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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주민의 태도, 주민의 공동체의
식, 배타성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다
집단 분석을 통해 구조모형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함
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의 공동체의식 중 연대감이 높을수
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소속감은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연대감은 높을수록 배타성이 낮아지지만, 소속감은 높을수록 배타성이 높
아지며 높은 배타성은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
인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별 경로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소속감이 배타
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주민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체의식 증진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생활태도, 배타성, 접촉,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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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족, 또래, 학교, 직장, 친목 모임 따위와 같은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 그중에서 지역사회는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목표를
인식할 수 있는 규모의 공동체로(최옥채, 2017), 기본적인 일상생활 전반을 영위하며 휴식과
재충전을 제공하는 주거지가 포함되는 곳이다.1)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같은 지리적 영역 안에
거주하며 사회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며 심리적 연대감을 느낀다(안인자 외, 2014). 이러한
지역사회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같이 자유롭게 보통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대중의 인식개선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따위와 같은 법률
제정과 함께 큰 발전을 거듭해왔다. 최근에는 장애인 자립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
고, 지역사회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 지역주민들은 장애인 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고 장애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어려워한다(이지수, 2005). 최근 장애인 자립생
활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빌라의 한 가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사건이
보도되었다.2) 주민들은 집값 하락, 거주환경 악화, 자녀의 안전문제까지 거론하며 장애인의
입주를 반대했다. 이는 얼마 전 발생했던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논란3)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거리감이 여전함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는 대중들의 태도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며(Denny·Denieffe·
Pajnkihar, 2017; Henry·Keys·Jopp·Balcazar, 1996), 진정한 통합을 위한 사회의 적극적인 변화라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공동체의식을 들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에서 장애인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객체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상호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작용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 바로 공동체의식이며(김은라·박재국, 2016),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문화 지체 현상4)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공동체의식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이
1)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나(최옥채, 2017; 안인자·황금숙·박미영, 2014), 여
기에서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한정하는 전통적 정의에 근거하여 순수한 지역공동체에 중점을 두었다(최옥채, 2012).
2) 국민일보, 2018년 5월 31일 기사, "‘장애인 결사반대' 한 빌라 입구에 붙은 연판장”
3) SBS 8 뉴스, 2018년 3월 26일 보도, "‘무릎 호소’ 그 후 반년, 특수학교 설명회 또 아수라장”
4) 안인자 외(2014)는 급격한 경제수준 향상과 풍부해진 물질자원에 비해 국민의 공동체의식이 그 변동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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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안인자 외, 2014). 공동체의식은 주민의 결속력을 높이며 지역사회복지 증진 요소로 예측되어(성
희자·이강형, 2013), 지역갈등과 지역축제 따위와 같이 주로 지역 차원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최문형·정문기, 2015),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강가영, 2013; 차동필,
2006)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이를 함양하
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대부분 대학생 이하의 청소년, 유·아
동이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거나(성희자·이강형,
2013; 예상권·박희정·장희정, 2011) 주민참여와 같은 특정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배은석·박
해긍, 2016; 최문형·정문기, 2015) 한계가 있다.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비장애인들의 인식과 태도이므로
학교 현장에서 또래로 인식하는 학령기 장애인과 관련된 태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주민의 태도와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자신들의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고 아예 공동체에 참가하지 못하게
소외시키기도 하는 배타성은 공동체의식과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성희자·
이강형, 2013). 공동체의식은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자칫하면 집단이기주의와 같은 배타적 태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남희·
이연섭·정진경·정병호·이기범, 2001). 따라서 공동체의식이 배타성과 연관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태도로 연결되는지 파악할 필요도 있다. 또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수가 바로 장애인을 만나본 경험과 같은 ‘접촉(contact)’이므로
(남연희·이승준·채인석, 2013; 최성규·오원석·송혜경·주미영, 2008; Denny et al., 2017;
Keith·Bennetto·Rogge, 2015), 이러한 경로가 접촉경험의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관한 주민의 태도, 주민의 공동체의식, 배타성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통해 구조모형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민의 공동체의식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태도의 관계에서 배타성
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주민의 공동체의식, 배타성,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태도의 구조적 관계는
발달장애인과 접촉한 경험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따라가지 못해 나타나는 것을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주택에 입주하거나 관련
시설을 설립하려 할 때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문화 지체 현상 중 하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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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검토
1) 공동체의식 개념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한
국민족문화대백과, 2016)으로, 일반 ‘결사체(association)’와는 다른 개념을 가진다. 일반 결사체
에서의 만남과 상호작용이 우연적이고 일시적이라면, 공동체에서의 그것은 목적적이고 규칙
적이다. 공동체는 공통된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고(shared understanding), 공유된 규범이 공동
체 구성원의 정체성(identity)을 구성하며, 구성원들의 진정한 참여를 통해 갖게 되는 소속감
(sense of belonging)을 특징으로 한다(박세일·나성린·신도철, 2008). 이는 지리적으로 근접
한 마을, 도시, 종교단체와 같이 좁은 지역사회에 적용되던 용어였으나, 점차 지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확장되어 사업단이나 여가, 그리고 사이버에
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최옥채, 2017). 공동체는 그 형태와 기능이 매우 다양하여 개인
주의가 팽배한 현대에도 여전히 인간의 삶과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체계이자 요소이다.
이러한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일체화되어 그와 관련된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
고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식을 의미하는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
며, 지역사회 차원으로 보았을 때 직접적인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다(최문형·정문기, 2015; Omoto and Packard, 2016). 따라서 많은 학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한 사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공동체의식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왔다
(Derrett, 2003). 공동체의식에 관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한 Mc-Millan과
Chavis(1986)는 공동체의식이란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와 집단에 중요하게 영향력
을 느끼며 서로의 욕구가 함께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믿음’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로 소속감(membership), 상호영향의식(influence), 통합과 욕구충
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공유된 정서적 친밀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을
제시하였다. 김경준·김성수(1998)는 이와 같은 McMillan과 Chavis(1986)의 공동체의식 척도를
한국의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하게 재검증하였으며, 이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로 충족감, 연대
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을 제시하였다. 먼저, 충족감은 지역사회가 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소속함으로 인해 혜택을 받고 충족되는 느낌을 말한다.
두 번째, 연대감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연대의식으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다. 세 번째,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은 자신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느끼고, 지역사회
와 구성원 상호 간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의식이다. 이는 곧 스스로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주민의 태도에 공동체의식이 미치는 영향 l 161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지역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의식까지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친밀감은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과 친밀한 느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의식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는 주로 멤버십(구성원 자격 및 소속감)의 중요성, 공유
된 감정적 연결, 구성원 간의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고 있으며(Omoto and Packard, 2016), 크게
개인의 의존성, 정체성, 사회적 친분성에 관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안인자 외, 2014).
공동체의 형태와 기능이 다양한 만큼 공동체의식 역시 그 정의와 측정요소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위요인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공동체의식을 소속감,
집단의식, 조화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부모의 공동체의식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에는 소속감이, 어머니의 경우에는 집단의식이 유아의 정서
지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배은석·박해긍(2016)에서는 공동체의식
을 귀속성(소속감), 애착성(선호도), 교류성(관계성)의 하위항목으로 구분하여 도농지역 주민의
지역사회참여의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데, 도시의 경우 애착성과 교류성만, 농촌의 경우
귀속성과 교류성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공동체의식은 학자마다 다양한 하위 개념을 사용하여 측정 및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도 상이하여 각 하위개념의 속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의 하위개념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개인의
집단 귀속(소속감)과 공통의 연대(연대감)를 중심으로 이를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소속감’은 개인의 집단 귀속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소속된 지역사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스스로 노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감정으로 정의하며, ‘연대감’
은 공통의 연대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과 고통을 공유하는
감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태도 개념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community living)은 단순히 말하자면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그 개념이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지역사회생활이란 지역사회 안에 살고 일하는 장소를 갖는 것, 생활환경을
관리하고 지역사회를 탐색하는 기술, 자기관리와 안전 및 개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는 관심 있는 지역사회 활동에 포함되며, 가족과 친구, 모임 따위의
풍부한 사회관계망을 갖는 것까지 포함된다(Hewitt·Nord·Bogenschutz·Reinke, 2013).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가에 관한 것이 바로 지역사회생활태도이다. Henry 외(1996)는 미국의 케어복지사들을 대상으
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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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척도인 ‘지역사회생활태도척도(The Community Living Attitudes Scale - Mental
Retardation: CLAS-MR)’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4가지: 임파워먼트
(empowerment), 배제(exclusion), 보호(sheltering), 유사성(similarity)을 개발하여 각각의 측면
에 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하위요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임파워먼트는 발달
장애인을 어느 정도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는가에 관한 항목이며, 둘째,
배제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가에 관한 항목이고,
셋째, 보호는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항목, 마지막으로, 유사성은 발달장애인의 삶이나 인간으로서의 권리 따위가 지역사회에
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같은 것으로 보는가에 관한 항목이
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생활태도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발달장애인 거주에
관한 생각뿐만 아니라 더욱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생활 전반과 사회통합,
그들의 인권 및 권리옹호 측면에까지의 생각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주민의 태도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지역
주민들이 이들을 동등한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인지 및 사회관계에서 갖는 제한으로 인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욱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보호와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김미옥·김지혜·김고은,
2016).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과 실천의 확산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
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립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원칙은 사회통합이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사회통합이란 장애인을 정상화하여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가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김미옥 외, 2016).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인식
과 태도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보다는 당사자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장애인의 부적응을 실패로 간주하고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주민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주민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공동체의식과 배타성 및 지역사회생활태도의 관계
공동체의식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태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여기에서는 발달장애인이나 지역사회생활태도에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의식과 태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모두 포함하여 함께 고찰하여 관계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예상권 외(2011)에서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공동체의식이 지역
주민의 긍정적인 태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부정적인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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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5) 그리고 공동체의식과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김은라·박
재국(2016)의 연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통합학급 비장애학생의 공동체의식이 장애학생
에 관한 태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전체의 공통된 의식인 공동체의식이 구성원들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지역갈등해결
에 도움을 주거나 고독감을 낮추는(오영은·이정화, 2012; 최문형·정문기, 2015; Omoto and
Packard, 2016)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동체의식으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공동체에 관한 연대감과 유사한 개념들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 예컨대, 강석순·
김자경·강혜진(2014)의 연구에서는 학급풍토가 친교적 풍토를 가질 때 장애수용태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친교적 풍토는 교사의 사려성과 아동의 친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급과 같은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연대하려는 감정이 장애학생을
수용하는 태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 중 소속감의 경험이
장애, 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조직
에 대한 강한 소속감은 다른 집단을 배타하게 되면서 부정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실제로 우남희 외(2001)는 공동체의식이 자칫하면 집단이기주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믿음에 입각하고 있으나, 그러한 노력을 수행하는 구성원
의 범주 문제, 상정되는 공동체적 이해관계와 실현 방법, 동료 구성원의 자격과 일체감의 확인
및 입증 따위의 문제들을 둘러싸고 화합과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박호성, 2009).
또한, 공동체의식은 그 집단이 외부의 타 집단과 갈등상태에서 단결력을 강화시키는 반면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기도 한다(성희자·이강형, 2013).
다시 말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한 경우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적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동체의식은 지역갈등, 집단이기주의, 연고주의와 같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배타적 의식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박호성, 2009).
그러나 실제로 공동체의식이 배타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
며, 대부분 공동체의식이 배타성을 감소시키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성희자·이강형(2013)이 농촌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배타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국내의 일반인과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유입되는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문화에서 유입되는 다문화

5) 이는 공동체의식이 낮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더 민감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권 외(2011)는 그 결과를 슬로시티 인증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조사
의 영향 때문으로 유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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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나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인 다문화 수용성을 통하여 공동체의식과 배타성과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혜진·홍혜영, 2018; 김문수, 2014).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로서 아동·청소년시기부터 다른 문화나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 다른 언어, 외모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경태·박남수(2013)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인권교육이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인 다문화 가정은 아니지만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배타성을 감소시
키기 위한 교육이 그 대상뿐만 아니라 나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여타 대상에 대한 배타성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타성을 발달장애
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이 자신과 다르다고 느끼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기 쉬운 대상인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배타성으로 정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배타성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태도의 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와 대상을 확대하여 배타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
적 거리감을, 그리고 전반적인 태도와 관련된 연구를 고찰하여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엄진
종·윤석민(2013)에서는 체육전공대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해 갖는 사회적 거리감이 긍정적 태
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지체,
시각, 청각, 지적장애 중 지적장애에 대한 체육전공대학생들의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높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도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도미선(2007)은
일반 학부모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통합보육 태도에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사회적 거리감이 높을수록 통합보육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지은·신윤정(2015)에 의하면 비장애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비록 장애인과의 상호작용이라는 변수가 매개 변인으로 들어가자 그 관계의 유의미성이 상실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해 사회적 거리감과 같은
배타적 감정이 높을수록 장애인이나 통합교육에 관한 태도가 낮게 나타나는 부적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다.

4) 접촉과 배타성 및 태도
국내·외 연구에서 태도와 관련 있는 요소로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접촉요
인이다. 접촉은 대상과 직접적인 만남과 경험을 의미하는 직접접촉과 대중매체, 도서,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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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을 통해 대상 관련 정보를 습득하거나 경험하는 간접접촉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또는,
대상과의 직·간접적 만남 유무나 횟수 및 빈도로 보는 접촉의 양과 접촉경험이 갖는 성격이나
의미, 분위기, 느낌과 같은 접촉의 질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발달장애인에 관한 배타성이나
태도에 한정하지 않고 의미와 대상을 확장하여 살펴보면, 국내·외의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으
로 다른 집단으로 느끼는 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따위의 대상과의 접촉이 그 대상에 관한
긍정적 태도, 집단 호감도, 수용성 따위를 높이거나 편견감소,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최재우·강운선, 2015; Keith et al., 2015). 최성규 외(2008)에서
도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대학생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 친척 유무,
장애인 봉사활동 경험, 발달장애인과의 활동 경험의 횟수, 장애인과 만남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장애에 관한 간접 경험의 정도로 장애인 관련 책이나 글을 읽은 경험과 영화 또는 드라마
를 시청한 경험의 횟수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들과 지역사회생활태도의 하위요인별로
각각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권한부여와 거부태도는 장애인과 만남 정도, 봉사활동 정도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성 요인은 장애인과 만남 정도, 발달장애인과 활동
경험 정도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남연희 외(2013)의 연구에서도
봉사활동 경험 유무가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지적장애인 지역사회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Tachibana와 Watanabe(2004)의 연구에서도 자원봉사나 발달장애
인 관련 경험은 발달장애인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성규 외(2008)에서 장애친척 유무와 간접경험 정도가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하
지 않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Tachibana와 Watanabe(2004), Horner-Johnson 외(2002)의 연구에
서는 친척이나 가족 중 장애인 유무가 발달장애인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었다. Keith 외(2015)에서는 접촉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접촉의 질적 측면을 함께
연구했다. 학교, 직장에서, 또는 이웃, 친한 친구로서 장애인을 만난 경험의 정도로 접촉의
양적 측면을 조사하고, 발달장애인과의 비공식적인 대화의 빈도, 발달장애인의 집 방문 여부,
발달장애인과의 상호작용 분위기로 접촉의 질적 측면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접촉요인은 발달
장애인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접촉의 질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접촉은 대상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하거나
배타성이나 편견과 같은 부정적 성향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상에 따라, 그리고 접촉에 관한 정의와 측정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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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주민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6) 설문조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 서울시의 25개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 7월까지 인터넷 설문을 통해 실시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19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주민의 태도에 공동체의식인 연대감, 소속
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배타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6)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주민의 태도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IRB 승인 과정을 거쳤으며
(승인번호:JBNU 2018-04-027-002), 인터넷 설문지 첫 장에는 연구목적, 참여인원, 진행 과정, 참여 기간,
참여 도중 그만둘 수 있다는 고지, 부작용과 위험요소의 안내, 참여자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의 보장, 연
구에 대한 문의절차 등과 함께 연구자의 소속을 밝혀, 연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연구 동의를
구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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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측정방법
구분

측정방법
연대감

연대감을 측정하는 3개 항목7),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연대감.

소속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을 측정하는 4개 항목8),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소속감.

매개
변수

배타성

대상자가 동네에 이사 오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6점
척도, 장애인 배타성 5문항의 평균값, 다문화 배타성 3문항의 평균값.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반대를 의미.

종속
변수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주민의 태도

임파워먼트 10문항, 거부 8문항, 유사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인 거부항목은 역점수처리.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태도를 의미. 6점 척도.

다집단
분석

발달장애인 접촉경험
유무

발달장애인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설정.

독립
변수

독립변수인

연대감과

소속감은

김경준·김성수(1998)가

Glynn(1981),

Davidson과

Cotter(1986), Nasar와 Julian(1995)의 도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공동체
의식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매개변수인 배타성은 성희자·이강형(2013)의 연구에서 측정한
대상자가 동네에 이사 오는 것에 대한 반감을 묻는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지체장애인, 시각장
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의 5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배타성 평균값
과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다문화에 대한 배타성 평균값을 활용하였
다. 종속변수인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주민의 태도는 Henry 외(1996)의 척도를 최성
규 외(2008)가 수정하여 활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최성규 외(2008)의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제작된 척도가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 도구를 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고려하여 국내에서는 임파워먼트, 배제, 유사성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집단 분석을 위해 활용한 발달장애
인 접촉경험 유무는 발달장애인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설정하여 접촉경험 유무 집단을 구분하였다.

7) ①주민들이 단결하면 어떤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다. ②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③이웃이
잘 되면 나에게도 좋다.
8) ①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②우리 지역사회에만 있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③
지역사회는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④내가 노력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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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0.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고, 왜도·첨도를 산출
하여 정규성을 검토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측정모형을 통해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적합도를
살펴보았으며, 연구모형을 토대로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여 최종모형
을 제안하였다. 최종모형에서 나타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시행하였으며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359명(69.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대는 20대부터 6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가
존재하며 40대가 183명(3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314명
(60.5%)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이 380명(73.2%)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가족 또는 친척 중에 장애인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113명(21.8%)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대

빈도

%

남자

160

30.8

여자

359

69.2

구분

결혼상태

빈도

%

미혼

187

36.0

기혼

314

60.5

20세~29세

110

21.2

사별

10

1.9

30세~39세

105

20.2

이혼

8

1.5

40세~49세

183

35.3

중졸이하

10

1.9

50세~59세

83

16.0

고졸

129

24.9

60세 이상

37

7.1

대졸이상

380

73.2

무응답

1

0.2

가족, 친척 중 장애인 있음

113

21.8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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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변수 특성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의 특성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연대감과 소속감은 5점 만점에 각각
평균 3.46과 3.30으로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배타성은 6점 만점에 평균 3.61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에 관한 주민의 태도는 6점 만점에 평균 4.11로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절대값이 1보다 낮게 나타나
정상분포로 판단하였다. 또한, 각 변수를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Cronbach’α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에서 .7 이상의 좋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 특성
변수

평균

연대감
소속감
배타성
태도

3.46
3.30
3.61
4.11

표준
편차
.77
.87
.96
.73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1.00
1.00
1.00
2.07

5.00
5.00
6.00
5.73

-.058
-.201
-.452
.110

.379
.208
-.002
-.662

척도의 신뢰도
(Cronbach’α)
.793
.883
.891
.913

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측정모형 분석 결과
개념

연대감

소속감

배타성

태도

항목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연대감_1

1

0.746

연대감_2

0.925

연대감_3

0.935

소속감_1

1

0.788

소속감_2

0.99

소속감_3

1.058

소속감_4

1.056

표준오차

t값

CR

AVE

0.745

0.057

16.239***

.795

.565

0.763

0.056

16.61***

0.775

0.053

18.769***

0.836

0.051

20.604***

.884

.655

0.837

0.051

20.648***

0.071

17.035***

.815

.688

.838

.638

배타성_장애인

1

0.863

배타성_다문화

1.209

0.795

권한부여

1

0.632

거부

1.79

0.911

0.115

15.595***

유사성

1.074

0.827

0.071

15.071***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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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나 관측변수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형의 집중타당도 검증을 위해 CR과 AVE를 확인한 결과,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CR은
모두 .7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 AVE 또한 모두 .5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을 신뢰할만하였다.
판별타당도 검증은 이론적으로 유사한 개념의 쌍을 선정하여 상관계수를 1로 고정한 제약모델
과 자유로운 상관관계를 갖는 비제약모델을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배병렬, 2017). 본
연구에서 가장 유사한 개념인 연대감과 소속감을 쌍으로 선정하여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을
2

2

비교한 결과 제약모델의 χ =209.034, 비제약모델의 χ =151.904로 나타나 그 차이가 3.84 이상
이므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두 개념 간에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또한, 주요 변수 간의 공분산 관계에서 상관계수가 -.34 ~ .51의 분포를 보여 절대값이 .7을
초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
2

=151.904(p=.000)로 나타났으나, CFI, TLI, GFI의 값이 모두 .95 이상이며 RMSEA 또한 .065로

.07 이하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구조모형 분석
연구모형에 따른 구조모형 분석 결과 측정모형과 적합도가 동일한 동치모형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이 동치모형인 경우, 구조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모형의 수정이 필요하
다(배병렬, 2017).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소속감에서 태도로 향하는 경로를 제거하
여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소속감이 태도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는 매우 미비하여 이론적 기반이 부족한 경로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더 적합한
모형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연구모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수정모형이 자유도가 높은 간명한 모델이므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5>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적합도 비교
χ2(df)

⊿χ2

CFI

TLI

GFI

RMSEA

연구모형

151.904(48), (p=.000)

-

.969

.958

.954

.065

수정모형

154.210(49), (P=.000)

2.306

.969

.958

.953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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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모형
2

연구에 사용된 최종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χ =154.210(p=.000)으로 나타났
으나 CFI, TLI, GFI의 값이 모두 .95 이상이며 RMSEA 또한 .064로 .07 이하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이를 분석하여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대감은 배타성을 낮추고, 태도를 긍정적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감
은 배타성을 높이고, 배타성은 태도를 부정적이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최종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연대감→ 배타성

-0.928***

-0.781

연대감 → 태도

0.11***

0.152

소속감→ 배타성

0.888***

0.82

배타성→ 태도

-0.458***

-0.749

*** p<.001, ** p<.01, * p<.05

연대감과 소속감이 배타성을 거쳐 태도에 이르는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붓스트레핑을 실시하였고,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비교를 위해 효과분해를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소속감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는 최종모형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측정된 간접
효과만 확인하였으며, 효과분해를 시행한 결과는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확인한 연대감의 경우 총효과의 계수가 직접효과보다 크게 나타
나고 있어 연대감과 태도의 관계에서 배타성이 부분매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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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효과분해
경로

총효과 B(β)

직접효과 B(β)

간접효과 B(β)

연대감 → (배타성) → 태도

0.535(0.737)**

0.11(0.152)***

0.425(0.585)**

소속감 → (배타성) → 태도

-

-

-0.406(-0.615)**

*** p<.001, ** p<.01

4)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
최종모형이 발달장애인 접촉경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
형의 경로별 차이를 비교하는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분석을 통해 두 집단의 경로계
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형태동일성을 확인하여 메트릭동일성을 검증하여야 하므로 비제약모
델과 요인부하량 제약모델의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측정모형에
대해 특별한 제약 없이 두 집단을 한꺼번에 분석한 비제약모델은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
며, 요인부하량을 제약한 모델 또한 적합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비제약모델과 요인부하량
제약모델의 χ2값을 비교한 결과 χ2값의 차이가 8.875로 자유도 차이가 8인 것을 고려할 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FI, TLI, GFI, RMSEA를 통한 적합도 또한 .01 이하의
차이를 보여 메트릭동일성이 검증되었다.
<표 8> 발달장애인 접촉경험 유무 집단의 메트릭동일성 검증
χ2

df

CFI

TLI

GFI

RMSEA

비제약 모델

216.139(p=.000)

96

.964

.951

.936

.049

요인부하량 제약모델

225.014(p=.000)

104

.964

.954

.934

.047

이처럼 측정모형을 통해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최종 구조모형의 집단 간 구조동일
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구조모형의 비제약 모델과 변수 간 모든 경로를 제약한
제약 모델의 χ2값의 차이는 11.505로 자유도 차이가 4인 것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두 집단 간 경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발달장애인 접촉경험 유무 집단의 구조동일성 검증
χ2

df

⊿χ2

비제약 모델

218.378(p=.000)

98

-

경로 제약모델

229.883(p=.000)

102

11.505(p=.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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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집단별 구조모형 경로계수 및 집단 간 계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별 모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발달장애인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소속감이 배타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은 여전히 소속감이 높으면 배타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로의 집단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발달장애인 접촉경험 유무 집단별 경로계수
접촉경험 유

접촉경험 무

B

β

t값

B

β

t값

집단 간
차이 t값

연대감→배타성

-0.427

-0.304

-1.291

-1.341

-1.454

-3.194***

-1.709

연대감→태도

0.087

0.12

2.21*

0.142

0.209

3.405***

0.966

소속감→배타성

0.317

0.262

1.137

1.465

1.643

3.718***

2.377*

배타성→태도

-0.42

-0.817

-8.766***

-0.5

-0.676

-7.381***

-0.957

경로

*p < .05. **p < .01. ***p < .001.

5. 결론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관한 주민의 태도, 주민의 공동체의식,
그리고 배타성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접촉경험 유무에 따라 구조모형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함의를 제시하고자 구조방정식모형 매개효과 검증 및
다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공동체의식 중 연대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났으나, 소속감은 태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울러 공동체의식 중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식인
연대감은 배타성을 낮추며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의
배타성을 낮추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연대감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Wildt(1999)에
의하면, 연대감은 서로가 동조하고 함께 같은 구성원으로서 느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 역시 스스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동기부여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생각
을 가질 때,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도움을 받은 사람 역시
자신과 비슷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와 같은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대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역시 나와 같은 집단의 구성원
임을 인식하며, 그 역할과 힘을 서로가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174 l 한국장애인복지학(2019)

최근 장애인을 이웃으로 인정하는 시민의식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비장애인이 자원
봉사자나 도움 제공자로서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과천시장애인복
지관에서 실시한 ‘스몰스파크사업(Small Sparks Project)’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
는 자율적 모임을 지원하며, 모임의 형태는 초등학생들의 전래놀이 모임부터 청년들의 모임,
어르신들의 바느질 모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9) 이러한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주기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서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외에도 곳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받는 수업, 합창단원으로 함께 활동하는
모임 따위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모임이 점차 확장되어 시행되고 종류나
대상, 지역이 다양하게 확대된다면 같은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연대감
을 증진하고 장애인에 관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주민의 공동체의식 중 연대감은 높을수록 배타성이 낮아지지만, 반대로 소속감은 높을
수록 배타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높은 배타성은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매개경로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및 지역사회와 구성원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인 소속감은 오히려 배타성을 높여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타인이 유입되는 것에 관해 개방적
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성희자·이강형, 2013)와 반대되는 결과인데, 앞서 연대감과 달
리 자신의 집단에서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을 집단 외의 타자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요컨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만큼 집단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
소속감의 특성은 집단 내 다수의 소속 구성원과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배타성을 높인 것으로
추측되며, 다양한 구성원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을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하는 연대감의 특성
은 오히려 배타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을 세분화하여 각 특성에 적합한 증진 프로그램이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
의식이 높다고 판단되더라도 소속감만이 높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오히려 발달
장애인은 소속 대신 배제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므로 공동체의식 중 소속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타인을 배타하는 감정을 높이는 지나친 소속감을
주의하고, 장애인을 같은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연대감
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주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겠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거점 역할을 하며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는 사회복지관과 같은
9) 아산사회복지재단 발달장애사업성과 (https://blog.naver.com/asanfoundation/22111602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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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이 지역사회 조직화 지원방안을 계획할 때, 공동체의식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소수
집단을 배타하는 부정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이나 적응훈련만이 아니라 사
회적 자원 연계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
이 포함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에게 ‘함께’의 개념이 강조되는 연대감 중심의 공동체의
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두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인 접촉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별 경로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소속감이 배타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접촉경험이 없는 경우 소속감은 배타
성을 높이는 유의미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 소속감은 배타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속감이 접촉경험에 따라 배타성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접촉이 장애인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남연희 외, 2013; 최성규 외, 2008; Horner-Johnson
et al., 2002; Tachibana and Watanabe, 2004)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집단
분석의 결과는 발달장애인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 그들을 공동체에 함께 소속된 것으로 인지하
지만, 접촉경험이 없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낯선 타자로 인식하고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못하여
오히려 소속감이 높아질수록 배타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소속감은 발달장애
인 접촉경험이 있으면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분석되므로 소속감이 배타성을 높이
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발달장애인과 적절한 접촉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역할을 주목하고 있으며 공존의
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민 교육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변
미리, 2011). 하지만 간접적·일방적인 교육만으로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다수 집단의 소속감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타의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배타성의 부정적 영향력을
상쇄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접촉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류승아, 2012; 최말옥·박은주, 2007; Keith et al., 2015) 주의해야 하며, 접촉의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한 접촉경험의 유무와 같은 직접접촉
여부의 수준을 넘어 접촉의 정도 및 빈도와 질적 측면, 간접접촉까지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간접접촉의 대표적인 예로 대중매체
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중매체에서 사회적 소수자는 그들의 특성을 강조하여 다수와
다른 사람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름에 대한 강조는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으며, 설사 그것이 긍정적으로 표현된다고 할지라도 ‘평범한 나’와는 다른 존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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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감을 가진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을 불행한 것 또는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특징적 묘사를 강조한 노출보다는 발달장애
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노출을 통해 적절한 간접접촉의 경험
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에서 추가로 언급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충족감과 정서적 친밀감 따위의 개념들의 영향력은 살펴보지 못하여 공동체
의식의 다양한 측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의 다른 측면과
관련된 후속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적 소수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에 고려할 사안들이 더욱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념이면서 동시에 장
애인복지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김미옥 외, 2016). 그리고
여기에서의 통합은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합을 의미하
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진정한 주체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Cummins and Lau, 2003; Freeman and Kasari, 1998: 김은라·박재국·정계숙, 2016에서 재인
용). 이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민으로 인식하여 같은 연대감과 소속
감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 연구자들이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생활의 당위성과 비장애인의 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들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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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Sense of Community on Community Members’ Attitudes
toward the Community Living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Mediating Effect of Exclusivity and Multi-group Analysis on Contacts
with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ng, Jeong W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ung, Enu Hy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ang, Su Ji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i, Ok Chai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ty members’ attitudes
toward the community living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ir sense of community
and exclusivity, determines any difference in the structural modeling paths through multi-group
analysis relative to their contacts with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presents
relevant implications. The analysis results highlight the positive effects of solidarity among other
components of sense of community on community members’ attitudes, whereas their sense of
belonging has no direct effects on their attitudes. The greater the solidarity, the less the
exclusivity. In contrast, exclusivity increases with the sense of belonging, which in turn has
negative effects on their attitudes. As for the difference in group-specific paths in relation
to the contacts with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in the path where the sense of belonging exerts negative effects on exclusivity. These findings
indicate the need for reinforcing the sense of community for the positive change in community
members’ attitudes toward the community living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words: Sense of Community, Community Living Attitudes, Exclusivity, Contac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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