹홈이 동일 건물에 있는 곳이다. 이곳은 연구
자의 근무지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 간에 이미 라포가 형성되어 있었다. 2/3 이상의 장애인들이 동일 장
소에서 같은 동료들과 18년 이상을 함께 해 온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작업장에는 24명의 지적장애 성인
들과 연구자 외에 2명의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룹홈에는 각각 3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다. 장애인들의 연령은
24세에서 53세로, 남자가 15명이고 여자가 9명이다. 1명을 제외하고 지적장애 2급과 3급인데 5명은 언어장
애를, 6명은 지체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12명(남자 8명, 여자 4명)은 그룹홈에서 주중 생활을 하고 12명은
매일 출퇴근을 한다. 작업장은 오전 9시부터 5시 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기타조율키조립과 고
무파킹조립 작업을 한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 주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을 선정하는 결정적 사례 추출방법(critical case
sampling)으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정기준(표 Ⅱ-2 참조)과 연구참여자에 대
한 일반적 정보(표 Ⅱ-3 참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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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 본 연구와 관련된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자
․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사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
․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론하는 조망적 사고능력이 가능한 자
․ 본 작업장을 시설 설립 초기부터 다니고 있는 자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표 Ⅱ-3] 연구참여자에 대한 일반적 정보

연구참여자

연령

지능

A씨(여)

49

73

B씨(남)

45

75

C씨(남)

46

78

능력 및 장애
․구어능력과 판단능력 있음
․읽기, 쓰기, 계산능력 부족
․구강과 다리에 약한 마비
․뛰어난 언변과 판단능력 있음
․읽기, 쓰기, 계산능력 부족
․양 다리에 약한 마비
․뛰어난 언변과 판단능력 있음
․쓰기능력 부족.
․안면 틱장애

가족관계
부모
1남 2녀
장녀
모
3남 1녀
셋째
모
2남 1녀
장남

거주지
집+
그룹홈
집+
그룹홈
집

3) 자료수집
연구참여자에 대한 심층면접과 관찰을 통해 연구참여자에 대한 참여 및 비참여관찰을 하였다. 연구자는
주로 중식 및 휴식시간에 연구참여자가 동료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면접 내용과 일치
하는지 확인하였다. 동료와 어머니, 종사자 등과의 면접과 상담기록지 및 사례연구자료도 연구참여자들의 면
접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실시되었다.
면접은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Cambra and Silvestre(2003)의 자기개념 검사지를
참고하여 제작된 지침서를 사용하였다. 면접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이었고 개략적인 질문으로“자신의

”

”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가? ,“선생님들은 나

”

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가? ,“장애가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등 이었다.
연구참여자가 질문에 잘 응답하도록 연구자가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었다. 면접은 개인당 5회 이상
실시되었고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종료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면접내용을 녹음하였고 면접시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메모하였다. 면접과 관찰 내용은 그날로 PC
에 전사하였다.

4) 자료분석 및 해석
자료는‘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과‘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사
례 내 분석’에서는 각 사례에서 주제를 확인하고,‘사례 간 분석’에서는 3개의 사례들을 아우르는 공통 주
제를 검토하였다. 모든 자료들은 분석 과정에서 분해 ‧ 재통합 ‧ 압축되어 서로 연결되었다. 그러므로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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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행동, 쟁점, 상황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과 해석은 Stake(홍윤희 외 역, 2000)의 방법을 사용하였다(표 Ⅱ-4 참조). 먼저 자료에서 반복되
고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단위들을 조합하는‘범주 합산’으로 자기개념의 다차원적 측면들이 범주로

’

분류되었다. 개별적인 경우에 대해 직접 해석을 내렸다.‘직접 해석 은 어떤 경우를 분해했다가 더욱 의미
있게 재결합하면서 의미를 끌어내는 작업이다. 그 후, 범주들의 유형을 도출하였고 드러난 유형들 간의 일관
성과 범주들 간의 일치나 조화를 찾았다(부록 참조). 마지막으로, 유형들을 사용하여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
한 통찰과 추론을 하는 추상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범주 합산과 거기서 발전된 유형들 사이를 오가면서
자료와 맥락을 연결하고 자료에 대한 최종 통찰을 얻기 위해 유형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료 분석과 보고
자료 처리
읽기와 메모
기술2)
분류

[표 Ⅱ-4] 자료분석 및 해석 과정

내용
면접과 관찰 자료를 위한 파일을 만들고 조직화한다.
전체 텍스트를 여러 번 읽는다.
텍스트에 여백 노트를 만들어 메모한다.
최초의 코드를 형성한다.
사례와 그 맥락에 대해 기술한다.
범주 합산(categorical aggregation)3)을 한다. 범주코딩 시 개념적 유사성 및 차이를 발견하고자
한다. 범주들의 유형을 찾는데, 이때 2개 이상의 범주들 사이에서 일치되는 것을 찾는다.
자연주의적 일반화(naturalistic generalization)4)를 이끌어내고, 사람들이 그 사례에서 배울 수
해석
있는 것 또는 사례모집단에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한다.
보고와 시각화 표나 그림이 첨가된 이야기(narrative)로 제시한다.
[표 Ⅱ-5] 사례 내 분석에 따른 범주 및 유형

유형
범주
A사례
B사례
C사례
① 개인적 장애와 결부된 외모에 대한 불만족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극복될 수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장애 수용
자기개념 그리고 부러움
있는 장애
② 직업적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 능력 발휘를 통한 인정 획득의 수 일을 통한 능력의 발견과 금전적 소득
자기개념
단으로서의 일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가족
내
비교
가족의 돌봄에 대한 의존성과 자율 가족의 양가적 시각: 무시와 인정
③ 가족 에서 오는 자괴감
성 추구 간의 갈등
사회적
동료들의
무시로
인한
열등감과
소
동료에 대한 배려 뒤에 숨겨진 우 동료들의 무시와 거부에 대한 자기
동료 외감
월감
암시적 수용과 초연함
자기
이면에 있는 무능력에 대 종사자들의 기대와 인정에 부응하기
개념 종사자 종사자의 수용과 인정에 대한 갈구 자기고집
한 두려움과 자존심
위한 노력과 부담감
④ 전반적 이상적인 자기에 대한 갈망에서 오 지나친 자기인정에 따른 현실적인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유능한 자기
자기개념 는 현재의 무능력한 자기 거부 자기 회피
인식에서 오는 당당함과 만족감
2) 기술(description)은 연구자가 기록한대로 사례에 대한‘사실들’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은 분석의 첫 단계로, Stake
(홍윤희 외 역, 2000)는 이것을‘내러티브 기술’이라고 부른다.
3) 사례 분석의 한 측면으로서, 이슈와 관련된 의미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자료로부터 일군의 실례들을 찾게 된다.
4) 한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다른 사례들로의 일반화를 위해 그 사례가 연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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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는 사례 내 분석에 의해 도출된 범주 및 유형을 제시한 것이고, [표 Ⅱ-6]에서는 사례 간 분석에
의해 도출된 범주 및 유형을 제시하였다.

범주
① 개인적 자기개념
② 직업적 자기개념
③ 사회적 자기개념
④ 전반적 자기개념

[표 Ⅱ-6] 사례 간 분석에 따른 범주 및 유형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관심
자기과시의 기회
인격적인 대화적 관계의 갈망
더 나은 나를 꿈꾸며

유형

5) 윤리적 고려
윤리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보호와 관련된 것이다. 심층면접 시 연구참여자들에
게 연구 목적을 설명해 주고 익명성이 보호될 것임을 알려주었다. 연구자가 바라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압박을 주지 않았고 면접 내용의 비밀보장을 알려주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면접 내용을 조절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도 알려주었다. 또 면접 내용은 외부 유출 없이 본 연구
자료로만 사용됨을 설명해 주었다. 연구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참여하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확인시킨 후‘연구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연구참여 동의서의 내용을 읽
어주고 연구참여자가 사인하도록 하였다.
둘째, 참여관찰과 관련된 것이다. 연구자의 현장 참여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방해를 받
거나 종사자들이 업무를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3. 연구결과
1) 사례 내 분석에 따른 해석
자기개념은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전반적 자기개념으로 범주화되었다. 각 사례들의 자기개념의 의미는
4가지 범주에서 도출된 유형화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1) A 사례의 자기개념
장애와 결부된 외모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부러움
외모는 40대 말의 지적장애 여성에게도 지대한 관심 영역이다. A씨가 자신의 얼굴에서 코가 예쁘다고 말
하는 것은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인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러나 A씨는 드러나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와 볼품없는 몸매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자기 몸을 전체적으로 싫
어한다. 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녀의 인지적 장애는 그녀를 지적장애인으로 분류시키고 다른 사람들
이 그녀를 무시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비장애인들을 매우
부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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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내 코가 이쁘다고 말해요. 근데 내 생각에도 코가 이쁜 것 같아요. ... 내 발
이 이런 것, 그래서 잘 못 걷는 것, 다리 불편한 것, 먹을 때 흘리는 것, 옷 입어도 태도 안
나는 것, 이런 게 모두 다 싫어요... 저도 원장님처럼 옷 잘 입고 싶어요... 나는 장애자로 태어
났지만 무시는 안 받고 싶어요.. . 제가 살이 쪘잖아요. 살 빼야 하거든요... 제 여동생은 비쩍
말랐는데... 그 애는 예쁘거든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
A씨가 일을 잘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이다. A씨가 작업해서 벌은 돈으로 어린 조
카에게 옷을 사 준 것은 그녀에게 능력 있는 성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해 준 동시에
일을 해야만 한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엇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와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충돌은 그녀로 하여금 끊임없이 종사자들의 눈치를 보며 작업을 하게 만든다.
저는 돈도 조금밖에 못 벌잖아요. 지난 번에는 작업 해서 벌은 돈으로 큰 조카 옷을 사 주었어요....저도
일 잘 하고 싶거든요. 근데 눈은 자꾸 딴 데를 보고 있기도 하구요. ....제가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돈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가족 내 비교에서 오는 자괴감
A씨는 맏이로서 가족 안에서 제 역할을 해 오지 못하고 오히려 나이 들어가는 부모의 염려와 고통의 원
인이라는 자각으로 인해 부모와 동생들에게 늘 미안하다. A씨는 능력 있으며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동생들
이 자랑스럽고 고맙지만 한편, 부모가 동생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서 자신은 부모의 짐만 되는 존재라
는 생각에 우울해 한다. A씨는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동생들과 비교함으로써 부러움과 열등감을 느끼고
그녀의 존재와 삶은 그 자체로 늘 미안하고 괴로운 것이 된다.

(눈시울을 붉히며)제가 맏이인데 노릇도 못하고, 동생들한테도 미안하고... 동생은 돈도 많
이 벌고 능력이 있는데 저는.. 동생들이 저한테 잘해줘서 고맙고. 근데 자꾸 엄마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울해 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엄
마 아빠는 제가 아니면 시골에 가서 사시는데 저 때문에 못 간대요.
우리 아이가 정기적으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약을 타 와야 해요. 사실은 우울증 약을 먹거
든요. 애가 하도 힘이 없고 까부러지면서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면 아무 이상이 없
대요. 의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하지요.(A씨 어머니 면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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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의 무시로 인한 열등감과 소외감
A씨는 모든 동료들이 자신을 안 좋게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짜증을 많이 내고 뻣뻣한 성격과
부드럽지 않은 말씨, 그리고 계속 잔소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료들이 자신을 싫어 할거라는 생각에
그녀는 동료들의 눈치를 보는 행동을 한다. A씨는 자신이 작업장과 그룹홈 모두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언니로
서 대우받는 것은 좋지만 언니노릇을 해야 하는데서 오는 부담과 동생들보다 자신이 그룹홈과 작업장 모두
에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열등감을 갖는다. A씨는 동료들이 자신을 좋아해주기를 바라지만 그
녀가 동료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 태도는 동료들이 그녀를 멀리하고 무시하게 만들며 그로인해 소외라는 결
과를 가져온다.

동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짜증내는 것 싫어하는데, 내가 뻣뻣한가
요? 말씨가 부드럽지 않은데 말씨 고치는 게 잘 안 돼요.. . 근데, 내가 좀 무시받게 하는 면이
있어요. 일 잘 못하고, 또 모범 잘 못 보이고... 제가 월급 제일 조금 타잖아요. 그 애들은 저
보다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걔네는 저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A씨가 그룹홈에서 잘 하는 게 없고 또 모범도 못 보이다보니 동생들로부터 무시를 많이
당해요. 자의식이 강하고 또 눈치가 빠른 A씨는 자신이 어떤 일을 실수했거나 잘 못했을 때
동생들이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어느새 자기 팔이나 얼굴을 손으로 뜯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그룹홈 담당 종사자 면접 내용)
종사자의 수용과 인정에 대한 갈구
A씨는 종사자들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신이 작업을 잘 못하고 몇
몇 동료들과 다투는 일도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정말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하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다. 자신의 작업 성과는 신통치 않지만 자신이 잘하려고 노력할 때 종사자가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알고 기뻐
한다. A씨는 특히 그룹홈 종사자와의 개인적 상호작용을 통해 수용되고자 하는 갈망이 크다. 그러나 종사자
의 관심을 동료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에 그녀의 갈망은 쉽게 성취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룹홈에서 동료들
과 함께 TV 시청을 하고 그날의 일들을 얘기하고 작은 실수들에 대해 웃고 떠드는 활동들에 종사자가 함께
할 때 자신이 수용되고 존중된다고 느낀다.

A씨: 내가 모든 게 느리니까, 잘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나를 좋게 생각하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업 잘 못하잖아요. 나도 일 잘 하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아요.
연구자: A씨가 옛날에 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알아요. 작업장에서 눈치 덜 보려고 노
력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구요.
A씨: 그래요? 제가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그렇게 봐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눈
치 안 보려고 노력해요. 그걸 아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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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선생님은 동생들 앞에서 나에게 무시하는 말로 가르쳐서 기분 안 좋았어요. 나는
장애자로 태어났지만 무시는 안 받고 싶어요. 그 선생님은 절대 자기 나이 안 가르쳐 주었어
요. 지금 선생님은 나이도 말 해 주고 그래서 좋아요. 그 전 선생님은 나보고 자꾸 거짓말 한
다고 해서 속상했어요... 이번 선생님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이상적인 자기에 대한 갈망에서 오는 현재의 무능력한 자기 거부
자신의 장애와 일반인들과 다른 자기 삶에 대한 A씨의 인식은 끊임없이 장애가 없는 평균적인 삶에 대해
갈망하고 장애인으로서의 자기 현실을 거부하게 한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장애와 장애인으로서의 삶,
‘하필이면 왜 내가 장애인인가’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분노로 인해 A씨는 현실에서 행복할
수 없다. 장애가 없는 자기 모습을 갈망하면 할수록 현재의 무능한 모습을 더욱 거부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현실화시킬 수 없는 갈망을 품고 주어진 장애인의 삶을 운명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자신에 대해 A씨는 존재
적 우울과 고통을 경험한다.

도와달라고 할 때 미안하고 자존심 상해요. 이렇게 장애인으로 사는 게 싫어요. 자신감도
없고.. .저도 똑똑하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자신감 있게 살려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해
요. 똑똑하게 살아야 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도 멋있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어요.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눈물을 글썽인다).. .우리 집에는 장애자가 없는데 나만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나도 능력 있게, 혼자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장애가 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2) B 사례의 자기개념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극복될 수 있는 장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많은 경우 외모를 통해 형성된다. B씨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잘 생겼
다고 하는 자기도취적인 생각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해 준 말을 내재
화시킨 것이기도 하다. B씨는 자신이 외관상 드러나는 불편한 다리와 지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이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불편한 다리는 거부할 수 없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지적능력의 제한성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싶어 하는데, 학력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울을 보면 ‘나도 잘 생겼지’라고 생각해요. 동네 어른들도 나 보고 잘 생겼다고 말해서
내가 잘 생겼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다리가 장애에요.
머리가 떨어져요. 조금...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학력이 짧은데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게 자신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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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발휘를 통한 인정 획득의 수단으로서의 일
B씨에게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능력을 계속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그는 잠재
능력이 발휘될 수 있고 이로써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중요하다. 그는 자신의 작업 능력
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신이 과거에 못 했던 어려운 일들을 해 냄으로써 자신감과 자긍심이 높아
졌다. 그래서 다른 어려운 일들을 시도하거나 작업반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된다.

나는 어려운 일을 해 내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이것은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도 자극
을 줘요.. 내가 일하는데 있어 능력은 더 있지만 나는 중간 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B씨가 작업반장되는 것에 야심이 있어요.. . 자꾸 자기도 시켜달라고 해요. 잘한다고 인정받
으니까 글쎄 작업반장까지도 넘본다니까요. 하지만 작업반장 하기에는 실력이 많이 딸리
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식사 후에도 작업대에 앉아서 작업을 해요. 쉬시라고 해도.(작업장
작업 담당 종사자 면접 내용)
가족의 돌봄에 대한 의존성과 자율성 추구 간의 갈등
B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B씨의 필요를 돌봐주며 그의 장래를 염려한다. 그러나 가족의 염려와 지원은
그가 자율적인 성인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가족의 돌봄에 의지하면서 동시에 그 돌봄으로부터 벗
어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B씨의 양가감정은 가끔 고집스럽게 나타나는 그의 유아적인 행
동에서 드러난다.

집에서 도통 말이 없어요. 물어보면 그저 좋다고만 하고. 제가 뭐라고 하면 소리 지르고.
내 말은 아예 안 듣죠... 얼마나 똥고집인지 당최 당해내질 못해요. 제가 시키는 것은 하지도
않거니와... 작업장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타서 뭘 하겠다고.. .동생이 무척 잘하거든
요... .우리 애가 얼마나 능력이 커지겠어요? 전 그냥 지금처럼 용돈이나 줘가며 그 돈으로 먹
고 싶은 거 사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B씨 어머니 면접 내용)
동료에 대한 배려 뒤에 숨겨진 우월감
동료들에게 B씨는 친절하고 배려하는 남자로 인정받고 있고 그도 자신이 동료들로부터 수용되고 있음을
안다. 자신이 동료들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런데 이 우월감은 그룹홈에서 전체 자치회장을 오랫동안 해 온 것에서도 기인한다. 가치 있는 역할 수행과
근래에 들어 향상되고 있는 작업 실력은 모두 그가 동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B씨
가 동료들에게 관대하게 하는 행동은 자기개념을 강화시키는 자기-성취 예언의 기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동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하는 우월감을 갖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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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이 힘들 때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대신 해 주니까 나를 좋아해요... .나
보다 더 어렵고 불편한 동료를 도와주고 잘 하도록 내가 모범을 보여야 해요.
그룹홈에서도 다른 식구들이 B씨를 다들 좋아해요. 왜냐하면 늘 양보도 잘 하시고 배려를
잘 하니까요... 그러고 보면 B씨는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
는 태도가 있긴 해요.(그룹홈 담당종사자 면접 내용)
자기고집 이면에 있는 무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자존심
B씨는 종사자들이 잘 해주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 준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싫어하
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종사자들에게 잘 물어보지 않는데 묻거나 도움 요청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긴다. 그리고 자기고집이 있어 작업장에서 종사자가 요구하는 식으로 작업하기보다 자기 방식대로 함으
로써 불량을 내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잘못을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데,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이 잘 해주고 있어요. 이것저것 물어봐 주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 해
줘요. 그런데 선생님은 나를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요.
선생님이 알려주었는데도 내가 자꾸 물어봐요. 바쁜데도 다 답해 주세요.
가르쳐드려도 어떤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해서 불량을 낸다니까요...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 잘 인정을 안 해요. 꼭 핑계를 댄다니까요. 이것저것 변명거리를 갖다 붙여요.(작업장
담당 종사자 면접 내용)
지나친 자기인정에 따른 현실적인 자기 회피
자신의 경험들 중 어떤 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그리고 자기-이미지에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왜곡시키면
인지 부조화 상태가 된다고 Rogers(오제은 역, 2007)는 말한다. B씨 역시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간
의 격차가 클 때 자신의 참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의 신체적 장애와 작업 및
기초생활에서의 낮은 기능은 뛰어난 언변과 자치회장이라는 역할과 부조화를 이룬다. 그의 자기개념과 일
치하지 않는 경험은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될 수 있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자기개념을 유지‧보
호하기 위해 더 엄격하게 조직화시킨다. 그래서 그의 자기개념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대신 자신의 잠재능력은 노력하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무
능한 모습을 부정하고 회피한다.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확고할수록 현실의 자기 모습을 수용
할 수 없다. 현실의 부족한 자기 모습을 부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경험 즉, 동료들과 종사자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정과 감탄이라는 긍정적
인 관심을 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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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갈 때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때는 기다려주어야 해요. 물론 내가 늦는
경우도 있지요.. .그룹홈 자치회장은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치회장은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오랫동안 그룹홈 자치회장을
해 온 것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을 잘 도와주기 때문이지요.. .그런
데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틀렸더라구요. 그래도 물어보는 게 불편해요.
(3) C 사례의 자기개념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장애 수용
C씨는 미남으로 인정받고 자신도 잘 생겼다는 것을 안다. 이는 가족, 동료, 종사자, 자원봉사자들로부터
계속 이런 말을 들어왔고 또 자신이 보아도 잘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자각이다. 그는 자기 외모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으로 인해 일을 잘 못해도 동료들이나 비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지적장애를 수용하지만 장애를 객관화시키고 싶어 한다. 이것은 자신의 장애를 진실로 받아들이기
보다 사고력, 언변, 화폐사용 능력, 이동능력 등에서 부족한 동료들과 20년 가까이 함께 일해 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수용하는 것이다.

내가 잘 생겼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자신 있어요. 어디 가도 주눅 안 들고 당당해요. 다
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있지만 내 눈으로 봐도 잘 났어요. 이 정
도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아요. 내 외모에 자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사는 거에요.. .어디 가도
당당하게 나를 소개할 수 있게 입고 싶어요.. .나는 지적장애인요. 지적장애인들은 모든 능력
이 즉, 수리력이나 계산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일을 통한 능력의 발견과 금전적 소득
C씨에게 일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 책임 있는 성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해 준다. 과거 볼펜조립을 할
때 무능성을 경험하면서도 하찮은 일을 한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었다. 그의 가족도 작업장을 소일거리 하
는 하찮은 장소로 여겼고, 그 일을 하는 C씨를 역시 하찮게 여겼었다. 그러나 이제 C씨는 어려운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면서 능력 있는 존재임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돈은 그의 주 관심사가 아닌
데 돈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도 용돈을 받기 때문에 일에 대한
동기는 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받고 인정받는 것에 있다.

옛날엔 내가 작업장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었어요.. .나는 일 잘 해요. 일이
많아서 좋지요. 그래서 일할 맛이 나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변했는데요. 옛날엔 돈도 안
되는 볼펜작업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일 하면서 돈 벌잖아요. 그게 어딘데요.. .엄마가
돈 떨어질 때마다 주세요. 동생들이 가끔 챙겨주기도 하구요.
예전에는 시간이라도 보내기 위해 작업장에 보냈지만, (이젠) 나름대로 월급도 받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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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엔 꽤 받아 왔더라구요... 어떤 날은 좀 가지 말았으면 하고 말하면 가야 한다고 그래
요. 거긴 직장이지 놀이터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가 빠지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요... 자기가 어른이기 때문에 일해야 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시간 맞춰 가야 하고 빠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C씨의 어머니 면접 내용)
가족의 양가적 시각: 무시와 인정
C씨에 대한 어머니와 동생들의 시각은 C씨가 작업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변했다. C씨는 맏
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가족은 C씨가 상황에 맞는 사회적 행동을 잘 못할 수 있다고 여겼다.
C씨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결근하거나 조퇴해야 했다. 이는 C씨가 어머니에게 의지가 되는 아들이라는 면
에서 긍정적이나 C씨를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성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C씨
는 어머니의 양가적 태도에 의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C씨는 자신에 대한 가족의 시각이 변한
것을 경험하면서 가정과 작업장에서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엄마도 “니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니가 그렇게 일을 잘하냐?”고 말해요. 엄마가 그런
말할 때 기분 좋아요. 과거에는 “니들이 하면 뭘 해?”라는 시각으로 보았는데...
지금은 우리 애가 안 나오면 일이 안 돌아간다고 하니, 그 애가 그렇게 능력 있는 줄 저도
몰랐어요...처음에는 “니네가 하면 얼마나 하냐. 그냥 그러다 말지라고”라고 생각했는데.. .제
가 맨날 애 취급하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솔직히 우리 애가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지 아빠
가 있을 때는 내가 그 애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집에서도 얼마
나 의젓하게 하는데요.(C씨 어머니 면접 내용)
동료들의 무시와 거부에 대한 자기암시적 수용과 초연함
C씨는 자신의 능력과 무능성으로 인해 동료들로부터 인정과 동경을 받는 동시에 무시와 거부를 당한다.
동료 관계에서의 이런 이중성은 C씨로 하여금 자신이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면 받아들여질 거라는 자기암
시적 수용과 동료들의 무시와 거부에 초연하는 모습을 발전시킨다. 자신이 동료들보다 작업능력은 부족하
나 그들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든 상관없이 우월한 자신
이 부족한 동료들을 참아내고 먼저 다가가며 좋게 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료들은 나를 좋게 생각할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동료들을 나쁘게 생각하면 내가 부정적
이 되므로 차라리 동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먼
저 다가가요.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해 왔기 때문에 나에 대해 다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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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의 기대와 인정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과 부담감
C씨는 과거에 일도 못하고 지각과 결근도 많이 해서 종사자들이 아직도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또 자신이 지금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과거보다 작업 능력이 좋아졌지만 다시 일
을 잘 못해서 종사자들을 실망시키지나 않을까 걱정한다. 그는 종사자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자
신이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자신에게 기대를 가져 주는 것에 고마워하면서도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종사자들이 자신을 믿어주고 계속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앎으로써 일을 잘
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선생님들은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선생님들은 내가 일 못할
때, 노력 안 한다고 생각할 때 섭섭해 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다 알려주니까 좋죠. 옛날에는
저희한테 말해 주지 않았어요. 쟤네가 뭘 알아 하면서.. .내가 미사 해설 하는데 굉장히 부담
되었어요. 실수할까봐. 이런 역할을 나를 믿고 맡겨줘서 영광이죠.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유능한 자기 인식에서 오는 당당함과 만족감
C씨는 자신이 무능하여 가족, 동료, 종사자들로부터 무시당했던 과거의 자기 자신을 일을 열심히 해내는
능력 있는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만족해한다. 그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요,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사
람이라고 확신한다. C씨는 위축되어 살았던 과거 모습과 비교하면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유능한 존재라는
것에 만족스러워 한다.

저는 주눅 들어 살기 싫어요. 전 잘 살고 싶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나는 내 자신이에
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위축되지 않으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나는 당당하게 살고, 책임
있게 살려고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3사례들의 자기개념을 Rogers(오제은 역, 2007)의 일치성 도식을 차용하여 나타내 보면 [그림 Ⅲ-1]과 같다.
A사례

B사례

C사례

자기-이미지 이상적-자기

자기- 이상적-자기
이미지

자기-이미지 과거의
자기

불일치

현실의 자기-이미지와 이상적-자기가 거
의 겹치지 않는다. 이상적-자기에 대한
동경으로 현재의 자기를 인정하기는 하
지만 수용하기 힘들다.

과잉일치

이상적-자기에 대한 지나친 동경으로
현실의 자기-이미지를 부정한다. 이상
적-자기로 현실의 자기-이미지를 대치
시킨다.
[그림 Ⅲ-1] 각 사례의 자기개념

균형적인 일치

현실의 자기-이미지는 이상적-자기와
근접해 있다. 현실의 자기를 과거의 자
기와 비교함으로써 현실의 자기-이미지
에 만족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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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간 분석에 따른 해석

’

사례들은 단순히 묶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자기개념”이라고 하는 공통 주제에‘유사성과 차별성
을 보여줌으로써 이 현상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 준다.

개인적 자기개념: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관심
외모는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지닌 요소로 개인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
가치를 발견하거나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외모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van Gurp, 2001). 그럼으로써
외모는 개인의 자기개념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는 소사회에도 일반 사회
가 추구하는 동일한 가치가 작용한다. 그래서 외모는 동료들 사이에서 개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가 된다. 외모에 자신감이 없을수록 개인의 장애는 그 사람에게 더 크게 여겨지고 그로써 자신에 대해 부정
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반면 자신이 잘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자신의 장애를 무시하려
는 태도를 지닌다. 하지만 공통점은 비장애인들처럼 지적장애 성인들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직업적 자기개념: 자기과시의 기회
일은 돈을 버는 경제적 목적도 있지만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는 자아실현의 목적도 있다. 더 나아가 남
들에게 과시하고 영향력을 갖기 위한 이유도 있다. 보호작업장의 지적장애 성인들에게도 노동의 목적은 동
일하지만 각각이 갖는 중요성의 무게는 좀 다르다. 그들에게 일은 우선 자신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잠재 능력이 개발되고 발휘될 수 있으며, 돈까지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많은 무시를 당해 온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드러내주는 작업장에서의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이 필요로 되는
존재라는 사실의 인식은 가족과 사람들에게 짐스러운 불필요한 존재로 다루어져 온 자기 존재성에 대한 의
심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기개념: 인격적인 대화적 관계의 갈망
가족, 동료, 종사자들은 평생에 걸쳐 지적장애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지에 큰 영향을 준다. 자기개
념은 중요한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반영한다. 지적장애 성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 진정으로 가까워지
기를 원한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인격적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여줄 때 자신이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
라고 느낀다. 인격적 대화란 주체 대 주체라는 평등한 쌍방적 관계를 요구한다. 지적장애 성인들은 자기 삶
의 주체가 되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들의 삶은 늘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들은 의견이나 생각이
없는 존재로 다루어졌다. 그들은 질문되어지거나 대답되어지는 존재로 대우받아본 적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바램, 희망, 기쁨, 갈망, 고민, 고통, 슬픔 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들은 늘 외로
움과 소외를 경험하고 그래서 관심과 인정, 존중을 갈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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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자기개념: 더 나은 나를 꿈꾸며
지적장애인들은 자기 의지대로 변화를 일으키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없는 수인처럼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배치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빼 내 옮겨주기 전까지는 꼼짝 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애
에서, 한정된 지리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북 박힌 존재들로 느낀다. 20년 넘게 같은
동료들과 같은 장소에서 일 해 오고 있는 A씨, B씨, C씨는 자신들 삶의 제한성을 저항하면서, 회피하면서,
객관화시키면서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결함과 장애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지적장애인들
만이 지닌 특성은 아니다. 내게 없고 획득하지 못한 것을 희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인간이 지닌 성장에 대한 욕구이다.

4. 연구의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호작업장 경도지적장애 성인의 자기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실시된 질적 다중사례연구이다.
연구결과 자기개념의 의미는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그리고 전반적 자기개념 범주에서“매력적인 외모에 대

”

”

”

”

한 관심 ,“자기과시의 기회 ,“인격적인 대화적 관계의 갈망 , 그리고“더 나은 나를 꿈꾸며 로 도출되었다.
Zastrow and Kirst-Ashman(김규수 외 역, 2006)에 의하면 자기개념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보호작업
장 경도지적장애 성인들이 만족스러운 삶에서 자기개념이 갖는 중요성을 드러내 주었다. 지적장애 성인의
자기개념이 긍정적이고 높은 수준을 갖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경험의 양과 질에 달려있다. 즉, 지적장애 성인
은 그들 자신을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환경 속의 인간”인 지적장애 성
인의 긍정적인 자기개념 형성에 중요한 환경은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상호작용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
공해 주는 사회복지사 자신들이다. 바로 이 점에 정책결정자들과 실천가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가 놓여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사들은 지적장애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 외에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대한 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깊은 이해를 갖는 인간적인 사회복지사로서 양성되고 재교육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서비스가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 자기개념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보호작업장 경도지적장애 성인들의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기 위
한 모든 노력은 그들이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영역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집중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의 성인기 삶의 광범위한 영역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개방성과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적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타당성 위협의 문제를 한계로 갖고 있다. 첫째, 연
구자의 편견이다. 연구자가 지닌 틀과 가설에 대하여 “괄호치기”를 하려고 노력했을지라도 연구자가 지
닌 기존 이론이나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형태의 정보를 채택할 가
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연구자가 연구 환경이나 연구참여자에게 미치는 반응성이다. 연구참여
자들은 연구자 및 면접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말했을 것이다. 연구자의 원장이라는 권위로 인해 연구참여자
들은 연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대답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와 관련된 것이다. 연구참여
자들이 지닌 지적장애가 진술의 신빙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연구자가 확신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넷째, 자료수집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연구자가 관찰과 면접을 통해 수집한 내용이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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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측면을 관찰하고 면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또 필사하고 기술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
는 부정확성과 불완전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자기개념에서 성
과 관련된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에서 성이 오랫동
안 제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40대의 비장애인 자기개념과 관련된 성역할, 결혼, 가족
관계 등의 자기개념 특성을 보이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사용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 및 해석의 타당성과 일반성을 확보하고자 하였
다. 여기에는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면접과 관찰 외에 기록물 검토 그리고 동료, 부모, 종사자들에 대한 면접
이 포함되었다. 정보 출처와 기법들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고 또 이 정보에 근
거하여 연구자가 한 해석의 타당성과 일반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
터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참여자 확인(member checks)도 이루어졌다.
지적장애 성인에게 보다 심층적이고 확장된 이해를 통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적장애 성인이 부모, 동료, 종사자 등의 사람들과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양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 다양한 연령대의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 연구와 다른 환경에 거주하는 지
적장애인들을 비교하는 질적 연구 또는 양적 연구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작업장의 장애인
들과 일반고용 된 지적장애인들이 환경적 배치에 따라 자기개념이 어떠한지를 비교해 보는 연구는 자기개
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적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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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o Am I: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Self-concept of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a Sheltered Workshop

JONG, JIN-OCK
(Doctor's cours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This qualitative case study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self-concepts of people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a sheltered workshop. Three people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participative and
non-participative observations. The participants' mothers, their colleagues, and social workers in the
workshop and the grouphomes were interviewed to get more informa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

”

“within-case analysis and “cross-case analysis .
The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within-case analysis”, case A, case B, and case C were shown
to the personal self-concept, the vocational self-concept, the social self-concept, and the general
self-concept. According to “the cross-case analysis”, the common patterns elicited from the three cases
based on the four categories of are as follows:“being interested in an attractive appearance”in the
personal self-concept,“taking the opportunity for showing off her/his ability”in the vocational
self-concept,“wishing for personal relationships with her/his people”in the social self-concept, and
“longing for her or his better future”in the general self-concept. The self-concept of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was appreciat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ualized patterns of the
self-concepts. And the implication of the self-concept of the adults in the context of social welfare was
suggested in the study.
Key words : adult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sheltered workshop, self-concept, qualitative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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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사례의 자기개념 분석(범주 및 유형)

범주
① 개인적
자기개념
② 직업적
자기개념
③ 가족
사
회
적
동료
자
기
개
념 종사자
④ 전반적
자기개념

유형

내용

- 관심 많음
-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
장애와 결부된 외모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부러움
- 예뻐지고 싶고, 타인과 비교하며 부러워함
- 불편한 다리, 구강문제, 인지장애를 인식하고 수용하나 거부하고 싶어함
-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자기 자신을 비난→미안함
- 일 잘 해서 돈 많이 벌고 싶지만 일 못하고 하기도 싫어함
- 일 못해서 돈 못 벌어 무능력하다고 생각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
- 스스로 돈 사용하나 아까워함
- 일을 통해 돈≧능력
- 잘난 가족 안에서 열등감 및 자괴감 느끼며, 자신을 가족의 짐으로 여겨 눈치봄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가족 내 비교에서
- 맏딸의 역할을 하고 싶지만 못하기 때문에 돌봄을 주는 부모와 동생들에게 미안함
오는 자괴감
- 가족과 의사소통 잘 안 함
- 수용되고 인정받고 싶으나 동생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함
동료들의 무시로 인한 열등감과 소외감
- 동료들로부터의 거부와 소외를 받음
- 동료들을 배려하면서도 간섭함
-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함
종사자의 수용과 인정에 대한 갈구
- 지지받고 인정받고 싶음
- 귀찮게 할까봐 도움 요청 안 함
독립적이고, 능력 있으며, 당당하게 사는 정상인이기를 갈망
이상적인 자기에 대한 갈망에서 오는 현재의 무능력한 -- 똑똑하고,
현재의
자신을
거부
자기 거부
- 타인에 대한 부러움과 자신에 대해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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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① 개인적
자기개념
② 직업적
자기개념

유형

B 사례의 자기개념 분석(범주 및 유형)

내용

- 관심 없음
- 잘 생겼다고 생각
- 스스로 전혀 돌보지 않음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극복될 수 있는 장애
- 자신감 있음
- 불편한 다리, 인지장애를 인식하면서 마지못해 수용
- 장애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봄
-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낮은 학벌(초등졸)과 장애를 수용하지 않는 사회 탓이라고 비난
- 돈 버는 것에 관심 없고 단지 일 잘 해서 인정받고 싶음
능력 발휘를 통한 인정 획득의 수단으로서의 일
- 계속 노력하면 더 많은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여김
- 일을 통해 능력 발휘>돈 획득
- 학력이 짧은 가족이 겪은 아픔의 공유
가족의 돌봄에 대한 의존성과 자율성 추구 간의 갈등 - 엄마와 형제자매들의 돌봄에 의존하면서도 불만스러워함
- 가족과 의사소통이 적으며 가족의 돌봄을 당연하게 여겨 눈치보지 않음
- 그룹홈 자치회장, 행사진행자의 역할과 뛰어난 언변/지식으로 동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
동료에 대한 배려 뒤에 숨겨진 우월감
- 진솔하고 배려와 양보를 잘 하기 때문에 동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함

③ 가족
사
회
적
동료
자
기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고 생각
개 종사자 자기고집 이면에 있는 무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자존심 -- 자신을
귀찮게 하고 무시당할까봐 도움 요청 안 함
념
- 고집스러움
- 장애가 있지만 노력하면 발휘될 능력이 많다고 확신
④ 전반적 지나친 자기인정에 따른 현실적인 자기 회피
- 현재의 자신을 비현실적으로 과대평가
자기개념
- 타인 무시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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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례의 자기개념 분석(범주 및 유형)
범주
① 개인적
자기개념
② 직업적
자기개념

유형

내용

- 관심 없음
- 잘 생겼고 옷맵시 좋다고 생각
- 스스로 돌보지 않음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장애 수용
- 자신감 넘침
- 장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과거 자신의 모습과 장애를 수용하는 현재 자신의 모습 비교
- 장애로 인해 새로운 일을 할 때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교차됨
- 장애에 대한 사회의 몰이해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 비판
- 일을 잘해서 돈을 벌음으로써 능력의 발견
일을 통한 능력의 발견과 금전적 소득
- 일 못했던 과거와 일 잘하는 현재 모습 비교
- 일을 통해 능력 발휘≧돈 획득
- 일 못해서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와 일 잘 해서 인정받는 현재의 모습
가족의 양가적 시각: 무시와 인정
- 엄마와 의사소통 하며, 엄마와 동생들의 지지를 받아 눈치보지 않음
- 엄마를 도와주고 의지가 되는 존재이지만 성인 자녀로서의 인정은 못 받음
동료들의 무시와 거부에 대한 자기암시적 수용과 - 작업장 자치회장, 미사해설자의 역할과 뛰어난 언변/지식으로 동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
초연함
- 동료들에 대해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가감으로써 자신이 수용된다고 생각

③ 가족
사
회
적
자 동료
기
개 종사자 종사자들의 기대와 인정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과 - 자신을 좋아하지만 일 못하고 노력 안 하면 실망할거라고 생각
념
부담감
- 친구와 같은 관계를 바람
있지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며,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김
④ 전반적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유능한 자기 인식에서 오는 -- 장애가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
자기개념 당당함과 만족감
- 향상된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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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사례 간 분석 매트릭스 -범주 및 유형

A 사례
B 사례
C 사례
유형
- 외모에 대한 자신감 없음
- 외모에 대한 자신감
- 외모에 대한 자신감
매력적인
① 개인적 - 거부하고 싶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장애 -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수용하지 않으려는 장애 - 객관화시킨, 담담히 수용하는 장애 외모에
대한
자기개념 - 자신들 세계에서 외모가 갖는 경쟁력 인식→ 위축 vs. 자신감
관심
- 장애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의 결핍→ 장애 집중 vs. 장애 무시
- 인정 획득을 위한 수단
- 능력 개발을 위한 수단
② 직업적 - 돈을 위한 수단
자기과시의
자기개념 - 돈, 인정, 능력을 위한 도구적 기능을 하는 일을 통해 성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잘 하고 싶음
기회
-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괴감
- 가족의 돌봄에 대한 의존과 자율성 추구간의 갈등 - 가족의 양가적 시각: 무시와 인정
대화
부족
대화 부족
- 대화 부족
가 족 - 가족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 성인 자녀로서의 -존재감과
역할 수행 미미
③
돌봄의
대상,
비대화적
존재
사
- 동료들의 무시와 거부에 대한 자기암
회
- 동료에 대한 배려 뒤에 숨겨진 우월감
시적 수용과 초연함
적 동 료 - 동료들의 무시로 인한 열등감과 소외감
인격적인
대화적
- 개인이 지닌 능력에 의해 무시와 수용이 결정됨
자
관계의 갈망
- 우호적인 대화 여부가 동료 관계의 질을 결정
기
- 자기고집 이면에 있는 무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자 - 종사자들의 기대와 인정에 부응하기
- 종사자의 수용과 인정에 대한 갈구
개
존심
위한 노력과 부담감
념 종사자 - 대화적, 인격적 관계를 바람
- 도움보다 인정만 제공되기를 바람
- 대화적, 인격적 관계를 바람
- 종사자와의 상호작용 방식이 관계의 질을 결정
- 돌봄과 도움의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대화적 관계를 갈망
-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유능한 자기인
- 이상적인 자기에 대한 갈망에서 오는 현재의
주는 당당함과 만족
무능력한 자기 거부와 우울
-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에 따른 현실적인 자기 회피 →식이
자신의
결함 매몰, 능력 무시→지나친 부정 → 자신의 결함 회피, 능력 과시→지나친 긍정적 태도 층적 태도과거 결함 수용, 능력과시→중 더 나은 나를
④ 전반적 → 자신의
적 태도
→ 과대평가 한 자기 집중에 따른 현재의 자기 회피 → 과거의 자기와 대비되는 현재의 자기 꿈꾸며
자기개념 → 이상적인
자기와 대비되는 현재의 자기 거부
수용
→ 장애에 북박힌 존재
→ 한정된 지리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북박힌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