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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융합적 장애학의 시각에 근거해 중도 시각장애인의 장애 자부심 구축에 관해 일본 TV드라
마 "챌린지드"를 중심으로 주인공 塙와 주변 인물로 나누어 그들의 장애관의 실체를 분석하였다. 이 경우, 연구방법
론으로서 Priestley(1998)의 장애다중패러다임에 의거한 융합적 장애학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중도시각장애인의 장애 
자부심 구축과 장애 수용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그런 면에서 장애수용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의료모델에 
대한 비판과 통한다. 드라마상에서 장애 자부심의 본질이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는 주인공 塙와 교사회장, 교장으로 
이들은 사회적 관념론이 체화된 인물로서의 공통점을 보인다. 그 외 인물들의 경우, 초기에는 시각장애교사인　塙의 
신체성과 장애 정체성을 부정하지만 이윽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념론적 시각으로 전화하게 되며, 드라마의 인물들
은 완전히 융화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드라마 자체에 관한 인문학적・사회과학적 분석이라는 내
재적 시사와 더불어 드라마를 수단으로 한 교육적 효과와 같은 외재적 시사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융합적 장애학, 중도 시각장애, 장애 자부심, 챌린지드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disability pride of people having acquired visual impairment can be 
constructed. The theme is explored with the Japanese TV drama "Challenged". The paradigms regarding 
construction of disability pride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are fundamentally different. In this context it can be 
said that a criticism of disability acceptance theory has something with a criticism of medical model of 
disability. It is main character Hanawa and chairman of teachers, and principal who were noticeable specifically 
at the point of forming disability pride, and these characters show a common feature that social idealism is 
embodied in their awareness. Other characters of the drama show a change of their consciousness to social 
idealism. As a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importances of humanistic and social scientific analysis as well as 
of educational effects achieved by means of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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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  소수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에서도 가장 

주변화된 계층으로 장애인을 들 수 있다. 장애인은 효율

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며, 그 결과 정책

의제화의 상화가 상 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유용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해 

흔히 재활과 같은 유형의 사회서비스가 이 진다. 다양

한 재활 역  사회재활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

어지는데, 하나는 장애인의 사회 응력을 높이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장애인에 한 사회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것이다.

복지 장에서 소  장애인식개선사업이라고도 일컬

어지는 사회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상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매체가 장애와 장

애인을 정 으로 묘사하기보다 구태의연하게 타인 의

존자로서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상물을 활용한 정  장애  형성은 장애모델로 보자면 

사회모델  시각에 의거한 것이며, 이 사회모델이 학문

으로 체계화된 형태를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이라 

할 수 있다.

장애학의 연구 근법에는 사회과학  근법과 인문

학  근법의 두 가지가 있다. 이들 두 근법들은 장애

학의 선진국에서는 아주 근 해져 있으며, 어느 한 쪽이 

아닌 양시론  근의 필요성이 지 된다[1]. 이 양시론

의 필요성은 연구방법론상의 이원론을 제로 한 개별  

근의 균형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하지만 융합  근

을 통한 일원  근의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드라마 “챌린지드(チャレン

ジド)”을 상으로 융합  장애학의 시각으로 분석해보

고자 한다. 이 드라마는 新井淑則라는 실존 인물을 배경

으로 NHK에서 2009년의 5부작에 이어 2011년에 속편 형

식의 2부작으로 제작되었다. 이 드라마를 분석 상으로 

삼은 이유는 주인공인 도시각장애교사 塙의 장애 정체

성과 그를 지지하는 이들로부터의 강렬한 장애 자부심을 

엿볼 수 있어, 정  장애 의 형성에 매우 효과 이라 

단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드라마에 한 국내외 선행연구로는, 横

井(2010)에 의한 “NHK드라마 챌린지드에 의한 학생의 

교사상에 한 일고찰”이 유일할 뿐으로[2], 이마  장애

코드가 아닌, 교육학  측면에서의 분석에 치 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TV드라마 "챌린지드"를 

상으로 한 내용분석을 도모하되, 융합  장애학의 시각

을 통해 도시각장애인의 장애 자부심 구축에 해 고

찰해 으로써 정  장애  형성의 방향성 제시에 일조

하고자 한다. 

2. 장애 수용론과 장애 자부심 구축의

   패러다임적 대치 

2.1 중도 시각장애인 장애 수용론  

1950-60년 에 도장애인의 심리  문제와 회복에 

해 장애수용(acceptance of disability) 이론이 제창되

었다. 일본에서는 1950년  반에 高瀬가 신체장애인의 

심리  문제에 착안해 ‘장애의 수용’개념을 소개한 것이 

최 인 듯한데, 그 후 국립신체장애인센터그룹에 의해 

수용이론, 단계이론이 도입되어 장애수용에 한 연구가 

조 씩 이 지게 되었다[3].

장애의 수용은 말 그 로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과정은 통상 다음의 5단계를 거친다. 1단계 쇼크기는 

생물학 인 방 반응으로 무거운 병이나 사고를 입어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속은 의외로 평온하고 무 심

한 시기이다. 2단계 부인기는, 장애가 그 게 간단히 고

쳐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심리  방 반응으로서 

장애를 부정하게 된다. 3단계 혼란기에서는 심리  공격

성이 높아지며, 노여움이나 근거 없는 미움이 폭발하는 

외향  공격성과 자신을 책망하는 내향  공격성을 보인

다. 4단계 해결에의 노력기는 자립에의 욕구가 강하여 자

신의 책임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시기로, 

가치 의 환을 향한 노력의 시기이다. 5단계 수용기는 

장애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 을 획득해나

가는 시기이다[4].

도시각장애인 한 여타 장애와 마찬가지인 후천  

장애가 부분으로 상기와 같은 장애수용의 일반 인 단

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5]. 

본 연구의 분석 상인 “챌린지드”의 주인공 塙도 망막

색소변성증이라는 질환에 의해 실명을 갖게 된다. 이러

한 질환은 돌발 인 사고와 달리, 진 이며, 비교  명

확하게 실명의 도래시기를 측할 수 있다. 그러기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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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의 요한 계기의 하나가, 증상의 

자각과 이후의 실명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안과의에 의

해 이루어지는 실명고지가 된다. 그러나 통상 안과의나 

재활지도원, 맹학교교사 등의 문가 상호간의 역할에 

한 기 와 그 수행의 불일치로 시각장애인은 바람직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원활한 장애수용과 

이후의 재활과정이 곤란하게 된다[6].

에서 살펴본 도시각장애인의 장애수용에 있어 개

인의 장애 극복이나 응에의 요구, 그 과정에서의 부

한 문가 역할은, 장애모델  의료모델(medical model)

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 면에서 장애수용 이론

에 한 비 은 곧 의료모델에 한 비 과 맥을 같이 한

다. 장애인 체에 맞췄을 때, 꼭 이 이론이 용된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이 이론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의 이론으로, 실에서는 장기에 걸쳐 쇼크 안에 처

해 있는 사람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7].

2.2 장애 자부심 구축의 장애학적 의미

“챌린지드”의 주인공 塙는 실명 후 교사로의 복귀 의

지를 굳건히 하는데 결정  역할을 하는 것이, 같은 처지

의 국시각장애인교사회장(이하, 교사회장)으로부터 일

깨우게 된 장애 자부심(disability pride)이다. 장애 자부

심은 문맥에 따라 “disability culture”, “disability identity” 

등으로 번역되는데, 일본에서 장애개성론이라고도 표

된다[8]. 장애 자부심의 핵심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반드

시 비극 이라던가 비참하지 않으며, 장애는 부끄러운 

것도 숨겨져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9].

장애 자부심은 장애의 러스 인 면을 보려는 것으

로 장애를 마이 스 인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료모델과는 조를 이룬다. 요컨  장애 자부심

은 장애학  시좌와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 이 게 볼 

때 “챌린지드”의 주인공 塙가 도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지향하고자 한 바의 실체 한 장애학  토양

에 천착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융합적 장애학

본 연구에서 의거하고자 하는 방법론의 선택 기 은 

첫째, 장애의 속성에 해 종래의 의료모델 vs. 사회모델

의 이분법  발상을 넘어 장애의 복합성 이해에 일조할 

것, 둘째,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이해를 한 실천

 근법으로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을 도모할 것

에 있다.

첫 번째 방법론은 Priestley(1998)에 의한 장애모델의 

다  패러다임을 의미한다[10]. 1982년 I. Zola 등에 의해 

창시된 미국의 장애학은 이후 국에서도 M. Oliver를 

심으로 크게 발 하 다. 그러나 같은 장애학이라 하

더라도 미국 장애학이 오랜 세월에 걸쳐 문제시해온 사

회  장벽의 핵심은 국 장애학이 지 한 물리  장벽

이나 사회구조상의 억압도 아닌 장애인에 한 편견이었

다. 미국과 국에서의 이러한 장애학의 배양과 개상

의 특성을 제 로 악하지 못한 채, 의료모델은 개인의 

문제, 사회모델은 사회의 문제라는 지극히 단순한 발상

은 각 나라의 장애인 문제를 천편일률 으로 재단하는 

것과 같다[11].

와 같은 단순한 발상을 넘어 장애를 다면 으로 

악하는데 공헌을 한 것이 Priestley(1998)의 모델이다. 이

는 개인을 뛰어 넘는 사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명목

론  입장을 취하는 개별모델과 실제 인 사회가 존재한

다는 실재론  입장에서의 사회모델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축에는 생물학  결정론에 바탕을 둔 유물론과 상

징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념론을 배치하여 이들 두 

축을 매트릭스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분  

분류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Priestley(2003)

에서는 몸, 정체성, 문화, 구조의 복합성으로 첩시켜 제

시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도 주인공 塙가 철 히 사

회모델  시각만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실명으로 인한 본인의 무능함에 좌 하는 등 다양한 장

애 을 보이기도 한다. Priestley(1998)의 모델이 갖는 

와 같은 한계성 자각은 필요하지만 이 모델이 갖는 이론

 틀로서의 명확성은 그 유용성이 지 않다고 생각된

다.

둘째,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  근에 해서이

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  융합은 근래에 들어 개

별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주창되어 왔다. 그러나 지 까

지 그 융합의 형태를 명확히 제시한 연구물은 무하다

시피 하다. 이에 해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의 학제  결합의 키워드로 ‘faction’  상상력을 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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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faction  상상력은 무엇이며, 그것이 본 연구 

주제를 탐색함에 있어 왜 필요한가? faction이란 사실

(fact)과 허구이야기(fiction)의 합성어로, 역사  사실이

나 실존인물에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가상의 새로운 이야기로 재창조한 장르를 말한다

[13]. “챌린지드”는 실화에 바탕한 허구  드라마이므로, 

“챌린지드” 한 일종의 f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만약 “챌린지드”의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통

해 향(감동이든 동정이든)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 드라

마가 fact  특성에 기반하면서 실세계에서 충분히 일

어날 수 있는 fiction  상상력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이 때의 상상력의 범 는 인문학  측면에서의 개인 

내 혹은 개인 간 인식이나 계에 머물 수도 있고, 그 개

인(들)을 둘러싼 사회과학  측면에서의 체계까지 확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종종 장애를 다룸에 있어 이

러한 faction  특성이 장애 정체성을 부 으로 강화시켜 

왔다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의 체 구성에서부터 등장인물

의 세세한 사에 이르기까지 실 세계성(reality)을 바

탕으로 인문학  내지 사회과학 으로 이야기의 재구성

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그 게 해 으로써 학문 으로는 

장애학  시좌의 을, 실천 으로는 장애 련 상매

체를 다루는 작가나 제작자 등에 한 장애 민감성을 높

이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본다.

 

4. 분석 결과

4.1 “챌린지드”의 의미와 드라마의 개요  

드라마의 개요를 살펴보기에 앞서 드라마의 제목이기

도 한 “챌린지드”에 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기

존의 “장애인(障害 )”을 체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제

안된 “(the) challenged”는 일본에서는 Prop Station이라

는 사회복지법인에서 1995년부터 제창한 용어로, “도

이라는 사명이나 과제, 도 할 기회나 자격이 주어진 사

람”을 뜻한다[14]. 

하지만 장애인 지칭 용어로서의 “챌린지드”라는 용어

의 패러다임  해석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일본 후생노

동성 “「장해」의 표기에 한 작업 ”에서는 “챌린지

드”를 포함해 장애인을 지칭하는 바람직한 용어에 해 

다양한 단체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15]. 

먼  Prop Station은 이 조사에서 “챌린지드”의 정

 의미를 다시 한 번 표명하고 있다. Prop Station의 홈

페이지에서는 “챌린지드”라는 용어를 제창하는 이유로 

“우리는 약자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

를, 더 이상 약자가 안 되도록 해 가는 과정을 복지라고 

부르고 싶다.”고 소개하고 있다. 약자에게 무엇인가를 해 

다는 발상은 보충  복지개념의 형으로, 사회  약

자로서의, 요보호자로서의 장애인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함에 정  장애 의 구축 의도는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술한 사분  장애모델  개별  유물론  발상

에 한 반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복지’라는 개념으로 표 하고 있는 것은 사분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모델과는 거리가 있으며, 이는 장애

인복지와 장애학의 개념 구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인다.

그 외 “챌린지드” 용어에 정  의견으로 제일생명보

험 주식회사에서는 “장해에 지는 일 없이, 사회 진출을 

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기존의 “障害

”를 신하는 극 인 용어로서 지지하고 있다. 

한편 특정비 리활동법인 DPI 일본회의에서는 이 용

어가 장애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를 개개 장애자의 

문제로서 각각이 도 해 나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료모델을 제로 한 인상이 강하며, 장애인만이 과제

에 임해야 한다는 오해를 주는 호칭임과 더불어 장애인

권리 조약의 정의(사회 모델)에 명확히 반한다는 이유로 

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챌린지드”라는 용어가 기존의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비해 장애인의 능동  사회역할

을 이끌어내고자 함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

나, 장애학  시각에 의하면 의료모델  요소의 내포로 

인한 비 의 여지는 명백하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챌린지드”

에 해 이 드라마를 기획한 방송사의 의도는 어떠할까? 

NHK에 의하면 “교직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고 교단에 복귀하여 타고난 향  자세와 성실한 

노력으로, 학생들에게 인간을 사랑하는 요함을 가르쳐

가는 주인공과, 학생들과의 마음의 교류를 통해  교

육의 방향성과 의의를 묻는 드라마”로 소개하고 있다

[17]. 이 소개만 보자면 술한 장애수용론에 따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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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인의 장애 극복 논리가 시되는 의료모델  발상

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본격 으로 “챌린지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드라마는 新井淑則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NHK

에서 2009년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1

시간씩 총 5회에 걸쳐 방송되었다. 편의 인기에 힘입어 

2011년 5월 14일, 5월 21일에는 속편 “챌린지드-졸업”이 

2회에 걸쳐 방송되었다[16].    드라마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塙는 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 , 망막색소변성증

이라는 난치병으로 실명하여 교사직을 잃게 된다. 다시 

강단에 서기 해 필사 인 재활을 반복한 塙는 아내 幸

江의 은사인 花村가 교장을 맡고 있는 静岡  都丸 학

교에 채용된다. 花村교장은 시각장애교사의 채용에 한 

주 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지메나 학교폭력 등의 학

교문제에 응하기 해선 ‘ 이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선입견이 될 수도 있다면서 塙를 옹호하고, 塙는 이에 부

응한다. 이런 塙에게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이 처음에는 

조 인 태도를 보이진 않지만 차츰 장애를 이해하고 

서로 인격 으로 성숙되어 가면서 다양한 갈등 계가 종

식된다.

 

4.2 챌린지드에 나타난 장애 자부심의 구축   

4.2.1 주인공 塙의 장애관의 실체와 faction적 분석

이 드라마의 주인공 塙는 실명에 즈음해 도시각장

애인의 일반 인 상을 겪는다. “선생님도 이 안보이

게 을 때 같은 생각했어. 도움이 안되는게 아닐까, 주

변에 폐 끼치는 건 아닐까, 없는 편이 주변사람들이 행복

하지 않을까..라고(제4화)”, “ 이 안 보이게 되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속편).”에서 장애 기의 심리  쇼

크가 능히 짐작되며, 손상된 신체와 그로 인한 정체성의 

부정과 같은 유물론 ･ 념론  개별모델의 특성을 보인

다. 이 드라마의 실제 인물인 新井도 실명 후 주 로부터 

비웃음의 상이 될 것이라는 자의식 과잉 상태의 경험

을 이야기한다[18]. 

실명 기의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된 요한 계기로 

의사에 의한 장애 고지 방식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해 드라마상에서는 “이건.. 망막 색소변성증이네요. 안타

깝게도 환자분의 경우는..(1화)”의 짧은 장면밖에 제시되

어 있지 않다. 통상 실명에 의한 도장애 고지의 94.6%

는 의사에 의한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

을 본래의 직무로 하는 문직으로, 앞으로의 살아가는 

방식에는 그다지 심을 두지 않게 된다. 그보다는 실명

이라는 재 상황에 해 달함이 요하게 되어 와 

같은 동정  안자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만다. 그 결과, 

장애 당사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자원의 선택에 

한 정보가 결여된채, 의료직이나 재활 문직에 의해 

제공되는 종래와 같은 재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담당 의사가 의료 문직으로서의 역할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복지 문가를 소개하거나, 지역에서의 장

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제도 등에 해 

악하고 있었더라면 장애인으로서의 이후의 삶의 모습은 

훨씬 자연스러웠을지 모른다.

塙의 경우 실명 후 재활과정에의 인도는 의료 문직

의 개입이 아닌, 부인 幸江의 격려에 의한 것이었다. 재활

센터에서 塙는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해 흰 지팡이

를 활용한 보행 훈련이나 자 학습 등의 재래식 훈련에 

임한다.  장애인에게 디지털 정보의 활용이 요한 정

보화 시 에[19], 음성 재생 소 트 로그램을 활용한 

재활과정 등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  과정 후, 재활 문가에 의해 제안

되는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의 유형은 마사지사나 침구사

같은 시각장애 고유의 통  직종에 한정된다. “塙씨 생

활훈련에도 익숙해지셨으니 다음은 직업훈련으로 들어

가죠. 이 센터에선 마사지사나 침구사의 자격을 딸 수 있

습니다(1화).”라는 센터 직원의 말에 塙는 아내에게 “물

론 어느거든 소 한 일이란거 알아. 그 지만 난..(1화)”

라고 하면서 주 한다.

이와 같은 통  직업재활의 발상은 그 자체로 개별

 념론  발상의 표출로, 이에 한 塙의 반발은 도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장애 자부심 발 에 요한 계기가 

된다. 즉 마사지사나 침구사같은 직업이 아닌, 교직이 본

인의 천직임을 공고히 확인해 과 더불어 교직을 수행

함에 있어 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가 학생들을 피상

인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으로 이해하게끔 해  기폭제

가 된 것이다.

교직 복귀에의 塙의 의지는 드라마가 방 된 당시의 

일본 사회의 장애 에 비추어볼 때 매우 선진  발상이

었다고 단된다. 단 인 로 2013년 장애인기본법 개

정 이 의 장애인의 개념이 “이 법률에서의 장애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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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지 장애 는 정신장애가 있어 계속 으로 

일상생활 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를 말

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사회의 장애 은 형

인 의료모델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으로 교직에의 복귀라는 자기

실 을 장애수용단계의 완결로 보고, 이를 장애 자부심

의 구축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이다.  

그러나 장애 후, 수용까지의 일방향성의 선형  단계는 

장애 자부심 구축과정상의 역동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

인다. 특히 도시각장애인으로서 塙의 장애 자부심 발

에는 장애 당사자로서의 자기결정권과 자립 개념의 확

장이 요 요소로 작용하는 바, 이것이 통 인 장애수

용론과 결정 으로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보인다.

먼  장애당사자로서의 극 인 자기결정권 행사의 

단 인 로, 재활 문가에 의한 통 인 직업군을 거

부하고, 국시각장애인교사모임이나 교육 원회를 찾

아다니면서 교사 복귀를 한 다방면의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권 행사에는 아내와 都丸 학교 

교장 花村의 굳건한 지지를 그 배경으로 한다.

다음으로 자립 개념의 문제로, 흔히 장애인복지분야에

서의 자립이란 타인의 도움 없이 ADL의존을 최소화하거

나 직업재활을 통한 납세자로의 변모가 주로 의도된다.  

하지만 이같은 자립 개념은 자본주의하 능력주의가 지향

되는 사회에서의 소한 자립 개념이다. 본래 자립이란 

장애 유무와 계없이 “결핍되어 있는 욕구에 해 스스

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다양한 원조와 지원체계를 

통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실 되는 것으로, 장애유무를 

떠나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에 한 일상  행사 상태”를 

의미한다[20]. 만일 塙의 자립 이 경제  자활을 주로 

한 소한 자립 에 머물러 있다면, 그의 선택은 교직에

의 복귀라는 험로가 아닌, 침구사나 마사지사같은 직업

을 통해 처자식을 부양하기 한 경제생활의 을 

것이다.

塙에게 와 같은 확장된 자립 개념의 체화는 교사 복

귀 후 자연스러운 교사 역할의 수행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일례로 패닉증후군의 학생 奥寺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보다 “선생님 내일부터 열심히 안하려고. 지 의 자신을 

인정하고 해 나가려고(1화).”라는 말로 용기를 북돋워주

자, 반의 어떤 친구들에게도 극 으로 본인의 증상을 

얘기하지 못하던 奥寺가 “선생님 덕분에  다른 용기가 

생겼어요(1화).”라고 하면서 우들에게 당당하게 도움

을 요청한다. 奥寺의 이런 용기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들에게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며, 따라서 모두의 도움을 

실히 필요로 한다는 塙의 공언을 지켜본 후에 나온 것

이다.

塙에 보이는 장애 자부심의 발 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의 가정 내 폭력이나 이지메 문제 등에 개입하면

서 다시 한 번 증명된다. 가정 폭력의 가해자인 英彦 부

친이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도 안보이면서 보통 사람

(普通の人間)처럼 하려고 하다니 당신이야말로 이기주의

자요(3화).”라고 하면서 塙의 가정 문제 간섭을 강하게 

비 한다.

이에 塙는 “당신에게 있어서 '보통'이란 뭐죠?”라고 

응 하면서 정상성의 본질을 되묻는다. 여기서 ‘정상’ 혹

은 ‘보통’ 개념에 한 새로운 패러다임  고찰이 요구된

다. 장애인복지에 있어 흔히 ‘정상’이란 비장애인의 상태

를 의미하며, 정상화=장애인의 비장애인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상’이니 ‘보통’이니 하는 개념은 그 사람에게 

있어 편하면서 사용 빈도가 높은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

이다[21]. 이에 따르면　보인다는 것을 ‘정상’ 내지 ‘보통’

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상(異常)’으

로서 문제시 하는 것은 편견에 불과한 것이다.

 다른 로 반의 여학생 坂本가 恵里를 이지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인 坂本가 “답은 찾으신건가요? 우

수한 자가 열등한 자를 배제하면 안되는 이유를(4화).”이

라고 하면서 이지메를 정당화하려고 하자, 塙은 “우수하

고 열등하고를 가 정하는거니? 선생님에게 있어서 坂

本도 恵里도 다른 아이들 모두 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 한 존재야.”라고 타이른다.

이러한 ‘우수’ 내지 ‘열등’ 논의도 앞서 ‘정상’, ‘보통’ 논

의와 본질 으로 다르지 않다. ‘정상’, ‘보통’ 논의가 편의

와 빈도에 따른 방법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우수’ 내지 

‘열등’ 한 ‘정상’, ‘보통’의 양 극단에 놓일지언정 인간 

삶의 다양한  형태의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시각장애라는 손상과 그에 한 보완으로서 소

 ‘손상학’  의 사례는 도시각장애인의 장애 자

부심 표출을 직 으로 시사한다. Vygotsky의 손상학

에서는 인간은 구나 신체(생물) 으로, 정신 으로, 혹

은 사회 으로 부족한 면(단  혹은 결 , 즉 손상)이 있

으며, 인간의 발달은 근본 으로 이러한 자신의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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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한다[22]. 

드라마에서의 사례를 들자면, 都丸 학교 학생들의 수

학여행에 수행교사로서 따라갈 수 없었던 塙은 유 휴가

로 동행한다. 이 때 이지메를 당하고 있던 한 여학생이 

깊은 산 속에서 자살하기 직 에 塙는 부담임과 함께 여

학생을 구한다. 그러나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하산길을 

찾지 못해 일행이 갈팡질팡하자, 塙은 “태양이 이쪽에 있

다면 돌아가는 길은 이쪽일거야(4화).”라고 하면서 희미

하게 남아 있는 각에 의지한 채 모두를 안 하게 하산

시킨다. 이로부터 시각장애가 반드시 부  이미지만의 

형상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新井 한 실명하

기 보다 사계의 변화를 훨씬 민감하게 느끼게 된 것 같

다고 진술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를 들

어 1997년에 국 역사상 최 의 시각장애인 각료로서 

교육부장 으로 취임한 David Blunkett의 사례를 들면서 

밤에 불을 켜지 않고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원고를 보지 

않고 청 을 바라보며 연설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만의 

장 이라고 말한다[23]. 도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와 

같은 신 경험은 실명 이 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로, 실

로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직 으로 연 된다

고 보며,이는 장애모델  사회  념론  시각의 형

이라고 할 수 있다.

4.2.2 주변인물의 장애관의 실체와 faction적 분석

가. 가족

塙의 실명 후 삶에 결정 인 향을 끼치게 된 것은 

부인 幸江 다. 幸江 역시 남편의 실명 직후 “여보 거짓

말이지?”, “(실명의 으로 출근하려고 하자) 이 안보

인다면 무리라는거 알잖아!(1화)” 등으로부터 남편 못지

않은 심리  충격을 받는다. 더불어 교사직 수행에 부응

할 수 없는 손상된 신체에 낙담하는데, 이는 사분  모델 

 개별  유물론  발상의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幸江가 처음으로 도모해야 할 일은 재활센터에

의 안내 으며, 이후에도 남편의 교직에의 복귀를 한 

격 인 지지자가 된다. 여기에는 그녀만의 담담하면서

도 트 있는 향  성격도 일조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를 들어 “(미소를 머 으면서) 숨기고 있는거 있으면 

이혼할건데 괜찮으신지요?(1화)”라든가, “여기서 포기하

면 당신이 학생들에게 알려줘왔던 거 부 거짓말이 되

는거야(1화)”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幸江에게 더 이상 개

별모델  발상은 보이지 않으며, 꿋꿋하게 남편을 지지

해나간다.

塙의 가족 구성원에는 6세 가량의 아들 大介도 있지

만, 이 드라마에서 육아 문제 등은 거론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 첫째, 본 드라마가 애당  시각장애인 가족의 

문제보다는 교육 장에서의 고군분투와 거기에 따르는 

감동을 그리고자 한 과, 둘째, 塙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향  성향의 인물로 육아 문제를 크게 부각시킬 필요

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부분의 도시각장애

인가정에 있어 육아문제는 가정의 기와 함께 커다란 

스트 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24].

나. 동료

塙가 교직에의 복귀를 꿈꾸는데 결정 인 기여를 하

게 되는 인물로 “맹목의 죠(盲目のジョ)”라 불리는 국

시각장애인교사모임의 회장과 都丸 학교의 학교장 花

村를 빼고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먼  이 드라마에서 구보다 강렬한 시각장애 정체

성을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교사회장이었다.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실명한 塙는 끈기 있게 재활을 거쳐 교사로

의 복귀를 비한다. 그러던  국에 본인과 같은 시각

장애교사의 모임이 있음을 알게 되고, 조언을 얻고자 그 

심인물을 찾아가는데 그와의 첫 면은 가히 충격 이

었다.  

엔진음이 안들리잖아. 1, 3이다. 1, 3이다. (주변 내기

꾼들 모두) 감사합니다.. ( 략) 핸디캡은 개성이 아니네. 

새로운 힘이지. 나 여기(귀)가 좋아진 덕분에 무 좋다. 

그 게 생각하고 있다면 자연히 길이 열릴걸세(1화). 

의 진술문은 어느 경주용 모터보트 회에서 교사회

장이 엔진소리만을 듣고 우승자를 고, 그의 신통한 

능력에 주변의 내기꾼들이 거듭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다. 

술한 바와 같이 장애 정체성이 정 으로 강화될 때 

장애 개성론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교사회장은 이마  

거부하며 장애 자부심으로 월한다. 교사회장은 塙가 

시각장애로 인해 수학여행의 인솔교사로 동행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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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유 휴가의 아이디어를 낸다

(4화). 드라마 속편에서는 塙의 부인 幸江가 수험공부에 

도움을 주지 못함을 자책하는 남편을 격려하기 해 교

사회장을 선술집에 했는데, 이 때 塙에게 들려  말

이 “우리에겐 구에게도 없는 힘이 있다. 마음의 힘. 당

신의 시력은 얼마야??”로 장애로 인해 낙담에 빠진 塙의 

힘을 북돋워 다. 이에 塙는 학생 개개인의 성에 따른 

소  ‘마음의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

으로써 학생들의 수험불안을 없애고 로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교사회장의 경험 공유는 그야말로 장애인자립

생활의 핵심 기법 의 하나인 동료상담(peer counseling)

의 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애를 가진 동

료상담가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장애이해, 법률 인 

문제, 재정 리, 진로의 문제, 지역사회자원 활용 등 다양

한 면에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해 주어 심리 으로 상호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듯 교사회장은 塙에 한 정신  지지자로서, 선

배교사로서의 경험을 수하는데, 여기에는 교사회장의 

남다른 장애 자부심의 견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는 

구보다도 강력한 사회  념론이 체화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교장

장애 당사자로서 교사회장만큼 강렬한 장애 자부심을 

보이진 않지만 塙의 장애 정체성을 일깨우고, 교사에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결정 인 역할 수행자는 都丸 학교

장 花村 다. 花村는 매우 진취 인 성향의 인물로 塙과 

처음 면할 때는 형 오토바이에 가죽 잠바 차림이었

다. 花村교장이 격없는 자신의 옷차림에 해 塙에게 가

벼운 사과를 할 때, 塙은 “애 에 이 안보여서 겉모습

으로 단하거나 하지 않아요(1화).”라고 하자, 花村교장

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요즘 학교에 필요한겁니다. 이

지메, 부모의 문제 등 보이지 않는 곳부터 해결해주셨으

면 합니다.”라고 응 한다. 이로부터 花村교장의 교육자

로서의 인간 에 장애 여부는 그다지 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塙에 해 동료교사들이 부정  태도를 보이자 “이 안

에서 이 안보이게 되어도 교직을 계속 해 나갈 생각이

신 선생님 있습니까? 塙선생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1화).”, 塙의 교직 계속을 반

하는 교육 원회 앞에서 “塙선생은 비장애인(健常 )

이 갖고 있지 않은 마음의 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 것

도 알려고 하지 않고,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하다니, 

당신들이 그러고도 교육에 몸담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

습니까?(속편)”라고 하면서 정안자들의 소극성을 책망함

과 더불어 시각장애 교사로서의 塙의 능력을 높게 평가

한다.

花村교장에게 보이는 진보  성향은 의의 자립 과 

연결되어 塙의 교사직 수행에 잖은 도움을 다. 塙가 

수업자료 제작에 동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자, “그럼 사활동을 부탁하는건 어떨까요? 가까운 

학에 알아보는게 어떠세요? 의지할 수 있는 건 의지해 가

면서 해 나갑시다(2화).”라고 하여 사회자원의 활용을 제

언한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3  역할 의 하나인 자원의 

개(brokering)와 직결된다. 그 결과 인근 학의 학생으

로부터 서포트를 받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그 다고 花村교장이 무작정 塙를 지지하지는 것은 

아니며, 시각장애인으로서의 능력과 교사로서의 책무성

을 균형 있게 이끌어간다. 학부모 앞에서 학생들의 도움

을 받아가며 공개수업을 훌륭히 수행한 塙에 해 “기뻐

하는건 아직 이릅니다. 좀 에 수업 잘 봤습니다. 잔인하

게 들릴지 모릅니다만, 그건 수업을 재 어 한게 아닙니

다. 선생의 존재가 신기하고 선생 자체가 재 었던거겠

죠(2화).”라고 하면서 학생들에 의한 자발  배려의 실체

를 간 하기도 한다.

그 외 塙와 그의 장애에 한 학교 동료의 반응은 

기에는 부분 부정 으로, 사분  모델  개별  유물

론  발상에 머물고 있다. “그런건 무리입니다. 애 에 

어떻게 수업을 한다는겁니까? 이 안보이는 선생님이 

지도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1화).”라는 강

한 반감을 보인다. 이러한 부정  인식은 동료로서 塙를 

인정하지 않고, 시각장애의 특성에 한 배려와는 동떨

어진 것이었다.

단 인 를 들자면, 시각장애인은 자를 통해서만이 

읽을 수 있는데 이를 해서는 묵자자료를 자나 음성

으로 제작하여야 한다[25]. 그럼에도 교무회의에는 묵자

자료만 비하여 塙에게 자자료 등의 배려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심지어 塙의 부임 에 담임으로 정되

어 있었던 부담임 新谷선생의 경우, “ 이 안보인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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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별 우 받잖아요. 이런걸 역차별이라고 하지 않나

요?(2화)”라고 한다.

新谷가 말한 특별 우란 정당한 편의 제공

(reasonable accommodation)개념의 재음미를 필요로 한

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차별을 지하는 세계 각

국의 법률에서도 핵심 인 개념이다. 동일하지 않은 것

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차별의  다른 모습으

로, 이 에서 新谷에게는 장애인 차별에 한 인식의 부

재가 드러난다.

이런 그들도 차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사

로서의 塙의 능력에 찬의를 보낸다. 를 들어 塙와 업무

상 련이 많은 新谷의 경우, 塙가 학생들에게 시험 부정

행 방지를 부탁하는 장면에서 “그래, 나는 塙선생님의 

이니까(2화).”, “계속 선생님 시샘했어요. 간단하게 담

임되고. 간단하게 학생들 마음을 이끄시잖아요(2화).”라

고 하는 등 인간으로서, 선배교사로서의 塙의 능력을 높

게 평가하면서 塙와 완 히 용해되어간다. 新谷에게 보

이는 이러한 변화의 기 에 개별모델로부터의 사회모델

로의 장애 의 변모가 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라. 기타: 학생, 학부모

학생들과 학부모의 塙에 한 반응 한 동료들의 

기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塙가 안내견과 함께 都丸

학교에 부임해 첫인사를 나  때, “  선생님 괜찮은거

야? 담임 아니라서 다행이다(1화).”, “(수업  린트물

을 떨어뜨리자)  수업이 안 되잖아. 역시  안보이

면 무리라고(2화).”는 등의 개별  유물론  발상의 형

을 보인다. 앞서 언 한 우생사상에 젖어 우를 이지메

하는 학생의 경우, 塙의 장애는 손상 그 자체일 뿐 塙의 

장애 정체성에 한 어떠한 존 도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반응은 학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英彦의 엄

마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량은 비장애인(健常 )의 

20%라고 들었습니다. 아들을 맡기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3화)”, “(英彦 부)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도 안보이면

서 보통 사람처럼 하려고 하다니 당신이야말로 이기주의

자요(3화).”에 잘 드러난다.

와 같은 학부모의 반응은 특히 ‘건강지상주의

(healthism)’의 특성을 여과없이 표출하고 있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한 차별이나 편견의 근

에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한 공포나 오감이 있다. 

그러한 감정이나 편견의 원인은 다수자인 비장애인의 

‘용모완벽주의’로서 설명되는데, 이 이 건강지상주의 

비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26]. 이러한 건강지상주의 

사회의 비 에 가장 설득력 있는 장애이론이 바로 사회

모델로, 이에 따르면 장애 문제의 해결에는 그 사회의 

반 인 권  기제들에 한 통렬한 변 이 뒤따라야 

함이 시사된다.

한편 塙에 부정 이었던 학생들도 차 塙의 교사로

서의 열정에 감복하면서 자표시가 필요한 곳곳에 자

스티커를 붙여두는 등 자발 인 배려를 보이기 시작한다.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인 新井는 학생들이 몸에 익히게 

되는 이러한 감성이 본인이 시각장애인 교사이기에 가능

하다고 지 한다. 즉 시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교사

에게, 학생들이 자신들의 말이나 반응이 얼마나 소 한 

정보이며,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커다란 단서가 된다

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선생님께 조하려는 분 기가 형

성되고, 그 게 함으로써 보통 수업에서 발 되지 않는 

감성을 닦게 된다는 것이다[27].

이러한 新井의 지 은 통합교육의 효과와도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비단 교육 장뿐만 아니라 비장애 사회의 

일반가정 속에서도 충분히 통용된다. 드라마상에서도 종

국에는 “ 희들 塙선생님하고 달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5화).”이라는 장면에서 암시되듯이 塙의 장애를 매

개로 드라마 내 다양한 인간 계의 갈등은 불식된다. 이 

지 에서 정  장애 의 형성을 통한 장애 문제 해결 

경험의 의의가 확인된다. 즉 시각장애 고유의 정체성에 

한 존 이 막힌 소통 계 속 학생들의 의사표 력 증

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교육 장을 비롯한 제 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 TV드라마 "챌린지드"에 나타난 

도 시각장애인의 장애 자부심 구축에 해 융합  장

애학의 시각에 근거해 고찰하고자 하 다. 

장애 자부심이란 비단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

장애인 모두에게 있어 장애인을 있는 그 로 존 하고자 

하는 인식 변 의 지향 이기도 하다. 이 경우, 본 연구에

서는 사회과학  혹은 인문학  장애학의 일원론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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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융합  분석을 통한 일원론  근을 도모하고

자 하 다.

도시각장애인의 장애 자부심 구축과 장애 수용은 

얼핏 비슷하게도 보이나, 양자가 내포하는 패러다임은 

근본 으로 상이하다. 장애 수용론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장애 극복 내지 응을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의 문가

의 역할은 당사자 지향 이지 않다. 그런 면에서 장애수

용 이론에 한 비 은 의료모델에 한 비 과 통한다. 

반면 장애 자부심이란 장애의 러스 인 면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학  시좌와 맥을 같이 한다.

드라마상에서 와 같은 장애 자부심의 본질이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주인공 塙와 교사회장, 교장이었다. 이

들은 사회  념론이 체화된 인물로서의 공통 을 보인

다. 塙의 경우 실명 기에는 손상된 시각으로 인한 신체

의 부정으로 특징져지는 개별  유물론  발상을 잠시나

마 보이긴 하나, 천직인 교사로서의 복귀를 통해 장애 자

부심을 발 해 나간다. 교사회장의 경우,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력한 장애 자부심을 보이는데, 장애인으로서의, 

선배교사로서의 교사회장의 지지는 매우 공고하다. 장애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 학교장의 경우는 교사회장만큼

은 아니더라도 塙에 한 굳건한 버 목이 된다.  

그 외 인물들의 경우, 기에는 시각장애교사인 塙의 

신체성과 장애 정체성을 부정하지만 이윽고 장애에 한 

사회  념론  시각으로 화(転化)하게 되며, 드라마

의 인물들은 완 히 융화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시사 으로 무엇을 제시

할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이 드라마를 통해 도

시각장애인의 삶과 그들의 정  장애 정체성 구축에 

해 보고, 느끼고, 행동하게끔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기 

해선 드라마 자체에 한 인문학 ･사회과학  분석이

라는 내재  시사와 더불어 드라마를 수단으로 한 교육

 효과와 같은 외재  시사로 나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  드라마의 내재  시사로, 주인공 塙가 실명 이후

에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을 상기해보면, 가정 먼  실

명 고지 단계에 있어서의 안과의에 의한 일방 ･ 개별  

유물론 인 정보 제공을 넘어 실명 이후의 다양한 삶을 

망한 기 지원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한 재활 이후 

다양한 직업재활 형태에 한 유연한 응이 필요한 바

[28], 여기에는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자립 

개념의 확장에 한 사회  합의가 제되어야 할 것이

다.

塙가 교직에 복귀하면서 반 학생의 이지메나 가정폭

력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감에 있어 교사로서의 그의 

성이 작용했음은 물론이겠지만, 실명 후 시각장애인으로

서의 경험이 와 같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한 것

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게 볼 때 정 인 장

애 정체성 나아가 장애 자부심의 구축이라는 장애 고유

의 문제 해결 경험으로부터 비장애사회로 확  용하기 

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드라마의 외재  시사로, 정  장애인식 형성

을 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 ‘잘’ 만들어진 드라마는 

어떠한 문가  개입보다도 장애인 문제 해결에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장애 정체성을 왜곡하

는 드라마에 한 체계 인 감시와 정  장애 정체성

의 확 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그같은 역할 수행을 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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