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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비장애대학생의 장애 인식이 어떠한
지, 도우미 활동을 통해 경험한 성과와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우미 제도와 장애대학
생을 위한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우미 활동을 한 비장애대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면담자료를 질적분석한 결과, 3가지
주제와 9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세 가지 주제는 (1) 만남의 시작, (2) 만남을 통한 성과
와 어려움, (3) 발전된 만남을 위한 지원 요구이며, '만남의 시작' 주제에 대하여 지원 동기, 지
원 전 장애인식의 두 가지, '만남을 통한 성과와 어려움' 주제에 대하여 만남을 통한 긍정적 성
과, 장애대학생이 겪는 어려움, 도우미대학생이 겪는 어려움의 세 가지, '발전된 만남을 위한 지
원요구'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 시설․설비의 개선, 인적지원 혹은 사후관리, 도우미제도의 재정
립의 네 가지 하위 주제가 생성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제언에서는 도
우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을 통해 장애학생 대학생활의 질적인 향상과 도
우미 활동에 참여한 비장애대학생의 긍정적인 경험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핵심어 : 장애학생 도우미, 장애대학생, 비장애대학생, 질적연구, 심층면담

* 본 연구는 나사렛대학교 학술지원금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ksoon@kgu.ac.kr

- 265 -

통합교육연구 제6권 제2호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율은 OECD평균 56%를 상회하는 81%에 이르러 고등교육 보
편화단계에 도달하였고(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4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통계청, 2009). 그러나 상
대적으로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어있지 않은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의 수요와 대학
진학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학생 대학진학의 기회가 확대된 것은 1995년부터
실시된 장애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기점이 되었다. 장애학생 대학입학은 이후 지
속적인 증가추세이며 최근에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4년제 정규 대학
까지 등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1998년에는 5.2%에 불과하였으나 2010
년에는 16.3%를 차지함으로써 12년간 3배 이상의 비율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 현재 4년제
대학의 경우 5,292명, 전문대학에 1,227명, 대학원에는 347명의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
나고 있다.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학생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57.28%)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시각장애(14.85%)와 청각장애대학생(13.6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신지체
와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대학생도 534명에 달해, 전체 장애대학생 비율의 7.65%
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즉 단순히 신체와 감각상의 장애만을 지닌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발달장애학생에게 중등교육에서 성인기
로의 전환과정의 하나로서 고등교육에 대한 경험 제공이라는 측면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
다(Papay & Bambara, 2011)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장애학생 고등교육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장애학생 대학입학의 양적 증가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요구와 그에 상응하
는 지원체계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학업 기회 및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직업 선택 기회의 확대와 같은 성
과뿐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하여 성인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향후의 삶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전환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장애학생에게 있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어지는 대학에서의 교육은 그 이전 과정에서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학업 및 여
가활동, 대학문화 경험을 비롯하여 학생의 흥미와 지식을 확대시켜주는 사회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중등 이후 교육을 성취하는 것은 전반적 삶의 질과 상호관련성이 있으며
(Stodden, 2005) 바람직한 생활양식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신현기 외 공역, 2010).
한편 대학이라는 교육환경은 보다 많은 자율성이 주어짐으로 인해 독립적인 수행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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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출석 및 강의시간 선택의 자율성, 강의실의 이동과 수업방식
의 변화, 과제물 양식의 변화 등 새로이 적응해야할 과제들이 많아진다. 그 가운데서도 학
업의 어려움은 장애대학생에게 해결을 요하는 큰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기준
으로 학사경고 등 학업 미수행의 사유가 장애학생 탈락사유 중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례입학 장애대학생의 30% 정도는 학사경고를 받거나 휴학 혹은 자퇴의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진호, 2004; 양재신, 2000).
이러한 장애학생의 대학 생활을 돕기 위해 교수․학습지원, 생활보조지원, 이동지원 등
을 제공하고자 하는 장애학생 도우미 서비스가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도우미라는 용
어는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일반 공모를 통해 탄생한 우
리말로서 현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도움을 지원을 하는 인력’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편람(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나타난 장애학생 도우미의 유형
은 일반도우미, 전문도우미, 원격교육지원도우미로 구분되며, 206개 대학의 총 2,125명 도
우미대학생 가운데 일반도우미 2,075명, 전문도우미 16명, 원격지원도우미로 34명의 대학생
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지원의 활동 내용은 강의실이나 시험장에서
의 대필, 필요한 학업 보조 등을 말하며 생활보조서비스는 위생관리, 식사보조를 비롯하여
필요한 부분의 생활보조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동지원 서비스는 교내 외 이동을 돕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일반적으로 도우미는 활동의 종류와 활
동 시간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받게 되며,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규모는 시작 첫 해인 2005
년의 596명에서 2011년 현재는 2,000여명 이상의 비장애대학생이 장애대학생을 위한 도우
미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며, 현재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4년제 대학 가운데 64.8(125개)%, 전
문대학 가운데 61.4(86개)%에 이른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그러나 도우미 제도 시행 6년
이 지나면서 장애도우미 서비스 인력과 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해도 각 대학에서 이루어
지는 서비스가 장애학생의 양적 증가 수준에 적합한 전문성이나 체계를 갖추었다고 말하기
는 어려우며, 바람직한 지침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는 장애학생 대학교육의 실상에
도 불구하고 장애대학생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환경이나 지원서비스는
부족하다(김남순, 2001; 김진호, 2004; 원종례, 2001)는 일반적인 논의와 같은 맥락이다.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미선(2011)은 한 대학에서 도우
미 활동을 경험한 비장애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후 도우미 활동의 범위와 내용, 어려움
과 도우미 지원방향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지체장애 대학생을 위한 도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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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이미숙, 2011)에서는 지체장애 도우미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 도우미 서비스
운영에 대해 보고하였다. 연구결과, 도우미 활동 가운데 실제적 교수․학습지원이 적절하
게 운영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앞으로 다양한 대학 상황에서 도우미 지원과 운영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도우미 활동을
경험한 비장애대학생들의 인식을 통하여 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과 도우미대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도우미 제도를 포함하여 향후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에 대하여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장애대학생(5.292명)의 6.72%, 전교생(5,778명) 가운데서는 6.16
(356명: 대학원 포함 시는 382명)%가 장애학생인 N대학교에서 실시되었다. 이 대학은 4년
제 대학으로 충남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3년 주기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
고 있는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3회 연속 선
정된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적장애인을 위한 학사학위 수여를 하는 4년제 정
규대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관련학과
와 지원 인력면에서 특성화대학을 표방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여타 지
원제도와 함께 도우미 활동을 통한 장애대학생의 지원체계에 대하여 향후 나아가야할 방
향과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비장애대학생의 인식, 경험 및 요구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충청북도 천안시 소재의 N 대학교의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 경력을
가진 비장애대학생 14명이다. 면담에 참여한 비장애대학생의 성별은 남자 4명, 여자 10명
이며, 평균 연령은 약 24세, 그리고 2학년이 3명, 3학년 5명, 4학년이 6명이다. 도우미 활동
경력은 평균 3.5학기 정도이다. 도우미 활동 대상의 장애 영역은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
장애, 지체장애 등 다양하였으며, 도우미 활동의 종류 역시 학습도우미, 생활도우미, 이동
도우미 등 연구 참여자 한 명이 여러 분야의 도우미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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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에 참여한 장애 도우미대학생에 대한 정보
집단 및
개별 부호

성별

연령

학년

도우미
경력(학기)

A

남

32

3

5

B

여

22

3

3

A

남

24

3

5

B

여

22

3

1

A

여

22

3

3

B

여

23

2

3

A

여

24

4

3

1

2

4

5
6

담당학생
장애영역
정신지체, 자폐장애,
학습,
시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학습,
지체장애
정신지체․지체장애중복,
학습,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3

N=14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신지체,

도우미
활동내용
이동도우미
점역도우미
생활도우미

멘토링
학습도우미
학습(시험대필),
이동도우미
학습, 생활도우미

B

여

31

4

3

A

여

23

4

3

시각장애, 지체장애

생활도우미

B

남

24

4

4

청각장애

문자통역, 수화통역

A

여

24

4

8

정신지체, 지체장애

학습, 생활도우미

B

남

23

4

5

학습, 생활도우미

A

여

21

2

2

시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B

여

21

2

2

24.00

3.21

3.57

시각장애(저시력)

청각장애
시각장애,

7

평균

시각&청각중복장애

학습, 생활도우미

학습도우미
학습도우미,
문자통역

* 연구 참여자 전공: 중등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언어치료․특수교육 복수 전공, 심리재활, 사회복
지, 수화통역과 (개별적인 전공분야의 명시는 생략함).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비장애대학생의 경험 및 요구에 대
한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2인을 한 팀으로 하는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절차는 질문지 개발, 참여자 선정, 면담 실시, 면담자
료의 전사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약 8개월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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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질문지 개발 및 타당화 검증

본 연구에 사용한 질문지는 연구 참여자 선정 전 미리 개발하였다. 먼저 연구자 3인이 협
의를 통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고 둘째, 이를 박사학위를 소지한 특수교육 전문가 3
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아 수정․보완하여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지는
장애학생 도우미를 경험한 비장애대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질문, 도우미 활동 전 장애인
에 대한 인식, 지원 계기,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경험과 요구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었
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였다.

2)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선정 방법 가운데 하나인 스노우볼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하여 총 14명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즉,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의 제1 연구자가 장애학생 도우미 경험을 한 학생을 조사하여 자원한 2명을 선정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면담을 실시한 후 도우미 활동을 한 친구들이나 선․후배
들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두 번째 팀의 면담을 마친 후 또 다시 도우미 활동을 한
대학생들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방
법을 선택한 이유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은
중등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언어교육치료․특수교육 복수전공, 수화통역, 심리재활, 사회
복지 전공 등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3) 면담 실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 심층 면담 기법을 이용하여 7팀의 면담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각각의 학생들을 소개 받은 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날짜와 시간 및 장소를 조정하였다. 면담 장소는 가능한 한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근처의 카페 및 교내의 소규모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면담 장소가 카페일 경우 가능한 연구자가 미리 면담 장소에 도착하여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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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나 좌석 배치 등에 대해 점검하였고, 문제의 소지가 보일 경우 각 매장의 담당자와 협
의하여 음악 소리나 좌석 배치를 조절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3팀은 연구자 두 명이 함께
면담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4팀은 연구자 한명이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이 진행되기 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관계 형성(rapport)을 위해 일반적인 대화로 먼저 시작하였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들에게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되며, 연구 목적 외에 자료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됨을 공지하였다. 면담 과정은 연구자가 먼저 질문
을 건네면 연구 참여자 2인이 교대로 의견을 말하도록 하였으며, 준비된 질문을 마친 후
연구 참여자들이 앞서 질문에 대해 놓친 의견이나 질문 외에 도우미 활동이나 장애대학생
에 관련된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연
구자는 이후의 면담과 보고서 작성 시에 참고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가 답변할 때 방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핵심적인 단어나 주제에 대해 간단히 기록하였다. 면담 종료 후 연구
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전자우편(e-mail)이나 전화를 통해 알
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면담 시간은 팀별로 약 50-70분 정도 소요되었고, 면담이 종료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4) 전사본 작성

본 연구에서의 면담 내용은 소형 녹음기(MP3 player)와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녹음되었다. 이는 녹음 과정에서의 기기의 오류로 인한 면담자료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서였다. 면담이 종료된 후 면담 자료는 중등특수교육을 전공한 전사자에 의해 원래 내용
그대로(verbatim) 전사되었다. 전사에 앞서 제1 연구자는 전사할 연구 보조자에게 전사에
관련된 기본적인 수칙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완료된 전사본은 전자우편을 통해 곧바로 제1
연구자에게 발송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사자에 의해 순차적으로 도착된 전사본은 제1 연
구자가 매 회마다 전사본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1차 점검된 모든 전사본은 제2, 제3 연
구자가 전송받아 각 1-2개의 전사 자료를 선택하여 전사본의 정확도를 2차 점검하였다.
전사본 작성에는 MS워드(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프로그램) 2007을 이용하였다. 이는 첫 페
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줄 번호가 기입되기 때문에 부호집
(codebook) 작성 시 인용 문구를 코드화 하고 코드화된 인용구를 다시 전사본에서 찾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사 자료의 분량은 기본 여백주기와 글자 10포인트, 줄간격 1.0을
기준으로 A4 용지 총 98페이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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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전사된 면담 자료는 선행연구(Glaser & Strauss, 1967; 진영은 역, 2008, 재인용)를 참고
로 하여 유형적(typological) 분석의 연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과 귀납
적 분석을 혼합한 질적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면담 전 개발한 반구조화한 질문과
면담 과정에서 주요 주제를 기록한 메모지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범주와 주제를 선정한 후
전사자료들에서 의미 있는 부호들 간의 연속적인 비교를 통해 범주와 주제를 새로 생성하
거나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쳐 부호집(codebook)을 작성하였다. 부호집의 주제별로 각각에
해당되는 부호명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해당 인용구를 첨부하였다. 이러
한 전 과정의 분석 작업에는 연구자 3명이 모두 참여하였다. 즉 연구자 3명이 각각의 부호
집을 만들고, 협의를 통해 부호 간의 차이점 그리고 주제 간의 조율 작업을 7회에 걸쳐 실
시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완성된 부호집을 다시 주제와 부호명만을 추출하여 4회에 걸쳐
재정비하는 작업을 통해 주제와 하위주제 그리고 부호(code) 및 인용구가 첨부된 최종적
인 부호집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3개의 주제와 9개의 하위주제 그리고 25개의
세부 주제가 도출되었다.

4.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1) 추후 확인 면담(member check)

본 연구에서는 전사된 자료의 질적분석 작업을 완료한 후 면담에 참여한 학생 중 3명에
게 면담 결과물인 전사 자료와 결과해석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어 본인의 면담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는 확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추후 확인 면담자 3명 모두 면담내용과
결과해석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왜곡 없이 적절하게 반영되었음을 통보해 주었다.

2) 면담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노력

본 연구 연구문제의 질적연구 분석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
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3인의 연구자가 협의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자
료를 분석함으로써 단일 관점에 의한 분석을 지양하고 보다 객관성 있는 관점으로 분석하
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일부 면담자를 대상으로 추후 확인 면담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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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모든 절차와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는 감사자료(audit trail)로 남겼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도우미로 지원하여 활동했던 비장애대학생 14명의 도우미활동
에 대한 경험과 요구에 대하여 파악해보고자 실시되었다. 총 7회의 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는 질적분석 방법을 통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3개의 주제와 9개의 하위주제, 25개
세부주제로 분석되었다. 도우미활동에 참여했던 비장애대학생들은 또래 장애대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요구를 갖게 되었다. 3개의 주제는 (1) 만남의 시작, (2) 만
남을 통한 성과와 어려움, (3) 발전된 만남을 위한 지원 요구이며, '만남의 시작' 주제에
대하여 지원 동기, 지원 전 장애인식의 2가지, '만남을 통한 성과와 어려움' 주제에 대하여
만남을 통한 긍정적 성과, 장애대학생이 겪는 어려움, 도우미대학생이 겪는 어려움의 3가
지, '발전된 만남을 위한 지원요구'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 시설․설비의 개선, 인적지원
혹은 사후관리, 도우미제도의 재정립의 4가지 하위 주제가 생성되었다. 9가지 하위 주제에
따른 세부주제는 모두 25가지 내용으로 분류되었다.

<표 2> 장애대학생 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비장애대학생의 경험 및 인식

주제
만남의
시작

하위주제

세부주제와 주요 의미

지원 동기

․도우미 지원 동기: 주변인의 권유, 학교 홍보, (전공관련) 경험
의 기회

지원 전 장애인
식

․기존 장애인식: 무관심, 도움 받을 대상, 불편함

경

․긍정적 관계형성과 공감: 좋은 관계 유지, 진심, 상호의지, 정
서교감
․동기부여: 삶과 전공학습에 동기부여

험

만남을
통한
성과와
어려움

만남을 통한
긍정적 성과

․책임과 보람: 책임감 형성, 발전, 교사로서 보람 체험, 장애학
생의 정서적 지원, 도우미 역할에 대한 인정감
․도우미활동 지속에 대한 의지: 보람, 도우미활동에의 적응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접촉경험에 따른 인식개선, 장애
인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이해, 강점과 재능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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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자기관리: 과제수행, 자기관리 및 자조기술의 부족
․장애 및 개인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장애로 인한 어려움, 교류
부족, 친구관계의 어려움, 외로움
장애대학생이
겪는 어려움

․시설․설비의 문제: 이동의 어려움, 휠체어 사용의 어려움
․주변인들의 인식부족: 불신과 장애 특성에 대한 인식 부족
․경험부족: 문화생활 경험 부족
․ 상황판단과 대처의 어려움: 비상식적 행동, 활동 부담, 의존
성, 정서적 부담
․性문제: 性관련 질문, 신체접촉
․역할 경계선의 불명확함: 도움기준의 애매함, 별도의 요구사항,
의존성

도우미
대학생이 겪는
어려움

․장애 자체 및 개인특성의 문제: 장애로 인한 문제 상황, 자기
관리 부족, 의식부족, 부정적 성격특성
․소통의 어려움: 닫힌 마음
․변화된 열정: 도우미 활동에 대한 열정의 변화
․불충분한 도우미 교육과 장애 지식: 필요한 수준에 못미치는
도우미 교육, 제한된 정보

요구

발전된
만남을
위한
지원
요구

충분한 교육

․충분한 교육과 정보제공: 대상학생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효율
적인 교육의 부족, 장애학생 대상 교육

시설․설비의
개선
인적지원과 사후
관리

․시설․설비의 개선: 학교시설과 설비 개선, 접근성에 대한 편
의확보
․인적지원 혹은 사후 관리: (긴급상황에 대한) 도우미학생상담,
장애학생 상담지원
․도우미 역할 한계의 명료화: 역할의 한계 정립

도우미제도의
재정립

․도우미 역할에 대한 존중: 도우미 학생의 인격 존중
․도우미 제도에서의 고려사항: 도우미학생 평가제, 인식개선
방안

1. 만남의 시작
본 연구에서 장애대학생과의 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비장애대학생은 여러 가지 경로로
도우미제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도우미 활동에 지원한 동기도 다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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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우미 활동 지원 동기

도우미대학생들은 대학의 홍보자료나 친구․선후배, 주변인을 통하거나 혹은 우연한 계
기로 도우미제도를 알게 되었고,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한 기회로 삼거나 대학 전공과 연계
하여 실제 장애인 접촉 경험을 쌓기 위한 기회를 갖고자 도우미활동에 참여하였다.

아, 저는 원래 몰랐는데 친구가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듣고 하게 됐어요.
(3-A-3-96:97)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같은 방에 사는 장애인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랑 입학
당일 날 만난 거예요...(중략)...그래가지고 부모님께서 (학)과도 중등특수교육과면 도우미 한
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도우미를 하게 되었는데 그 도우미를 군대 갔다
와서도 다시 이렇게 신청해서 계속...(2-A-2-47:52)
(특수교육)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적용하면 될 것 같아서 저한테 도움
이 될 것 같고..(4-A-2-75-78)
내가 학문(특수교육)을 하기 전에 정말 교사에 대한 자질이 있을까.. 처음에 시작을.. 그래도
한번 같이 살아보면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4-B-3-2-82-87)

2) 도우미 활동 전 장애인식

도우미대학생들은 도우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이 없거
나 다소 부적절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장애인을 대함에 있어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부
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딱히 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 그렇게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2-A-2-63:64)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자원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과 오기로 했는데
...(중략)...거의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이러니깐 그냥 막연히 착하다고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착하고 그 사람들이 아픔이 많고 그냥 그렇게 너무 좋게 좋게 생각했는데..(6-B-3-117:122)
좀 약간 도와줘야
(2-B-2-67:68)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오게

됐어요.

많이 접해본 경험은 없었지만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떠한 행동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1-B-2-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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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남을 통한 성과와 어려움
1) 만남을 통한 긍정적 성과

장애대학생 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비장애대학생들은 도우미 활동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
는 긍정적 경험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도우미대학생들은 장애대학생과의 만남을 통하여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과 공감하게 되었으며,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한편 인
간에 대한 책임과 보람을 경험하게 되었다.

(1) 긍정적 관계형성과 공감
근데 진짜 소중하게 느낀 거는 정말 진심으로 대하면 정말 걔네들도 진심으로 해준다는 거예
요.(4-B-6-228-229)
항상 막 손잡고 막 "너무 좋아요." 이런 말 듣게 너무 좋거든요...(중략)...그냥 뒤에서 손만,
손이라도 슬그머니 가서 잡는다던지 깜짝 놀래켜 준다던지.. 되게 귀여워요. 그런 모습들이
개구쟁이일 수도 있지만, 표현이 서툴지만.. 좀 그런 표현들로 인해서 저는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5-B-16-614:617)
항상 한 학기 동안 해주다 보니까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먼저 문자도 오고 연락도 서로 주고 받고..(7-A-7-258;259)
제가 지금 근로를 청소 근로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돈 받는 것
은 똑같아요. 근데 이 청소 근로는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도우미는 단 한 번도 그
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요.(1-A-6-219:226)

(2) 동기부여
학교에서 미리 겪으니깐 아 내가 정말 교사로서 전문성을 키워야겠다.. 그니깐 이게 그냥 뭐
정말 기술 뭐 학습 방법 이런 거를 한번.. 솔직히 말해 시도도 많이 해봤어요. 배운 거 갖다
가 해보고.. 배운 게 정말 되는 거예요. 신기하니깐 아, 진짜 이 아이들을 나중에 만나려면
전문적이 되어야겠다. 그니깐 전문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교사로서..(4-B-8-282285)

(3) 책임과 보람
그런 거 하면서 더 이제 책임감도 생겨요. 왜냐하면 제가 안가면 이분은 수업을 아예 들으실
수가 없고 저 하나 때문에 그 분 하루 수업이 결정이 되니깐.. 솔직히 저는 가기 싫은 것도
있었거든요.(1-A-7-239:243)
저도 벅찬데 그 학생(시각장애)을 위해서 꼼꼼히 필기하다 보니깐 저도 성적도 잘나오고 그
학생도 잘 나온 거예요.( 4-B-7-2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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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를 못해서.. 문제집을 사가지고 숫자를 먼저 이제 덧셈 뺄셈에 대한 기초적인 걸 먼저 알
려주고 그 담에 가계부를 쓰고 그 담에 마트 가서 돈 계산하는 법을 알려줬었어요. 근데 이
게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돈도 계산할 수 있고...(중략)...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람 같은
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았어요.(4-A-263-275)
대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시험 잘 보라고 문자를 주면, 시험을 보기 전
에도 고맙다고 하고 시험 끝난 담에 '네 덕분에 정말 잘 봤다'고...'수고해줘서 고맙다'고 이렇
게 문자로 올 때, 그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7-A-7-251-254)

(4) 도우미활동 지속에 대한 의지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도우미를 계속하면서 처음과 달리 부담이 감소하며 적응해
간다며, 남은 대학 생활에서도 도우미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그냥 도우미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런 꼭 그러한 (생활) 도우미가 아니
더라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책 쳐 주는 게(점역) 있거든요.
그런 거 계속해서 할 것 같아요. (2-A-9-349:351)
해보라는 권유가 아니라 꼭 해야 한다는..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도.. 오히려 자원봉사 보다 더
많이 얻어요. 한 학기 살아보는 것 자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요. (4-B-12-442-444)
저는 이제 이번 학기로 졸업을 해요. 저는 더 이상 못하는데 만약에 저는 그냥 같이 있었다면
계속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정이란 게 있어요. 사람 간에 정이란 게 있어서.. (6-A-11-405:
408)

(5)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장애학생과의 접촉을 통한 긍정적 경험들은 도우미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런 긴장을 갖고는 있었는데요. 막상 부딪히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편
하게 제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기도 하고. 되게 편하게 하면서 또 친해 졌던 것 같
아요(3-A-4:157-159)
아.. 저는 좀 여기 학교 오기 전에 장애인을 거의 한 번도 접해 본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
고 와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이 많았구나' 그것을 처음
느끼게 됐거든요.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와서 더 많이 알고.. 부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도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3-A-5-168:171)
영화를 보게 되면 설명하기가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외화다 보니깐 영어로 하는 거다 보니
깐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았었어요. 아 그
런 게 있잖아요. '시각 장애 분들은 청각이나 이런 쪽의 능력이 더 좋으시다' 그런 걸 말로
만 많이 들었었는데, 물론 열심히 노력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아 뭔가 뛰어난 부분이나 강점
이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느꼈었던 적이 있었어요.(1-A-5-1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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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처음에 친해지려고 음료수를 뽑아 드리거든요. 갔는데, 캔을 뽑으셨는데 "제가 따
드릴께요" 했는데 근데 그게 그분이 약간 지체 뇌성마비쪽 있으셔 가지고 계속 움직이시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따드린다고 했더니, "아, 나 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요...(중략)...감각장애 분들은 자신이 다 하려고 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가 오바해서 해주
게 되는.. 그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1-A-3-80:82)

2) 장애 친구가 겪는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대학생들과 밀착하여 이들의 학습과 생활 보조에 나서게 됨에 따
라 이전에는 알기 힘들었던 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보고 듣게 되었다. 이들이
인식하게 된 장애대학생의 어려움으로는 (1) 학업과 자기관리, (2) 장애 및 개인특성으로
인한 문제, (3) 시설․설비의 부적절함, (4) 주변인들의 인식 부족, 장애대학생의 (5) 경험
부족의 측면 들이 있었다.

(1) 학업과 자기관리에서의 어려움
고등학교까지의 학교생활과 달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스스로의 필
요와 결정에 따라 자기관리에 임하여야하는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장애대학생들은 큰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장애인이잖아요.. 학습에 대해
서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과제 같은 거 내줘도 그런 과제를 전혀 할 수가 없고... (중
략)...그리고 시험부분에서도...학습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2-A-4-157: 163)
전교생이 다 같이 들어야 하는 교양과목 같은 경우에서는 점수가 월등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D나 E 이런 걸 받고 그러니까...(중략)...'왜 이게(학점이) 안 나왔을까' 고민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것이 안타깝고.(2-B-5-175:181)
대학교에 오다 보면 이제 정해진 틀이랑 체계가 없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고, 자기가
밥을 먹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비장애
학생보다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자신이 어떠한 시간에 어떤 한 것을 하고 어떠한 시간에 어
떠한 것을 하고, 지금은 기숙사에 들어가겠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에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애 학생들이 어.. 그냥 배회하는 거에요. (2-A-5-187:195)
자기 관리.. 자신 신변 처리하는 그런...저희 학생들이 제가 지금 정신지체 친구들이랑 많이
같이 있는데 양치하는 게 잘 안돼요. 양치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옷을 어떻게 갈아입
는지도 잘 아는데, 맨날 다음날 보면 똑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6-A-8-303:306)

(2) 장애 및 개인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장애대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장애 종류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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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대학생들
을 비장애대학생들로부터 스스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고립시키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었다.
청각장애인 학생들은 청각장애인 학생들끼리 모이려고 해요.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건청인이
끼면 수화가 달라져요. 천천히 해야 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대화가 달라져요, 불
편한 거죠...(중략)...유대감이 되게 강해요.(5-B-11:12-431:443)
제가 맡았던 재활자립학과 친구들은 그 학생들끼리만 항상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친해
질 기회도 거의 없고 수업도 자기네들끼리만 들으니깐 그니깐 이게 약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특수학교에서도 장애 학생들끼리만 있는 것처럼 대학교 와서 그냥 과만 있을 뿐 그게
독립된 단체로 딱 있고 다른 애들하고 교류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2-B-6-206:213)
근데 한번은 밥을 혼자 먹고 밖에 혼자 있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근데 그런 상황이 되게 많
았어요...(중략)...언니 안의 내적인 것 때문에 친구들이랑 많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약간 도우미 탓으로 돌아올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도우미도 어느 정도 해주지만, 언
니 안에 상처가 있거나 내면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5-A-13-503:509)
장애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
런 면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우관계라든지
그 문제점도 되게 심한 것 같아요.(6-A-8-298:301)

(3) 시설․설비의 문제
장애대학생들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대학 시설 내에서 특히 이동성 측면에서 2차
적인 장애(handicap)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통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지하철이 틈이 넓고 좁고를 생각 안했거든요?...(중략)...
학교 계단이,..(지하철과 연결되는 학교 계단이 불편해서) 이거 항의 한 적도 있어요. 계단 때
문에 휠체어가 못 다닌다고...(5-A-8-277:283)
많이 들어 봤던 건 시각장애 학생 애들이 저희 학교 보도블럭이 잘못 되어 있어서 이동성 같
은 게 조금 어렵다고... (6-B-9-320:321)
비오면 또 휠체어가 비를 맞으면 전동휠체어가 비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봉지를 싸
더라고요 아예. 보니까 언니는 비를 맞는데 봉지 이것만 안 맞게 하려고. 되게 우산 쓰기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우산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비오면) 도우미를 불러야 하는 상황인데
도우미가 수업 중이에요, 그럼 언니는 한참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중략)...항상 거기
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 게 항상 그 언니에게는 그냥 일상인 거예
요.(5-A-9-316:323)

(4) 주변인들의 인식 부족
장애대학생들은 주변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도 상처를 받고 있었다.
가장 큰 것은 청각장애인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장애가 없어요. 아무 장애가 없는데 그걸
꼭 확인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KTX나 기차는 50%할인을 해주고 전철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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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에요. 그러니깐 그걸 이렇게 자리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리에 앉고서 표를 보려
고 하잖아요. 그러면 귀가 안 들린다고 말해요. 그거 넘어가면 좋잖아요...(중략)...청각장애인
은 멀쩡하거든요. 확인을 해요. 복지카드, '복지카드 내 놓으라'고 해요. 그런데 청각장애인들
복지카드 내놓는 거 싫어해요...(중략)...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나.. 어떻게, 보여주고 싶지 않
은 것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나.(5-B-11-414:424)

(5) 경험 부족
장애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이 겪는 일상적인 문화생활에 대해서도 제한된 경험 수준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각장애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밥 먹는 친구, 그 친구는 요 근처를 못 나가봤어요. 그래
서 맥00드가 어떤지도 모르고. 제가 같이 이렇게 이동보조 그거 때문에 한번 간 거지, 그전에
는 그냥 학교 식당, 교내식당만 다녔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겪
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건데, 그 친구는 맥00드가 어떤 메뉴가 있
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가 같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에 있어서...(3-B-11-409-415)
장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 컴퓨터에 있어서 학습장애가 있더라고요. 컴퓨터
가..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컴퓨터만 갖다 놓으면 애들이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나 봐
요. 그러니깐 일반 학생들이, 저희 학교가 컴퓨터 교육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컴퓨터 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애들이 학습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
고요. (6-A-8-310:315)

3) 도우미대학생이 겪는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보람을 느
끼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미 초기 그리고 도우미 활동
을 수행하는 과정동안 겪는 불편과 어려움도 있었음을 밝혔다. 그 어려움들로는 1) 상황 판
단과 대처의 어려움과, 2) 性문제, 3) 역할 경계의 불명확함, 4) 장애 자체 및 개인특성의 문
제, 5) 소통의 어려움, 6) 변화된 열정, 7) 불충분한 도우미 교육과 장애 지식 등이 있었다.

(1) 상황 판단과 대처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장애대학생이 그러한 행
동을 할 경우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곤란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생활 도우미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기숙사에 살면서.. 그런데
어.. 그 생활패턴이 저랑 좀 달라요. 같이 사는데 제가 같이 사는 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
음에 만났을 때는 2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시면
그냥 이제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깨워요. 저를 항상 4시나 5시에 일어나 그때 깨우고 어..
그런 게 좀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2-B-2-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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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영상을 보는 거예요. 외국 영화인거에요. 근데 그거를 다 해줘
야 되나, 그거에 대한 다 해주자니 제 말이 빨라서 이해를 못하실 것 같고 안 해 주자니 너
무 심심해하시니깐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아무것도 못했었어요. (1-B-3-87:90)
기대했던 것은 경험도 하고 되게 좋게 좋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하니까 그냥...뭐 숙제
같은 것도 제가 다 해줘야 되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 수업
이 아닌데. 그러니까 많이...좀 짜증도 많이 나고, 어머님들도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
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조금.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많이 지장을 그래도 받으니까...(3-A-4-128:140)

(2) 性문제
연구 참여자들은 특히 도우미 대상 장애대학생이 이성인 경우 性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다소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시험 대필할 때 였는 데요. 신체적으로 지체 있으신 분인데 시험대필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꾸
저를 힐끔 힐끔 봐요, 남자분인데.. 그러다가 저는 친절하게 해줘야 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
게 질문 말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 되셨나.. 저보다 학번이 높으셨거든요. 같은 학부였는데 그
래도 선배님이니까.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저보고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하재요. 그래서 아,
뭐 별 얘기겠어요? 어차피 들어주는 입장도 좋으니까 갔는데, 뭐.. 식당 같은 데였는데 좀 구
석진 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걸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랬던..
(3-B-6-216:222)
성별이 다르니까...(중략)...약간 이제 저를 도우미로만 보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분
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솔직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직..(7-A-4-158,
7-A-5-160:164)
(도우미 활동 중에)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지시는 분이 있어서.. 실제
로 이렇게, 센터 가서 의뢰해서 바꾼 학생도 있고요. (7-B-6-199:203)

(3) 역할 경계의 불명확함
연구 참여자들은 도우미 대상 장애대학생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지나친 요구를 한다
고 느껴지거나 자신의 역할 한도의 일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호소하였다.
저는 야간 생활 도우미니까 야간에 도와주고 아침에 예배 같이 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는 야간생활도우미 말고도 활동보조도우미를 따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매 시간, 때 마다 비 오거나 이러면 저한테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중략)...지금은 현재 제가
도우미를 1년동안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우미가 아닌 상태에서도 계속 부르는 거예요.
(5-A-6-210:215)
자기가 힘들다고 머리를 감겨달라는 거에요...(중략)...근데 그 이전 학기 도우미 했을 때 제가
아는 선배가 했어서 물어 봤었거든요. '언니 도우미 했을 때 어떤 걸 도와줬었어요? 어떤 어
려움이 있었어요?' 미리 제가 듣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머리를 감겨 준적도 한 번도 없었고.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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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런데 저는 그걸 나중에 들었어요.(5-A-4-141:149)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도 계속 전화가 와서 뭐, (장애학생 부모님이) '우리 00이
뭐 오늘 뭐했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저도 중간고사잖아요. 근데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아, '오늘 00이 무슨 시험 있으니깐 시험 공부 좀 봐 달
라'고 얘기를 하고..(4-A-13-497-500)
지체장애 친구들은 제가 음.. 여학생이었는데 여학생 그 생리대까지 제가 다 갈아주고 했었거
든요. 지체장애인 도우미 했을 때 근데 분명히 그 학생이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음, 저한
테 도움을 원하더라고요. 그 씻겨주는 것까지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학생
이잖아요. 제가 그 학생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 도우미라는 것이 (한계를) 넘
어설 때가 있더라고요. (6-B-6-201:205)

(4) 장애 자체 및 개인특성의 문제
연구 참여자들은 사전 지식이 부족한 채 혹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도우미 활동에
임하기 쉬우므로, 장애대학생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문제 상황이나 장
애학생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곤란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친구들은 청각장애 친구들은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크게 해요. 의자를 확확
끈다거나. 저희는 청각장애 두 명이랑 건청인 두 명, 네 명이 살고 있어요.. 소리가 나요.. 그
럼 둘이서(건청인) 막 쳐다봐요. 왜냐하면 너무 (소리가) 크니까. 그래서 이것을 말을 해줘요.
'지금 나무 바닥이 세로로 있다. 이게 굴러가면 너무 커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란다. 한번 연
습 해보자' 우리 살살 이렇게...하는 거를 연습해요. ‘이 정도 하면 소리가 어느 정도다’ 알려
줘요. '그러냐'고 해요. 근데 이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5-B-6:7-234:245)
수업에 들어가서 공부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애들이 워낙 돌발적인 행동을 많
이 하다보니깐, 뭐 갑자기 간질을 일으켜서 쓰러지거나 이러면 정말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막 애들끼리 (장애학생들) 막 서로 감정에 싸우다 보면 서로 욕
하고 주먹질도하고 이러는데, 제가 여자다 보니깐 남자애들이 싸우면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중략)...'아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될 거 같은데' 라는 그런 부담감이 드니
까..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2-B-4-117:127)
지적장애 학생들은 잘 모르니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하고. 한번 진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태권도 수업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제가 좀 늦게 가가지고
먼저 와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옷을 그냥 남자들 다 있는데 옷을 다 벗고 도복으로 갈아입었
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런 것도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네
그런 것도 느꼈고.. 지적장애인학생.. 네 정말.. 그리고 어디 관(어느 건물)으로 와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너무 다 챙겨
줘야 되니까...(3-A-5-194:199)
학습 도우미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전반적으로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5분 정도는 괜
찮아요. 근데 5분 지난 후에는 복도에 지나는 애 다 쳐다보고 그리고 다른 말을 계속해요.
(4-A-5-174:176)
조금 '아, 나는 괜찮다. 나는 청각장애라서 봐 준다' 이런 게 있어요. 교수님들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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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도 안 시켜요. 그냥 보고서 제출을 해요...(중략)...이게 예전부터 그렇게 계속 해와서 자
기들은 그렇게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중략)...의식이 트인 학생들도 많은데 안 그런
학생들이 좀 더 많아요.(5-B-3-91:97)
센터에서 들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고집도 너무 세고,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
예요.(4-A-3-94-96)

(5) 소통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대학생들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극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자
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경우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시각장애인 친구가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돈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어디서 잃어버린
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 사람을 다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
어요...(중략)...그니깐 벌써 이렇게.. 그런 게 깨지다 보니까 저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층장(기숙사 층장)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게 더 부담이 됐었거든요.(5-A-3-99:109)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더라고요...(중략)...그래서 좀 고집이 너무 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
어요. 제가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하면서 두 명..(5-A-4-122:124)
언니(지체장애)가 마음을 잘 안 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말을 많이 걸었어
요.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한테 마음
을 열고.. 나중에는 그냥 끝까지 도와줬어요(5-A-5-166:168)

(6) 변화된 열정
연구 참여자들은 도우미활동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활동 초기의 성의를 가지고 임했던
마음이 힘겨워지는 작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학기 초에는 열성적으로 했거든요? '이 아이를 맡았으니깐 이렇게 해줘야지..' 점점 학기말이
될수록 과제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시험기간에는 제가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학
생도 시켜줘야 하니까 같이 만나서 막 이래야 하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지치니까, 만약
에 00이다 하면 '00아 오늘은 내가 안 될 것 같아' 막 이랬어요, 제가...(중략)...그러니까 만
나는 시간은 같았는데 쏟는 열정이 달랐어요. (2-B-11-417:422)
그게 처음에 살면 그런 게 있어요. '아. 잘 도와줘야지'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알게 되잖아
요. 걸러요, 이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도와줘야 한다.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같이 사
는 룸메이트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아침을 같이 먹어주면 안되겠니?' 막 이런
식으로. (2-A-11-432:435)

(7) 불충분한 도우미 교육과 장애 지식
연구 참여자들은 도우미 활동 시작을 위해 '교육' 시간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활동 수
행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과정임을 토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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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정도 네 장애 영역별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알
려줘요.(1-B-3-100:101)
오리엔테이션 하지만, 한 번 정도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학년 애들
은 가뜩이나 그런 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5-A-10-364:366)
도우미 활동할 때 그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한 두 시간 특강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그전에 하
는 교육은 없죠...(중략)...교육이요? 몇 시간 하는 거 그니깐 같이 사는 거랑 이론적인 것 정
말 많이 다르잖아요. (그것이) 가장 한계점인 것 같아요.(6-A-3-97:015)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도우미들 유형이 있더라고요. 도우미를 교육을 아무리 들어도
교육 시간이랑 자기랑 안 맞으면 그냥 못 듣는 거예요. 저희가 수업을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듣고 싶어 하는 애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아, 나
시간 없어. 밤에 뭐 해야 돼'. (5-A-10-379:383)

3. 발전된 만남을 위한 지원요구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대학생 도우미 활동에 지원하여 참여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즉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장애대학생에 대한 기존 관념과 인식은 이들과 함께 생
활하거나 학습을 지원하고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이동을 돕는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스
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대학
생 도우미 제도에 대해 시사할 만한 요소도 많았다. 이들은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을 지원하
기 위한 도우미 제도에 있어 많은 변화와 개선이 요구됨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인식하게
된 도우미 제도에서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1) 충분한 교육, 2)
시설․설비의 개선, 3) 인적지원과 사후관리, 4) 도우미제도의 재정립 등이었다.

1) 충분한 교육

도우미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활동에 지원한 비장애대학생 대상의 충분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소한의 교육만을 이
수한 채 활동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모든 상황에 부딪혀야하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토로하
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도우미 활동의 대상이 되는 장애대학생에게도 활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요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뭐 저는 아니었지만,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맡은 친구가 간질이 있어서 공
부하다 갑자기 쓰러지면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갑자기 놀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점
에서 아예 정보제공이 안 이루어져서 좀 아쉬워요. (2-B-7-28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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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맡은 아이가 정신지체인데, 가서 한 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데
전 장애영역을 다 교육 시켜요. 정신지체 그러니까 제 그때 좀 느꼈던 게 제가 맡은 아이는
정신지체인데, 정신지체는 10분밖에 안하는데 다른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걸 지체장애 이
런 걸 하다 보니깐 막상 이게 장애영역별로 해줬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전혀 안되니깐 정
신지체 대해서는 10분밖에 안되는데 한 시간을 가서 들어야 되요. 무조건 그니깐 그게 진짜
덜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들으면서도. (2-B-7-252:258)
조교님이 계신데 그 조교님이 그냥 가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드리면 '그냥 이렇게 하세
요' 이러는데. 조교님도 애들의 특성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게 좀 그랬고.,.(중략)...또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의 특성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도우미할 장애)학생에 대해 설명을 좀 해줬으
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000학생입니다'만. 그냥 저는 맨 처음에 정신지체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학생한테 물어봐서 안거거든요.(2-B-7-274:280)
도우미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지만 장애 학생들도 시작할 때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있
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1-A-4-189:191)

2) 시설․설비의 개선

도우미대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 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은 물리적 장벽이 많아 활
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동성의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학생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저희 학교가 그래도 나름대로 장애인들한테 좀 이렇게.. 뭐 다닐 수 있는 길이나 이런 게 다
장애인들한테 맞춰져서 학교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 그래도 불편한걸 보면. 휠체어
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말고 그냥 일반휠체어 타신 분들은 도우미가 없으면 좀
그렇게 오르막이나 저희 학교가 오르막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힘드세요. 그래서 도우미
를 기다려야 되는 거.. 그래서 도우미를 기다려야 되는 게 불편할 것 같고. 이런 뭐 건물 안
의 계단을 올라가도, 그 저희 00관이란 데가 있는데 거기는 2층짜리라서 엘리베이터가 없어
요. (3-B-10-390-398)
그 한층 내려오는 건데, 저희는 뭐 10초면 내려 올 거를 3분 넘게 걸렸던 거 같아요. 일단
이거를 펴야 되고, 이렇게 올라탄 다음에 안전바 같은 것 하고서(리프트에 관한 설명)...(중
략)...뇌성마비인가 몸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버튼 누르는 것도 그렇게 잘 안되
요. 그거 한 번 누르고 또 이렇게 내려가서 한참 내려가는 같아요. 그리고 내리고 나서 또 접
는데 버튼 눌러야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불편해 보이기도 했고...(3-B-11-404-415)
학교시설이 조금 바꿔야겠죠. 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장애학생들이랑 편의시설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좀 더 장애학생들에게 맞게...(중략)...비장애학생들은 그냥 거기 가서 컴퓨
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장애학생..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에 같은 경우에는
그 휠체어에 맞는 컴퓨터 그런 것도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자판기 그런 것
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2-A-6-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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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지원 혹은 사후관리

도우미대학생들은 활동 진행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실제적인 상황에 대하여 대책을 모
색하여줄 사후관리 인력 혹은 상담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발생한 문제점
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부담은 온전히 도우미대학생과 장애대학생
에게 돌아가게 된다.
갑자기 저한테 와서 '쌓여있는 정욕 같은 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
테 요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아, 형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요...(중략)...그게 엄청 애매한 것 같아요. 도우미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
원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서는 애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2-A-8-297:
303)
한 가지는 야간생활 도우미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장애학생들한테만 상담이 아니라 도우미를
위한 상담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우미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무
조건 장애학생만 위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당사
자니까. 그런데 그걸 해주는 도우미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A-10-384:388)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도우미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시간을 내서 도우미를 하
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단지 도우미를 선택하고 지원 하는 데에서만 보통 끝나는 것 같
아요. 그 뒤에 솔직히 장애학생 때문에 도우미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한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나 이런 데서는 그 만큼의 일정한 보수를 주니깐 뭐
너희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2-A-6-231:239)

4) 도우미제도의 재정립

도우미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이며 그만큼 제도와 도우미활동에 대한 철학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도우미대학생들이 겪는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미치거
나 이들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도우미
역할의 한계와 신분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미묘한 부분과 도
우미대학생들의 활동 수준의 평가 측면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1) 도우미 역할 한계의 명료화
음.. 제 입장에서는 근데 좀 그게 모르겠는 게 이게 도우미로써의 역할만 그냥 딱 거기서 끝
내야 되는지 아니면 서로 인간적으로 교류를 해야 하는지..(3-A-12-457:458)
너무 가깝게 지내면 또 그.. 도우미 센터에서도 너무 받아주면 안된다고..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계속 연락 오고 막 이러니까.(3-A-12-46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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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우미 역할에 대한 존중
그 학생(장애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학
생들도 하나의 그런 도우미로 봉사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이 학생들도 존중해주는 그런게
돈에 따져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5-A-10:11-391:394)
감각장애 분들이나 지체장애 분들은 그 분들이 이제 저희가 돈을 받고 일하니깐 그걸로 이제
좀 약점을 잡는 경우가 좀 있어요.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1-A-3-104:106)
그런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일하는데 내가 부르면 와야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1-A-3-108:
108)

(3) 도우미 제도에서의 고려사항
도우미 제도에서의 고려사항으로 도우미대학생 평가제와 인식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우미 제도가 저는 개선 됐으면 좋겠는데 그니깐 그 도우미 그거 하면요, 그게 시급이
나와요. 저희도 야간도 나오고 활동비도 따로 나오고 이렇게 학습에 직접 들어가서 대필
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00 언니나 저나 좀 열심히 하는 사
람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제가 봐도 너무 열심히 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도.. 이렇게 따로 누가 평가를 한다거나 확인을 하지 않아요.(6-B-10369:374)
서로 저도 그런 인식을 고치고 장애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 학생도 그런 인식을 고치면
되는데 그러한 인식을 고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 인식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2-B-112-447:449)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장애대학생 도우
미 활동에 참여한 비장애대학생들의 경험을 통하여 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과 도우미대학
생들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
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도우미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동기로 활동에
지원을 하였으며, 장애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긍정적 성과와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였고,
이와 관련된 요구를 이야기 하였다.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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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의 도우미 활동
본 연구의 결과 도우미활동에 참여한 비장애대학생들은 명확하고 세부적인 지침이 부족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그들이 가진 장애의 특성, 장애로 인
해 가질 수 있는 개별적 특성들과 부딪치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고 느끼고 알아가는 다
양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장애대학생과의 만남을 통하여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과 공감하게 되었으며, 도우미활동을 통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한편, 인간에
대한 책임과 보람도 경험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도우미활동을 시작할 때와
는 달리 부담감은 감소하였으며,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열정이 감소됨으로 인한 갈등을
겪기도 하였지만, 남은 대학 생활에서도 도우미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장애학생과의 접촉을 통한 긍정적 경험들은 비장애 도우미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전반
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대학에서 장애학생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하
는 비장애 학생, 교수, 그리고 대학직원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하며
(이준석 외, 2007)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구축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장애학생의 대학 생활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또한 선행되어야한다(이준석 외, 2007; 임미경, 권요한, 2008). 이러
한 측면에서 장애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학업을 수행하는 즉, 장
애학생의 대학생활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장애대학생의 도우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원체계 중에서도 장애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매
우 중요한 지원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우미 역할의 정립을 위한 경계와 지침의 수립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현행 비장애대학생의 도우미 역할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그 범
위와 한계의 모호함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우미대학생들은 '같이
있어 주기부터 모든 것을 다해주는 역할'(김미선, 2011)까지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매우
폭넓은 범위의 도우미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학생과 도우미대학생은 서로 기
대하거나 요구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불만과 혼란, 당혹감을 느끼고 있
음도 알 수 있었다. 때로 '근로의 의미와 봉사의 의미'사이에서, 또는 '고용관계와 학우관
계' 사이에서 그 경계가 모호한 가운데 활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도우미 활동 자체의 어
려움 뿐 아니라 상호간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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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경계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선행연구(김미선, 2011)와도 일치
하는 결과이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을 위한 장애도우미 서비스 인력과 활동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현
재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이나 체계를 갖추었다고 말하
기는 어렵다. 본 연구가 비교적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환경과 관련 전공학생들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 향후 도우미 서비
스나 도우미 활동이 확대될 것임을 감안할 때 도우미 역할의 정립과 그것을 위한 지침의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도우미 활동을 관장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규정 외에 좀 더
상세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활동의 범위나 지원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서로
간에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항, 상호 존중하여야 할 기본적 지침에 대한 매뉴얼 등을 작성
하고 미리 알려 주어 서로 간에 오해나 불신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을 때 도우미 활동 본
연의 목표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학생과 도우미대학생 모두를 위한 지원
1)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도우미 활동에 참여한 비장애대학생들은 장애대학생들과 밀착하여 이들의 학습과 생활
보조에 나서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알기 힘들었던 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보
고 듣게 되었다. 이들이 인식하게 된 장애대학생의 어려움 중 하나는 학업과 자기관리측면
이었다.
장애학생에게 있어서 대학이라는 환경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율성이 주어지며, 스스로
선택하고 수행해야할 과제가 늘어난다. 대학수업은 보통 대형 강의가 많으며, 새로운 상호
작용과 인간관계, 네트워크 형성 또한 필요하다. 이와 같이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체계에서
학업을 유지하고 생활해나가기 위해서는 학문적, 사회적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Tinto,
1998; 김정진, 2004,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들에게 과제수행, 자기관리 및 자조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
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학생의 학업적 지원 뿐 아니라 문제해결,
조직화, 여러 가지 과제 중 우선순위 정하기, 자기감독, 시간 관리와 같은 비학업적 영역의
기술들도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Brinckerhoff(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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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등이후 교육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결정적 기술로 조직화, 시간 관리 및 의사소통기술
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설이나 설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장애대학
생의 제한된 경험은 대학생활에서도 적극적 관심을 갖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
다. 대학생활이 학교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생활이라면, 일반적으로 대학생활
에서 기대하는 문화생활이나 다양한 경험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애대학생
들의 학업이나 생활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학생활을 누리는데 있어 필요한 삶의 질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로 인한 2차적 특성이라할 수 있는 좌절감이나 위
축, 무기력, 고립으로 인한 마음의 닫힘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장애학생을 위한 물리적, 학습적, 사회적 지원뿐만 정서적 지원, 나아
가 대학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학생의 성문제, 소통이나 관계의 문제 등 여러 사안
에 대한 상담지원 또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2) 도우미대학생을 위한 지원

첫째, 도우미대학생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지원.
연구 참여자들은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보람을 느끼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미 초기 그리고 도우미 활동을 수행하는 과
정동안 겪는 불편과 어려움도 있었음을 밝혔다. 그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사전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이며,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기는 상황 판단의 어려움과 대처방법의
미숙으로 인한 당혹스러움의 원인으로는 불충분한 도우미교육과 장애지식 등을 들 수 있
다. 연구 참여자들은 도우미 활동 시작을 위해 '교육' 시간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활동 수
행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과정임을 토로하고 있었다.
도우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교육과 함께 장애로
인한 2차적 특성에 대한 이해 및 개별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담당 장애학생의 특성, 생
활습관, 건강문제, 습관, 유의점, 고려점 등)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정보제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장애부모와의 통신지원, 정기적인 부모 상담,
도우미 활동 간담회를 통한 정보공유의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보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운영의 필요.
도우미대학생들은 장애대학생을 만나 활동하게 되면서 이들과의 경험이 대학생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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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하게 됨으로서 보람과 함께 장애학생 못지않게 여러 가지 갈등도 경험 하게
된다. 따라서 닫힌 마음으로 인한 어려움, 오해로 인한 상처, 도우미 역할의 모호함으로 인
한 혼란과 같은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은 도우미대학생을 위해서도 필요하
며 갈등사안을 중재할 수 있는 대화 창구의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장애학생 도우
미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도우미대학생들의 보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바람직하고 발전된 만남을 위한 구체적
인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3) 발전된 만남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첫째, 장애대학생과 도우미대학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유형과 학과, 특성,
시간표를 고려하여 도우미대학생을 배치하는 방식과 같은 보다 세분화된 선정과정을 통해
‘맞춤형 도우미 활동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의 강도나 종류에 따라서는 일
대일 배치가 아니라 개별 장애학생에 대해 복수의 도우미가 배치될 수도 있는 융통성 있
는 접근으로 도우미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도우미 활동에 대한 보상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우미 활
동시간에 따른 활동비의 지급문제에 있어서 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외에도 다
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움을 제공하는 학생과 도움을 받는 학생 사이에 금
전적 보상 외에도 도우미대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증제도나 표창제도, 학점상
의 인센티브, 장애학생과 함께 수강신청을 미리 할 수 있는 특전 부여 등도 도우미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상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내에서 도우미대학생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는 지역사회로 눈을 돌릴 필요도 있다. 지역사회 내 학교와 연결하여 봉사학점
을 부여하거나 관심 있는 기관과의 협력 체결 등을 통해 인력을 수급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우미 제도의 발전을 위한 도우미 평가체제가 필요하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도우미대학생을 배치함으로서 장애학생 지원이 완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장애학생 지원
센터의 인력이나 여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배치 후 관리 감독하는 제도가 부
재하였을 때 도우미 활동의 모든 책임과 성패가 도우미대학생에게만 전가되거나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일지 작성이 아니라, 정확한 피드백을 부
여할 수 있는 도우미 활동 평가 및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재학생 가운데 장애학생 비율이 6%가 넘는 한 대학교에서 장애인 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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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학하는 도우미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도우미 제도 운영에 관한 결과인 만큼 참
여자들의 경험이 다소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대학이 장
애학생에 대한 일반대학생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연구 참여 학생들 대부분이 장애인 관련
학과 전공학생들이었다는 점은 이들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도우미 활동에 임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보다 심도 있는 활동 경험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우
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 하는 학교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대학에게 가치 있는 시사
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지원의 질 관리를 하고 있는 유일한 평가체제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임을 감안할 때, 현재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물리적, 양적 조사
나 평가 항목에서 벗어나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지표의 개발을 위한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학생을 위한 도우미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대
학생 당사자의 요구 및 만족도를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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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Perception on Disability, Experiences
and Needs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tudent
with Disabilities Support Program in College

Kang, HyeKyung (Korea Nazarene University)
Kim, JeongHyo (ST. Peter's School)
Lee, KyungSoon (Kyonggi University)

The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 of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who
participated in student with disabilities support program and the achievements and
difficulties that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have experienced. Also, it also
attempts to identify the needs for improved support program that both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and with disabilities have.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o 14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who participated in this support program. 3 themes and 9 sub-themes
were drawn from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interviews. 3 topics include: 1) the
encounter, 2) the achievements and difficulties through acquaintance, 3) the needs
for developed interactions.
Based on the results drawn from the analysis, the study proposes methods and
remedies to better experiences of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who participate the
support program, and improve quality of college lif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student with disabilities support program, student with disabilities, qualitative
analysis, in-depth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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