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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심리치료 상담과정과 자립준비 생활경험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사례연구의 범주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툴고 힘들었지만 추억이 있는 시설생활” “아프고 성장하고 쓸쓸
한 나의 사춘기” “의지할 수 없는 존재” “기대감과 두려움의 자립과정”등의 주제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퇴소와 자립준비과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심리치료적 개입으로 변화되고 극복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에 적합한 자립준비와 직업탐색에 치료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아동양육시설 퇴소, 경증지적장애 청소년, 자립준비, 심리치료, 단일 사례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elp young people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with 
counseling and self-supporting life experiences. The topic of the counseling contents could be 
categorized as follows: “institutional life was clumsy and hard, but it was also full of memories,” “my 
adolescent was aching, growing, and lonesome,” “an irresistibie  being,” “independence process is filled 
with anxiety, excitement.” 
In his process of going independent, the subject showed a strong will for the preparation for 
independence where he gets through the unfavorable situation surrounding the arduous and lonely 
independent process. This result proves the effectiveness of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based on the 
coping skills that meet the needs of the social situation for the adolescents who are discharged from 
institutions in their independence preparation and job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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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심리적 

증상 완화를 위하여 실시했던 상담과정에서 개인적인 성
장과 치유과정의 상담사례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퇴소를 
앞둔 취약 청소년이 퇴소와 자립과정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관심을 받아드리고 진로를 결정하고 자립할 수 있
었던 심리·정서적 변화과정들이 상담사례분석의 연구 목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으로 전환된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보호에서 벗어나 퇴
소와 함께 시설에서 자립을 하게 된다[1]. 또한 해마다 보
고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청소년은 
매년 약2천명이고, 이들은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만
18세가 되어 법적인 보호 종결로 인해 자립능력과 상관
없이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2]. 그리고 퇴소청소년들은 시설을 나와 새로운 환경적
응과 인간관계, 성인의 사회에 적응해야 하고, 생계를 위
한 직업을 선택하여 성인기로 전환하기 위한 발달적 과
업도 동시에 성취해야만 한다[2]. 그러나 현재 아동양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이미 시설입소 과정
에서 부모 및 가족과의 분리라는 외상 사건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시설 입소 이전의 학대, 이혼, 경제적 빈곤, 유
기, 가정해체 등 다양한 경로에서 정서적 학대와 함께 부
정적인 경험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3]. 이
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심리·정서·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점차 성인기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줄 수 있다[3]. 

그렇다면 지적장애는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시설에서 
아동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또는 develop 
mental disability)라고 하면 성장기에 지능저하 및 적
응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러 상태를 말
한다[4]. 이러한 지적장애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뇌장애로써 생물학적으로 출
생 전, 출생 시, 출생 후에 발생한다고 본다[4]. 또한 가벼
운 진행성 장애의 경우는 아동기 초기에, 주로 빈곤으로 
인한 경제·문화적 결핍이 그 원인일 수 있다[4]. 그리고 
경증지적장애 아동의 경우 지능지수가 50이상-70이하로 
대부분의 지적장애 아동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5]. 경증지적장애는 특수훈련을 하면 학문을 배우고 
익힐 수 있고, 직업을 가질 만큼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

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본다. 미국의 경우
에는 지적장애아로 판단된 아동 가운데 약 90%는 경증
지적장애라고 보는데, 경증지적장애 범위에 속하는 많은 
아동들이 교실환경에 참여하여 배울 수 있는 정도가 되
지만, 사회· 인지· 정서적 발달에 어려움을 주는 무력감
과 욕구좌절, 애정욕구에는 보다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6]. 그리고 지적장애아동들은 그들의 지적, 신체적 및 사
회적 손상과 관련하여 종종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지 못
하고 과잉행동과 공격적인 모습이 보여 지기도 한다. 그
래서 지적장애아동의 10%～40%가 유의미한 정서적인 
불안감과 행동적 문제를 나타낸다고 한다[6]. 

그러므로 지적장애 시설아동들의 경우 그들이 갖고 있
는 발달의 제한성과 시설환경의 특징적인 생활환경 및 
양육시설의 통제된 환경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집단
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시설의 지
적장애 아동들은 심리적 어려움과 문제화된 행동들이 일
반가정 청소년들 보다 취약하고 더 어려울 수 있다[6]. 따
라서 지적장애 청소년은 선천적인 발달의 차이와 후천적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사
회적,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으로 각 영역의 발
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적장애의 특성 때문에 더 어려운 
성장과정임을 알 수 있다[7]. 또한 지적장애 청소년은 자
기통제나 자율심이 약하고 자기주장의 수용적인 태도에 
낯설어하고 자신의 잦은 실패경험의 관계형성으로 인하
여 사회성발달이 늦어 사회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정신이 희박하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가 많아 타인에 대한 조망수용능력이 낮아서 또래 형성
과 관계형성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8]. 이러한 사
유로 인하여 일반 청소년으로부터 정서적인 소외감과 거
부감을 당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감과 집단 활동을 
회피하게 되는 등 비정상적인 대인관계와 공격성을 보이
게 되는데[8], 이러한 상황에서의 거부감과 회피는 실패
에 대한 예상을 하게 만들며 자신의 능력에 상관없이 항
상 부정적이라고 믿는 학습된 무기력과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게 한다[7].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정은과 전종설[9]은 퇴소 청소
년의 초기 자립 경험을 퇴소 전 자립준비와 퇴소 후 자립
지원의 두 이슈로 나누어 자립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자립기술을 배우려는 자립의지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
고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10, 11]과 마찬가지로 퇴소 
청소년의 자립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 불안과 열악
한 경제 상황, 미해결된 원 가족관계, 외로움이라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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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자립지원과 퇴소 후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하
였다. 한편 [12]은 경제·사회·정서·문화적으로 자신을 통
제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써 자유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생활방식을 
자립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립에는 경제적인 의미와 정신
적인 개념이 함께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2]. 미국의 
DHSS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
에서는 자립생활기술영역을 일상생활기술, 건강관리기
술, 주택관리기술, 교육, 직업훈련기술, 진로기술, 돈 관
리기술 등으로 나누었다[13]. 따라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자립지원 대상자는 1,041명이며 원 가족(72%)이 
있더라도 부모와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에서 퇴소 청소년
들은 대부분 1인 가구로 생활할 수밖에 없으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1].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의 문제를 
인식하고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DA)인 디
딤 씨앗 통장 사업을 도입하여 시설 청소년의 퇴소 준비
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과 금융교육을 통한 자산 및 자기
관리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
정되면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도록 하여 
퇴소 전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와 심리·정서발달  사업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퇴소 후 5년 이내의 퇴소 
청소년의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생활비, 주
거, 건강, 학업, 직업훈련 및 창업, 상담, 법률 지원과 각
종 자립 정보 제공 등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14]. 

다음으로는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생활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 본 선행연구가 있다. [15]은 
양육시설에서 6년 이상 생활한 후 퇴소한 지 5년 이상 
지난 퇴소 청소년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낙인과 차별의 
경험과 응어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들의 삶의 의
미를 제시하였다[16]. 또한, 시설 생활이 주는 낙인 중 하
나로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성장했던 시간들이 커다란 
상처와 흔적으로 남아 있음을 제시하였다[15]. 그리고 시
설 퇴소청소년이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스러움, 여전히 아프고 또 아픈 쓰라린 상처를 윤명숙과 
박신애[3]의 연구에서 시설보호 청소년이 슬픔과 깊어지
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함께 어쩔 수 없는 그리움으로 표
현한 것과 일치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시설퇴소 청소
년이 경험하는 퇴소 후 삶 또한 시설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견디어 가면서 힘들고 외롭게 사회에 적
응해 나가는 버겁고 힘겨운 시기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16]. 

그러므로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일반 청소년을 위

한 구체적인 자립생활과 퇴소를 제시하는 자료들은 찾아 
볼 수 있으나 지적장애 청소년이나 중증지적장애 청소년
을 위한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
렵다[17].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양육시설의 지적장
애 청소년의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변화과정과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체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단일 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대한 경험은 정서적인 치료적 개입과 장기 
상담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아동
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자
립은 그 어떤 상황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지지가 필
요로 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취약 계층 청소년의 사회
복지 차원에서 양질의 보호서비스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삶, 퇴소한 이
후의 삶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적장애 청소
년의 자립과 그들의 사후관리나 퇴소 후 직업과 생계를 
위한 자립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준비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의 
한계로 인해 퇴소 과정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심리적 
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퇴
소 청소년의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
서는 퇴소에 대한 주관적 정서 경험, 심리 변화 과정, 경
험과 지각의 변화를 깊이 있게 탐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과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심도 깊게 
탐색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 방법을 넘어선 다양한 질적 
연구의 접근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17]. 본 연구자는 
아동양육시설의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에 대한 임상적인 
상담이 병행되면서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퇴소와 자립
준비에 대한 연구를 제기하였다. 이유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임상경험과 시설아동·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있었으
며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이 연구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상담초기부터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퇴소와 자립
준비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자립에 대한 
준비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의 퇴소와 자립준비를 
위한 심리·사회적이고 행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이
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치료와 변화과정을 
통한 사례연구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
과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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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상담과 심리치료를 적용한 사례연구
상담과정에서의 질적 연구는 이슈나 문제에 대한 상세

한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고유한 특
성과 주관적 경험에 보다 집중하여 보다 심층적인 내면
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으며[18], 대체로 언어적 형태
로 제시되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언어적 형태의 
자료를 관통하고 있는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는 시도를 
질적 연구로 파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14]. 특히, 질적 연구자는 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관
심을 가지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별한 특
성들이 있다[19]. 그러한 고유한 특성은 질적 연구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며 질적 연구의 좋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7].

따라서 단일 사례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한 특별한 관
심을 가짐으로써 시작된다. ‘그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사례연구의 출발점이 되며, 
그 의미를 찾는 것이다[19]. 가장 쉽게 사례를 정의하는 
방식은 첫째, 사례의 구성 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 특정한 
경계선을 찾는 것이며 어떤 체계, 사건, 인물, 과정 등의 
특징이 두드러져 그 주변과 확연히 구분될 때 사례가 된
다. 둘째, 심층적 분석을 수행하고 사례 자체가 상세하고, 
풍부하고, 많은 변화를 다루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때로는 어느 시간, 어떤 장소에
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일련의 흐름을 구성한다. 넷째, 
사례연구는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징이 있다[13, 
20, 21]. Patton[21]은 삶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 과
정을 자세히 탐색하기 위해서 삶의 맥락 전체에서 각 단
위에 대한 심도 있고 자세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연구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
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자립준비 
경험과 심리적 치료의 개입과 변화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단일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2 연구 참여자
본 사례의 연구 참여자는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

동으로 어릴 적 부모의 이혼가정으로 인해 분리되어 만
18세 이상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학생이다. 
아동은 지적경계선 수준으로 생물학적인 유전적 취약함
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의 모는 정신이상과 우울증 증

세를 보여 왔고 출산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부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생계가 곤란하여 아동이 만1세 때 
00시청에 의뢰되어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아동은 14
개월경에 ‘엄마, 맘마’ 등 간단한 단어를 말하였고 언어와 
신체발달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그리
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친구관
계 부적응과 정서적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행동
이 보였다. 중학교 입학 후에도 학교생활의 또래와의 관
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설에서의 일상생활에서도 동
생들과의 의견충돌이 자주 있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는 학습부진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퇴소를 앞둔 
상황에서 상담센터로 상담과 심리치료가 의뢰된 아동이
었다. 상담의 주호소는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 개선을 위
한 의사소통 향상, 학습능력 저하와 인지능력으로 부족으
로 인한 자존감 회복, 긍정적인 자아형성, 심리적 지원과 
자립준비에 관한 치료적인 상담이었다. 그에 따른 상담목
표는 정서적 지지와 수용감 경험, 자존감 회복으로 인한 
건강한 또래관계 및 사회적 관계회복, 적성을 고려한 직
업탐색과 자립준비에 대한 진로 상담의 치료적 개입이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아동의 심리치료사이었으며 만
16세부터 만18세 이상 심리치료와 개별상담 진행을 유
지하였다. 또한 아동의 개별상담이 진행되기 전에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안내하고 법적대리인(부모)과 아동
양육시설 시설장의 동의서 수령과 개인정보에 관한 안내
가 있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희망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연구대상에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아동명은 이름의 이니셜을 사용하였다. 상담 기간은 
2017년 7월에서 2019년 12월까지이며 총 80회기 이상 
상담이 진행되었다. 상담회기는 20회기씩 나누어 진행하
기도 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 때 마다 상담을 시작하고 
종결하는 과정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상담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였으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별상담이 유지되
었다. 연구 참여자 정보와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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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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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한국웩슬러아동용지능검사4판(K-WISC-IV)으로 

측정한 전체지능은 (FSIQ)은 65(1.0 %ile, 95%신뢰구간 
60~74)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한다. 지표점수 전
반이 경계선 수준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상생활 및 
학업적인 활동에서 아동의 연령에 기대되는 모습을 수행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지능검
사 중 안정성이 높은 소검사 수행수준, 지필검사 및 투사
검사 수행수준을 고려할 때 학생의 지적 잠재력은 IQ7
5～79 정도인 ‘경계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만
14부터 소아정신과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 하고 
있었다.

2)HTP그림검사(House-Tree-Person test)는 심리 
또는 정서를 간접적으로 투사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검
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은 개인의 심리적 현실 및 주관
적인 경험을 드러내준다. 사람, 집, 나무와 같은 특정한 
형상에 대한 그림은 개인의 성격, 지각, 태도를 반영해 준
다[22, 23]. 연구 참여자는 초기접수상담 HTP집 그림검
사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설을 표현했고 주인이 없으
며 누구의 집인지 모르겠다고 말해주었다. 나무그림에서
는 사과나무를 그렸는데 몇 살인지 생각하기 귀찮고 모
르겠다라는 회피적인 모습과 정서적인 표현이나 감정표
현이 미숙하였으며 과제수행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운동성 가족화 검사(Kinetic Family Drawing:KFD)
는 가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나 태도를 이해하는데 중
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내용이 풍부하고 깊이가 있
다고 알려져 있다[22, 23]. 연구 참여자에게 KFD를 제안
하자 사람은 그리기 싫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신경질적이
고 강한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검사에 참여하지 않
는 모습이 있었다.   

3)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e Test:SCT)는 
개인의 현재 심리적인 상태와 부모 관계 및 교사, 동성, 
친구,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며 성격 역동
에 대한 심리 진단과 적응을 판단하는데 사용되기도 한
다[24]. 접수상담시 아동의 주된 정서는 짜증과 성마름으
로 사소한 것에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이 접해 보지 않은 환경에 거리감을 두고 냉소적이
고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인관계에서도 협소한 것으
로 정서적 교류를 하는 대상은 한정적이고 심리적인 거
리를 두기도 한다(나는 그다지 좋은 친구가 아니다./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나의 소원은 사람들 좋아해 
보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었
다. 자신의 과거 현재의 모습에 긍정적인 경험보다 생활

이 무기력하고 포부 수준이 낮은 모습이 있었다. 내면의 
욕구나 감정에 대해 탐색하고 통찰하는 경험이 부족하여 
현재도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나의 좋은 점 착한 것./나의 나쁜 
점 모른다./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모른다./ 내 꿈
은 없다./내가 가장 좋아 하는 놀이는 없다). 

4)모래놀이치료(Sandplay Therapy)는 정신(psyche)
이 스스로를 치유하며 완전하게 성장하려는 자율적인 성
향을 가진다는 Jung의 분석심리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Dora Kalff가 Jung 심리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발달시킨 
비언어적 치료방법이다. 모래놀이치료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감정을 모형물(figure)들을 통해 투사할 
수 있으며 감정표출과 자신의 무의식을 모래상자에 드러
낸다[25]. 연구 참여자와 모래놀이치료 초반에는 상담자
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무조건적인 공감과 정서적 
수용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상담이 진행되었다. 간헐적으
로 모래상자를 선택하여 모래놀이치료를 진행하기도 하
였다. 모래상자 초기에는 상자 안에 자신이 관심 있는 소
라, 이글루, 담장, 우물, 텐트 등 관심 있는 피겨를 상자에 
가득 담아 모래상자에 배열하기도 하였다. 상담중기에는 
상담자와 루미큐브나 인생게임 등 보드게임을 즐거워했
으며 양초를 사용해서 불을 켜보기도 하였으며 상담자에
게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기도 하
였다. 모래놀이치료 중기에는 퇴행을 의미하는 인형놀이 
소꿉놀이로 강아지나 오리의 양육을 필요로 하는 피겨선
택이 있었으며 사자, 도마뱀, 고양이, 맘모스, 돼지, 양 등 
좋아하는 동물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모래놀이치료 
후반에는 물과 양초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모래상자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주제가 가운데로 집중되면서 아름다
운 보석과 조개를 이용하여 모래상자를 만들어 주었으며 
매우 만족해하고 즐거워하였다.

5) 회기별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퇴소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자립준비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이슈와 맥락을 도출해내기 위
해 모든 상담과정의 언어적인 내용과 비언어적인 행동의 
모습을 면 히 관찰하고 작성하여 상담기록지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또한 사례별로 분석한 후에는 각 사례들에서 
탐색된 논점들을 시기별로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을 도출해 주제를 탐색하였다. 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는 ‘지속적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즉, 20회기별 사
례는 첫 번째 회기별 사례와 논의 점을 비교해 나가면서 
느껴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가며 의미 있는 단
어와 주제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파악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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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을 경계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함께 단일사례 연
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와 교
수님, 사회복지사, 모래놀이치료사, 임상심리치료사의 지
속적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연구과정에 반영
하였다.

 
2.4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질적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 개념을 엄격히 분리
시키는 것이 어렵다[26].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란 연구자
가 관찰하고 수집하여 얻은 자료를 통하여 내린 결과가 
실제를 얼마나 잘 대변하여 주는가, 읽는 독자가 얼마나 
수긍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다[27]. 질적 연구
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
의 삼각검증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이론의 
삼각검증법으로 연구자 자신이 연구에 대한 자신의 가치
관과 가정을 분명히 파악하여 연구 참여자 선정과 자료
수집 방법 및 전체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시점에서 다양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의 삼각검증법이다. 셋째, 방법론의 
삼각검증법인데, 이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위해 상담
뿐만 아니라 자료의 비전형적인 자료의 결과를 활용하여 
만들어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넷
째, 다수의 연구자가 자료수집 및 관찰과 분석에 참여하
는 연구자의 삼각검증법이다. 이는 연구자가 단독 연구하
면서 빠지는 편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17].

2.5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연구의 윤리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상담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할 것으로 충분히 안내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수령하여 상담이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
하여 이름은 이니셜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상담진행 중에는 참여자의 정서
적, 인지적, 언어적 표현수준을 고려하여 마음의 안정감
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심리치료실이 제공되었으며 시설 
경증장애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적인 개입이 진행되었
다. 그리고 [28]상담 과정 중 진행된 모든 내용은 연구참
여자의 동의에 따라서 개인정보와 비 보장의 원칙을 준
수하였다. 또한 모든 사용 자료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의 
자세한 설명과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 종결 시 사용되었
던 자료는 안전하게 파기할 것을 안내하였다.

3. 연구결과 

3.1 사례 내 분석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자

립준비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담
사례의 상황 속에서 연구 과정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상
담과정 내용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의미단위에서 개념으
로 또 하위범주는 범주 순으로 분석하였다[20]. 또한 지
금-여기를 중심으로 개별상담과 심리치료가 진행되었으
며 자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형태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특히, 내담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만1세의 어
린나이에 입소하여 부모 분리경험과 함께 생물학적인 취
약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이 아동양
육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립준비에 대한 의미
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 참여자로 이루어진 상담사례
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핵심적인 주제들을 찾아 다음 
Table 2와 같이 범주화하였다.

Categoriation Lower Category

Institutional Life 
was Clumsy 

and Hard, but it 
was also Full of 

Memories

A Strange and Clumsy Time of Childhood

A Hard School Life

Camping in Child Care Center is a New 
Experience and 
another Growth

Precious Friends Who Laughed and cried 
Together

My Adolescent 
was Aching, 
Growing, and 

Lonesome

I need Time to get Ready to Say Good-bye

The Lonely, Hard Times that have Grown Me up

I hurt you, But I Really need you

The Memory of my Brothers Hurting me

An 
Irresistible Bing

The Moments When Longing, Resentment, and 
Tears 
Became the sea

A family is an irresistible being.

Self-esteem that Falls under the Weight of Life

lt's a Long way to go, But Let's Start Again

Independence 
Process is Filled 

with Anxiety, 
Excitement.

Out of Prison, Self-reliance, a Job, a Desire to 
Live a Healthy Life

Two nights and Three days of Loneliness

The Value of being Discharged form a Facility, 
Self-reliant, and Dependent

He's standing Firm and independent Beyond the 
Walls of Reality

Table 2. Categorization Details

1) 서툴고 힘들었지만 추억이 있던 시설생활
⑴ 어린 시절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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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비 오는 날 집에 안 들어간다고 고집 부려서 
비 맞고 마당에 서있었던 기억이 나요. (중략) 초등학교 
때는 돈 훔쳐서 원장님한테 혼나고 손들고 서있었던 생
각이 나고 반성문 썼어요.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
도 모르겠어요(2017년 7월).

⑵ 힘들었던 학교생활
학교가기 정말 짱 나요. 언제 부터인가 학교에 가기 싫

었어요. 특수학급인줄 알고 있었지만 친구도 없고 그래서 
맨 날 학교 가면 잠만 자요(2017년 8월). 

⑶ 시설캠프는 새로운 경험과 또 다른 성장 
제주도 수학여행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았어

요. 자기 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직업얘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느낀 게 많았어요. 양육자 
쌤과 사과도 하고 요즘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내년에는 
베트남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살고 싶어요
(2018년 8월). 

⑷ 함께 웃고 울어 주었던 소중한 친구들
같은 방 친구가 있는데 떡볶이 사먹고 냉면도 먹으러 

가고 재미있어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비
이 있다고 해서 실망했어요(중략). 걔는 아빠나 엄마가 

없거든요. 저가 아빠 때문에 울었을 때 그 친구가 날 위
로해줬죠(2018년 4월).

연구 참여자는 초기상담부터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대해서 솔직하고 즉흥적으로 표현해 주었으며 짜증나고 
귀찮아하는 정서표현들이 주로 있었다. 신뢰관계형성과 
친 감이 이루어졌던 시기에는 어린 시절 고집이 세고 
양육자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힘들게 했다고 보
고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시설에서의 주기적인 캠프나 
수학여행은 좋은 기억과 추억이 있었으며 성장할 수 있
었던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그때마다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과 함께 자고 웃고 싸우기도 하며 서로
를 의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유에서 아동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적
인 불안감과 우울성향으로 인하여 무기력한 모습들이 일
상생활에서의 불만과 공격적인 말투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상담과정에서도 언어적 표현이 산만하였
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보드게임진행과 퇴행놀이를 진행
했으며 관심과 애정의 욕구를 표현하여 스트레스와 갈등
을 해소하려는 모습이 상담과정에서 보여 졌다. 또한 모

래놀이치료를 병행하면서 또래보다 수준이 낮은 피겨와 
많은 양의 피겨를 넘치게 배열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설
생활이 서툴고 힘이 들었지만 생각해 보면 의지할 수 있
었던 또래 친구들과 캠프 때 마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
었다. 따라서 상담자는 아동의 정서적인 존중과 수용감으
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상담이 회기마다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아동은 힘들고 벅찬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갈
등을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친 감으로 자신을 인
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수
용하며 안정감을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찾아 가는 여정의 시기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기도 하였다.  

2) 아프고 성장하고 쓸쓸한 나의 사춘기
⑴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가 저녁마다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데 말도 안 듣

고 같은 방을 쓰는 아픈 동생에게 물을 끼얹고 욕을 해서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아마 키워준 선생님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더 그러는 것 같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 
진 것 같아요(2017년 10월 양육자). 

⑵ 나를 성장시켰던 외롭고 힘든 시기들
내가 이 집에서 안 살고 다른 곳에서 살았다면 더 힘

들지 않았을까 해요. 이 집에 살아서 용돈도 모으고 원하
면 학원이나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하하(중략). 저가 외로움을 더 많이 타는 성
격이라서 더 그래요(2019년 7월). 

⑶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꼭 필요한 선생님
이번에 새로운 쌤이 왔는데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요즘

은 완전 짜증나게 해요. 집이 편했는데 요즘은 쌤들 때문
에 집에 가기 싫어요.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아침에 깨워
주지도 않고... 정말 학교가기 싫어요. 아휴...미치겠어요
(2018년 2월).  

⑷ 동생들 때문에 마음 아팠던 기억
금요일에는 늦게 자고 방친구들이랑 국수해 먹고 놀았

어요. 근데 우리방에 아픈 애가 있거든요. 근데 방에 XX
싸 놓고 그걸 내가 밟은 거예요. XX어후, 정말 미치겠어
요. 그럴 때 마다 쌤들은 동생을 이해해 쥐야지, 맨날 나
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짜증나고 힘들어요(2017년 11월). 

연구 참여자는 일상생활에서 예민해 지고 신경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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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 불만을 제기하고 사춘기적인 모습이 있었으며 동
생들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서가 수용이 되지 않
는 상황에서 더 짜증내고 힘들어 하는 모습이 보여 지기
도 하였다. 또래관계나 대인관계에서도 상호이해적인 관
계보다는 어떤 말이든지 날을 세우고 예민하게 공격하는 
성향이 있었다. 아동은 사춘기시기에 시설환경에서의 불
편감과 양육자와의 기 싸움에서 통제적인 일상생활에 불
만이 가득했다. 특히 자신을 키워준 양육자의 퇴직은 아
동에게 또 다른 분리경험으로 불안한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심리치료는 아동의 공감적
인 사고를 기본으로 따뜻하고 충분한 수용으로 이성적으
로 생각하고 힘든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래관계에서의 원만함과 적절한 
정서표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하는 심리치
료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3) 의지할 수 없는 존재
⑴ 그리움, 원망, 눈물이 바다가 되었던 순간들
아빠가 온다고 전화 했었는데 바쁘다고 못 온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외출했는데 저는 못했죠. 속으로는 너
무 우울했어요. 새엄마 딸도 있으니 눈치 보였나 봐요. 너
무 화나서 눈이 퉁퉁 붓게 울었어요. 그래도 아빠랑 나중
에 같이 살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사주고 싶고 차
도 사주고 싶어요(2017년 10월).    

⑵ 가족은 의지할 수 없는 존재
친엄마가 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데요. 근데 많이 아

파서 병원에 있데요. 찝찝하기도 하고 아, 짱나요 나는 얼
굴도 모르는데(중략).” “엄마 얼굴보고 왔어요. 많이 아파
서 간호사하고 경찰하고 같이 만났는데 막 우는 거예요. 
‘아파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너무 슬펐어요. 엄마 얼굴 
보면 마음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복잡하고 힘들어요
(2018년 10월).

⑶ 삶의 무게로 떨어지는 자존감
어릴 때 아빠 보면 좋았는데 요즘은 어색하고 싫어요. 

나 컸나 봐요(중략). 넘어져서 발 깁스 했어요. 몸이 불편
하니까 뛸수도 없고 넘 불편하고 힘들어요. 다포기하고 
싶어요. 쌤, 저 요리배우고 싶은데 돈이 너무 들어가요. 
빨리 졸업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2018년 12월).

⑷ 갈 길은 멀지만 다시 시작해요
담임쌤이 장애인 직업체험 박람회에 다녀오라고 했는

데 가기 싫어요. 저를 무시해서 더 싫어요 저도 알죠. 공
부는 안되고 실력이 없어서 대학은 갈 수 없고 그래서 회
사에 취업할려구요. 자격증 시험공부도 하고 있어요(중
략). 빨리 돈 벌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 생
각이 많아져서 잠도 많이 못자고 그래요(2019년 1월).

내담아동은 심리치료와 상담과정을 통하여 내면에 억
제된 분노감과 적개심을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절하
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차츰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
하는 노력이 보여 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가족은 그리
움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양가적인 감정을 불어 일으켰
으며 친부의 재혼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몸이 아픈 친모를 만나는 상황이 있었으며 그로인해 자
신의 현실, 스스로에 대한 욕구, 정서적 의사표현을 오히
려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고 성장한 모습들이 상담과정에
서 보여 지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현실
적으로 받아드리고 원망하지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는 것에 대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상담자는 이 시기에 
아동을 무엇보다 다정하고 따뜻하게 포용해 줌으로서 내
적인 장점과 자존감을 응원해 주며 지지해 주였다. 그 이
후로 아동은 퇴소와 자립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상담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였다.  

 
4) 기대감과 두려움의 자립과정  
⑴ 퇴소, 자립, 직업,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학교에서 직업체험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고
3 이잖아여 쌤, (중략). 요즘은 담임 쌤하고도 잘 지내고. 
자격증도 따려구요. 졸업은 해야죠(2019년 6월). 

⑵ 2박 3일 외로움의 홀로서기
집에 혼자 자립하는 생활관이 있어서 2박 3일 자립했

어요. 근데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혼
자 못살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쫌 적응이 돼서 
편했어요. 어제부터 네일아트하고 꽃꽂이 하고 싶어서 신
청했어요(2018년 6월). 

⑶ 시설에서 퇴소, 자립 후 내 인생의 가치
쌤,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저 퇴소하고 집에서 나오

면 어떻게 될까요? 쌤은 뭐 때문에 살아요? 궁금해요(중
략). 퇴소하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근데 재미있
을 것 같기도 해요. 아직은 모르지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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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현실의 벽을 넘어 꿋꿋하게 독립해요
자립하면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살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 가지는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
데 공부 때문에 걸려요. 집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지겹기
도 하고 빨리 자립해서 나가고 싶어요(중략). 저 취업했
어요. 졸업 전에 취업해서 좋아요. 빨리 독립해서 잘 살고 
싶어요.”(2019년 12월).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적성을 고
려하여 직업과 진로 취업에 대해서 상담시간에 공유하고 
싶어 하였다. 그로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
한 언어사용과 상황판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기
능을 유지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과정에서 아
동은 퇴소와 자립을 준비하면서 책임감 있게 학교생활과 
졸업을 하고 싶어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오랜 시설생활
에서 찾아오는 생활준수와 제한적인 일상생활에 익숙했
지만 독립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표현해 주었다. 그
러므로 상담과정에는 아동의 자존감과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대처기술 상담이 진행되었다. 또
한 상담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업안내와 자립생활기술에 관
한 치료적 개입과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에 대해
서 구체적인 상담이 제공되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 중심으로 논의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경증지
적장애 청소년의 자립준비 과정을 보면 아동 양육시설 
일반 청소년과 달리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자립 준비과
정은 개인적 기질과 환경적 상황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
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자
립준비는 시작과 진행과정 또한 자립이 안전하게 성인기
로 정착될 때까지 세심한 지원과 적성을 고려한 체계적
인 맞춤형 직업안내와 진로서비스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야 한다. 

둘째,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장기적 상
담과 심리치료와 효과성을 보면 아동양육시설 경증지적
장애 청소년의 개별심리치료 상담과정에서 심리적·사회
적 변화 과정에 대한 치유적이고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초기에는 정서적 수
용감과 지지자원을 활용하여 자기표현과 효능감에 대한 

자기통찰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 중기에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의 기능을 촉진하여 일상생활
에 대한 상황분별력과 사회적 대처기술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다. 그로인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안내와 진
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자발적인 자립준비과정을 경험하
였다. 상담마무리 과정에서는 또래관계나 대인관계에 대
한 사회적 기술과 관계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
다 현실적이고 성숙된 자세로 자립생활기술에 대한 폭넓
은 상담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셋째, 아동양육시설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에게 양육자 
선생님은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시설 경증장애 청소년에게 부모
역할 뿐 만 아니라 생활지도사로서 역량은 청소년들의 
인성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로인해 무엇보
다 같은 방을 사용하는 아동의 인원수를 최소로 하는 인
원제한의 제도적 방침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연령과 개인적인 기질에 대한 제한을 두어 차별
화된 일상생활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며 시설에서의 
규율이 청소년들의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퇴소를 앞둔 경증 지적장애 청소
년의 자립전담요원의 확충과 자립기술서비스지원이 절실
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제언은 
첫째, 시설청소년이 퇴소하여 최소 5년 기간 내에 스스로 
안정적인 자립을 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시
설퇴소 청소년이 평범한 성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성과 성향을 고려한 직업선택과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의 일반청소년과 경증지적장애
를 가진 청소년과의 퇴소를 앞둔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해
서는 명확히 구분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이유는 일반 청
소년은 퇴소와 자립준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보다 넓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진학이든 취업준비에 대한 선택
의 폭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청소년의 시설생
활 경험에 대한 거부적이고 사회적인 선입견들이 경증지
적장애 청소년의 자립준비처럼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증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퇴소와 자립
준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적성을 고려한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장기적인 생계수단으로 생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증지적장애를 가진 취약계층 청소년의 안정
적인 자립준비와 직업훈련이 중요하며 안정적인 생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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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제공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이 생활할 수 있는 거
주지 확보와 개인자원기술의 일대일 멘토링에 대한 관리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대일 멘토링 사업은 퇴
소 청소년에게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도움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가족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애정을 경험하고 
친 한 신뢰를 경험할 수 있는 추후관리 지원서비스라 
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양육시설 보호 
종료아동의 주거지원통합서비스와 자립수당 지원을 확대
한다고 밝혔으며 LH매입, 전세입대주택 임대료 지원과 
함께 전문사례관리사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9]. 이러한 제도는 일반 퇴소 청
소년 뿐 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퇴소 청소년에게도 반드
시 지원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아동양육시설의 자립지도가 퇴소 청소년의 적성
과 성향을 고려한 자립 진로지도와 장기적인 시간 투자
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이나 장애
를 가진 취약 청소년일수록 개별화된 맞춤 직업안내와 
진로지도의 자립준비 경험이 유지되어 삶의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심리
적 변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아동양육시설 
취약 계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개
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
을 주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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