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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애학생  학 생 에 미 는 향  함 로  애 아동  청 들  학 생

에  하도록 돕  한 안  수립하는  필 한 료  공하는 것  목 로 하고 다.  

해 보건복지 에  실시한 2014  애 실태 사 원 료  료로 하여, 등학 , 학 , 고등학 에 재학 

 학생 197  상 로 학 별, 학 , 애 , 애 도, 주 건강상태, 차별경험 등 학   애 특  

 학 생  에 향  미 는 지  검 하고  집단 간 평균비   다 귀  등  실시하 다.

결과 학 별, 학 , 애 도 등  애학생  학 생  에 향  미 는 것 로 나타났다. 라  애

학생  학 생   돕  한 또래지원 프로그램 도 , 특수학  , 보 력, 도  보  등  필 하다.

주 어 : 학 생 , 애 아동, 애 학생, 학 별, 학 , 애 , 애 도, 주 건강상태, 득, 생

만 도, 차별경험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basic evidence needed to establish plans to help disabled children and youth

adapt to school by analyzing factors to influence on their school adjustment. To accomplish this goal, raw data 

of Survey of Disabled People in 2014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utilized for 

analysis to identify determining factors among level of school, type of school, type of disability, severity of 

disability, subjective health statu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on disable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Level of school, type of school and severity of disability are influencing factors 

on disable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is result shows that the introduction of peer support programs and 

expansion of special class and auxiliary personnel are needed to assist disabled students'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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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사회 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달해가는 인간은 다

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화되어 간다. 인간

성장 발달과정에서 아동 청소년기는 매우 요한 시

기로 이 시기의 부분의 시간을보내는 학교생활에서의

응은 건강한 사회 계를 맺는 토 가 된다. 그러나 질

풍노도의 시기로 불리는 아동 청소년기는 신체 , 심

리 변화에 응하면서도 학업 능력을수행해야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사회 계를 맺어야 하는이 , 삼

의 부담을 안고 있어 학교생활 응에 많은 어려움을 느

끼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학

생보다 학교생활 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1].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

애유형과 특성들로 인해 학업 수행과 사회 계를

맺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래들로부터 거부당하

기 쉽기 때문이다[2,3]. 한 장애학생들은 래뿐만아니

라 교사로부터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장애 아동 청소

년들이 자신의 신체 , 심리 변화에 응하면서도 학

교생활에 잘 응하도록 돕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

강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 가 되므로 학교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학습의 장이 되

어야 한다[3,6]. 특히 장애 아동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밖의 환경을 하는데 제한 이고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반학생보다 학교생활 응에 더 많은어려움을 겪으므

로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

를 통해 이들의 학교생활 응을 돕는 일은 매우 요하

다.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

데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이 높을

수록 장애 학생이 학교생활에 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7,8,9,10], 부모의 이혼, 갈등, 양육태도, 소득과

같은 가정환경 변인도 일반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11,12,13,14],

교사나 래와 같은 사회 지지는 일반 장애 학생들

의 심리 행동문제를 감소시키고 학교생활 응에 도

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6,9,11,15,16,17,18]. 이와 같

은 변인들이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연구되어 왔으나 장애 아동 청소년들을 상으

로 한 학교 별, 학교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학교

장애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응도에 한 연구는 미미

한 실정이다.

학교생활 응에서 연령은 요한 역할을 하는 데 연

령이 높아질수록 학교환경은 더 복잡한 학습 환경을 갖

는다[5]. ㆍ고등학교는 등학교에 비해 학습해야 할

과목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담임제인 등학교와 달

리 교과담임제인 ㆍ고등학교는 더 많은 담임과 상호작

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유형 한 장애 아동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생

활 응에 요한 요인이다. 일반학교에서 완 통합교

육을 받는 학생과 일반학교 내에 설치된 특수학 에서

부분통합 교육을 받는 학생, 특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

에서 부분통합 교육을 받는 학생은 각각 교육받는 환

경 요인이 다르므로 응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되나 이에 한 연구는 김과 박[11]의 일반학교 내 특

수학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이 높다는 연구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본 연구를 통해 학교유형별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외에도 어떠한 장애 유형을 가지고 있고 장애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주 건상상태 등에 따라 응

에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따른 학교생활

응을 살펴본 연구는 없고, 소득과 련해서는 빈곤아동

이 일반아동에 비해 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일반아동에 한 연구이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14]. 생활만족도는 소득과 련한 연구가 있으나 학교생

활 응과 련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18]. 한 차별

경험은 주로 사회 지지와 련되어 연구되어 왔는데,

교사나 래로부터 지지를 받을 경우 학교생활에 더

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9,11,15,16,17,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들의 학교 별, 학교유형, 장애유

형, 장애정도, 차별경험, 주 건강상태 등 학교 장

애특성 요인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

는지를 악함으로써, 궁극 으로 장애 아동 청소년

들이 학교생활에 잘 응하도록 돕기 한 효과 방안

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 제공을 목 으로 하고

있다.

2. 연

2.1 사 상과 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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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구 장애 출 율을 악

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복지욕구를 악하여 장ㆍ단

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 자료를

생산하기 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년 장애인 실

태조사[19]를 바탕으로 하 다. 본 자료는 2014년 8월 29

일∼2014년 10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

원 가구방문 면 조사를 실시하 고, 심한 장애로 인하

여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 가족이나 시설 종사자가 리응답을 하

으며, 모집단은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 조사구

로 부터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 지역 조사구를 제

외하고, 보통 조사구(일반, 아 트)를 층화 확률 비례 추

출에 의해 표본추출하 다. 가 치를제외한 국 실표

본수는 6,824명이며, 이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학

교, 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 197명을 상으로 하 다.

2.2 변수

2.2.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학교 특성 요인으로서 학교

별, 학교유형을 장애 특성 요인으로서 장애유형, 장애 정

도, 주 건강상태, 차별경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성별, 소득, 생활만족도 요인은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학교 별은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으로 구분하 고, 학교유형은 일반학교, 특수학 ,

특수학교로구분하 으며, 주된 장애유형은신체장애, 감

각장애, 정신 장애로 구분하 다. 신체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장

루ㆍ요루장애, 뇌 증(간질)장애, 안면장애를 포함하

고, 감각장애는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를 포함하

으며, 정신 장애는 지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를 포함하 다. 장애정도는 1∼3 은 증, 4∼6 은 경

증으로 구분하 다. 주 건강상태는 5 척도이며, 역

코딩 처리하여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

음’, 으로 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느끼는 것이

다. 차별경험은 학교생활 차별로 교사, 래 학생, 학부모

로부터 차별을 받았는지 여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로

구분하 다.

2.2.2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 재 학교생활에서 어느 정도

응하고 계십니까?’로 4 척도로 되어있고, ‘ 응

하지 못하고있다’, ‘잘 응하지못하는 편이다’, ‘잘 응

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응하고 있다’ 순으로 수

가 높을수록 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통계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 으며, 분석방법으로

는 연구 상자의 성별과 학교 별, 학교유형, 주된장애유

형, 장애정도, 차별요인은 빈도분석을 하 고, 학교 별,

학교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차별은 기술통계를 하

으며, 독립변수들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학교생활 응을 종속변수

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수는 역코딩

처리 했고, 유의수 (significance level)은 α<0.05로 하

다.

3. 연 결과

3.1 연 상  특

연구 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학교 별은 ‘ 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이 31.5%, ‘ 학

교’에 재학 인 학생이 34.0%, ‘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이 34.5%로, 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이 가장 많

았고, 학교유형에서는 ‘일반학교’ 27.9%, ‘특수학 ’ 39.6%,

‘특수학교’ 32.5%로 특수학 에 재학 인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장

애’ 20.3%, ‘감각장애’ 14.7%, ‘정신 장애’ 65.0%로 정신

장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장애 등 은 ‘경

증’이 12.7%, 증이 87.3% 다. 차별요인에서는 ‘교사

차별’을 받은 경우가 20.8%, ‘ 래차별’을 받은 경우가

52.3%, ‘학부모차별’을 받은 경우가 19.3%로 래로부터

가장 많은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건강상

태는 ‘좋음’ 40.1%, ‘보통’ 36.0%, ‘나쁨’ 12.2%, ‘매우좋음’

77.1%, ‘매우나쁨’ 4.6% 순이었고, 성별은 ‘남자’가 62.4%

고, ‘여자’는 37.6% 다. 생활만족도는 ‘약간만족’이

50.8%, ‘약간불만족’ 33.4%, ‘매우만족’ 11.2%, ‘매우불만

족’ 4.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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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

School Class

Elementary

School
62 31.5%

Middle School 67 34.0%

High School 68 34.5%

Total 129 65.5

School Type

Regular school 55 27.9%

Special Class 78 39.6%

Special School 64 32.5%

Total 129 65.5

Disability type

Physical handicap 40 20.3%

Sensory defect 29 14.7%

mental disorder 128 65.0%

Total 129 65.5

Disability level

mild 25 12.7%

Severe 172 87.3%

Total 129 65.5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Teacher)

No 41 20.8%

Yes 156 79.2%

Total 129 65.5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Peer)

No 103 52.3%

Yes 94 47.7%

Total 129 65.5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Parents)

No 38 19.3%

Yes 159 80.7%

Total 129 65.5

Self-assessment

of health

Very Poor 9 4.6%

Bad 24 12.2%

usually 71 36.0%

good 79 40.1%

Very Good 14 7.1%

Total 340 172.6

Gander

Male 123 62.4%

Female 74 37.6%

Total 129 65.5

Life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9 4.6%

Somewhat

dissatisfied
66 33.4%

Somewhat satisfied 100 50.8%

very good 22 11.2%

Total 326 165.5

Household Incom

(M,SD,min/max,

단 :백만원)

2.97 2.10 0.22/20.00

<Table 1> Characteristics for the subject

3.2 애 도, 차별경험  학 생  에 

    미 는 향에 한 T-test 결과

장애정도, 차별경험이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에

한 차이 분석 결과 장애정도에서는 t값이 3.250, df는

195, P-value 0.001로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 하 다.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경증에 한 응

도 평균이 더 높으므로 증과 경증의 학교생활 응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경험에서는 교사에게 차

별을 안 받은 경우가 3.468, 받은 경우가 3.171로 안 받은

경우의 평균이 더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래에게 차별을안 받은 경우가 3.464,

받은 경우가 3.379로 안 받은 경우보다 평균이 더 높았으

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

부모에게 차별을 안 받은 경우가 3.421, 받은 경우가

3.342로, 차별을 받은 경우가 평균이 더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Table

2>와 같다.

Variables M SD t df P

Disability level
mild 4.520 2.631

3.250 195 0.001***
Severe 3.244 1.692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teacher)

No 3.468 1.902
0.901 195 0.369

Yes 3.171 1.787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Peer)

No 3.464 1.811
0.215 195 0.831

Yes 3.379 1.945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Parents)

No 3.421 1.840
0.233 195 0.816

Yes 3.342 2.057

* p<0.05, ** p<0.01, *** p<0.001

<Table 2> T-test results on school adjustment

3.3 학 별, 학 , 애  학 생  

에 미 는 향에 한 F-test 결과

각 학교 별로 응도에 한 평균비교 결과 F=3.829,

df=2, P-value=0.023으로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 하므로 학교 별로 학교생활 응도에 차이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각 평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3.794,

학교가 3.478, 등학교가 2.903 순으로 나타났다. 학

교유형은 F=2.855, df=2, P-value=0.060으로 유의수

0.05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고 볼수 없으나 어느

정도는 향력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평균은 일반학

이 3.891, 특수학교가 3.344, 특수학 이 3.11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F=1.870, df=2, P-value=0.157로 통

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정신 장애가 6.313, 감각장애가 3.699, 신체장애가 2.9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별, 학교유형에

따른 응에는 차이가 있으나 장애유형은 학교생활 응

에차이가없음을알수있으며, 결과는<Table 3>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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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 SD F df p

School class

Elementary

School
2.903 0.987

3.829 2 0.023*
Middle School 3.478 1.845

High School 3.794 2.385

School type

Regular school 3.891 2.200

2.855 2 0.060*Special Class 3.115 1.651

Special School 3.344 1.784

Disability

type

Physical

handicap
2.925 3.778

1.870 2 0.157Sensory defect 3.699 0.761

mental

disorder
6.313 0.498

* p<0.05, ** p<0.01, *** p<0.001

<Table 3> F-test results on school adjustment

3.4 학 생  에 향  미 는 에 

한 귀검  결과

Variables B S.E p

School

Variables

School class

Elementary

School
0a - -

Middle School 0.593 0.310 0.056*

High School 0.850 0.314 0.007**

School type

Regular school 0a - -

Special Class -0.179 0.349 0.607

Special School 0.121 0.384 0.753

Disability

Variables

Disability

type

Physical

handicap
0a - -

Sensory defect -0.108 0.459 0.814

mental

disorder
-0.172 0.350 0.624

Disability level
mild 0a - -

Severe -1.240 0.488 0.011*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teacher)

No 0a - -

Yes -0.148 0.335 0.659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Peer)

No 0a - -

Yes -0.077 0.285 0.786

Discrimination

Experience

(by Parents)

No 0a - -

Yes 0.299 0.360 0.407

Self-assessment of health 0.078 0.147 0.595

Control

Variables

Gender
Male 0a - -

Female -0.030 0.267 0.910

Household Income -0.136 0.605 0.025*

Life Satisfaction 0.440 0.193 0.022*

* p<0.05, ** p<0.01, *** p<0.001

<Table 4> Regression results of the multiple affecting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주요변수들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성별,

소득, 생활만족도는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분석결과 학교

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는 변수는 학

교 별, 장애정도로 나타났다. 학교 별로는 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 비 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의 추정

값이 양의값(+)을 나타내므로 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응도가 더 높고, 고등학생이 학생보다 응도가 높

다. 이를 토 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응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장애정도는 증의 추정 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므로 경증보다 증의 응도가 더 낮게 나타나

경증 학생이 응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과는

<Table 4>와 같다.

4. 결론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학교 응에 미치는 향 요인

을 분석함으로써 장애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응하도록 돕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을

두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를 토 로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

197명을 상으로 분석하 고,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응도 향요인을 알아보기 해 성별, 소득, 생활만족도

를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학교 별, 학교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 건강상태, 차별경험 등의요인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 학교 별, 학교유형, 장애정도 등의 요인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거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교 별에서는 등학생보다는 학생

이, 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학교생활 응도가 높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응을 더 잘 하는 것으

로 나타나 학년의 학교생활 응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

록 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원[1]의 연구결과와 다

르나, 이는 일반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로 장애학생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유형은 통계 으로는 약간 못미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수 0.05수 에서 결과 값이

0.060으로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학 을 더 많이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고, 이러한 결과는 특수학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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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 김과 박[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장애정도는

경증에 한 응도 평균이 더 높으므로 증보다 경증

일 때 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증 학생들

의 경우 학습능력이나 행동차원, 교우 계 등에서 더 많

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증 학생에 한 학교생

활 응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제한 으로 인해 인구사회

학 특성 지역특성에 한 정보가 없어 지역 인 특

성을 볼 수가 없었고, 보고자 하는 변수를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첫째, 국데이터로서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표성을 확보했다는

데 그의의가 있다. 둘째, 지 까지 연구되지않은장애학

생을 학교 별, 학교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 건

강상태, 차별경험 등 다각 인 측면에서 향요인을 분

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장애유형의 다양성 장

애정도를 고려하여 응도가 낮은 학년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을 돕기 한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한 방안으로 래 계와 친구 지지 등이 학교생

활 응에 지 한 향을 미치는 만큼[11,20,21] 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국외 연구에서 ‘peer

buddy’, Peer support’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는 ‘ 래 지

원’을 로 들 수있다[22,23]. 즉 일반학생들이장애 학생

들의 튜터 역할을 하며 학업성취 증진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23,24], 사회 행동에 있어서도 정 인 모델을제

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24,25,26]. 한 일반학교 보다 특수학 학생들의

응도가 더 높으므로 특수학 의 증설이 필요하며, 경증

보다 학 학생들의 응도가 더 낮으므로 증 학생들

에 한 보조 인력이나 교육 로그램 등의 안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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