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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

 - 기회제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

이 복 실

(한국장애인개발원)

[요 약]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제공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를 실천적 차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거주하는 생활시설 성인지적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서베이

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중 자

기결정 개념인지, 실천가와의 관계인식과 환경적 특성 중 시설위치, 시설규모가 자기결정 수준에 영향

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기회제공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주의

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선택과 결정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거주환경의 세부적인 

개편 등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성인 지적장애인, 자기결정, 개별적 특성, 환경적 특성, 기회제공

1. 서론

자기결정은 외부의 압력없이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 요

구이자 욕구이다(Jenkinson, 1993). 선택과 결정에는 개인의 존엄성, 독립 등이 반 되며(Guess et al., 

2008) 사회복지실천에서도 자기결정은 핵심적인 가치이자 권리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자기결정의 의

* 본 연구는 저자의 2012년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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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에게 자기결정이란 실천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지적장애인 스스

로 결정하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권익과 참여라는 쟁점에 기초하여 지적

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중시되고 있으며,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이 입증되고 있다(Wehmeyer et al., 1996; Schalock et al., 2005; Wong and Wong, 2008).

실천적 측면에서 자기결정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여가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등의 선택을 의미한다(Mary et al., 2005: 신종호 외, 2009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자기결정 수행을 지향하고 결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의 생활공간을 배

경으로 자기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은 일상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Schalock and Keith, 1993)도 비슷한 맥락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0년 동안 미국, 호주, 국 등 서구에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사회통합은 

이데올로기와 정책의 중심축이 되어 왔다. 특히 자기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개인(Wehmeyer et al., 1996; Wehmeyer and Garner, 2003; Soresi et al., 2004)과 환경(Robertson et 

al., 2001; Stancliffe, 2001;  Nota et al., 2007; Karr, 2009)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며 기회제공과 자

기결정의 연관성을 입증함으로써(Hahn, 1994; Wehmeyer and Metzler, 1995; Wehmeyer and 

Garner, 2003)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논의를 진척시켜왔다. 개인적 요인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따

라 자기결정적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Wehmeyer 외(1996)의 기능이론에, 환경적 요인은 지적장애

인의 생활환경에 따라 자기결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Abery와 Stancliffe(1996)의 생태학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기능이론과 생태학이론은 각각의 요인을 인정하지만 특정 요인을 보다 중시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Mithaug(1996)는 평등기회이론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기회에 따라 

자기결정 수준이 상이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의해 결정기회가 달라지고 

자기결정 수준에도 향을 끼친다고 밝힌 연구들은(Heller et al., 1999; Wehmeyer and Garner, 2003; 

Nota et al., 2007) 기회제공의 매개효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자기결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전반적으로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자기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미흡한 편이

다. 거주유형에 따른 결정 수준의 비교만(이경준, 2005; 박공식, 2004; 이응훈, 2006; 김용득․박숙경, 

2008; 이순자, 2009) 소수 보고된 상황이므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토 를 마련

하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교연(2007)도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한 높아진 관심과 달

리 실천현장에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기능이론과 생태학이론

을 토 로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시설의 환경적 특성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 다. 또한 

Mithaug(1996)의 평등기회이론에 기초하여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향을 

기회제공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연결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는 거주환경을 생활시설1)로 한정하 다. 생활시설은 공동생활과 일정한 규칙이 요구되는 특성상 개

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 등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며(Smith et al., 2005), 자기결정권이 가장 침



성인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향  7

해당하는 공간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임성택, 2012).

본 연구는 실천현장의 자기결정 향요인에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 당사자를 연

구에 참여시키고,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시설의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향 

관계를 기회제공이 매개한다는 모형을 가정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하 다. 기회제공의 효과검증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과 지원의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 자기결정 논의를 실천적 차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첫째,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향을 미치

는 개별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은 무엇인

가? 셋째,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향에 해 기회제공이 매개효과를 가지

는가?

2. 이론적 고찰

1) 자기결정 기능이론

Wehmeyer 외(1996)에 의해 개발된 기능이론은 자기결정의 개념적 체계를 구성하는 표적 이론

이다. 기능이론은 행동이 발생하게 된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성격심리학에 기초하고 있다. 

Wehmeyer는 자기결정을 불필요한 외부의 향이나 개입 없이 삶의 질과 관련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일상에서 원인주체(casual agent)로 행동하는 능력과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원인주체는 기능이론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지적장애인의 선호, 관심, 능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상황에

서 원인주체로 행동할 때 개인을 둘러싼 생활공간의 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환경적 요인도 중시

된다(Wehmeyer et al., 1996; Wehmeyer and Bolding, 1999). 그러나 기능이론은 지적장애인의 인식, 

태도, 능력 등과 같은 개별적 특성에 따라 자기결정 수준에 상당한 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개

인적 요인을 훨씬 강조한다.

자기결정은 자율적이며(autonomy), 자기규제가 가능하고(self-regulation), 심리적으로 권한강화되

며(psychological empowerment),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이라는 4가지 자기결정적 행동으로 구체화

된다. 기능이론의 핵심은 자기결정적 행동 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기능이론을 토 로 Wehmeyer 

외(1996)는 <그림 1>과 같이 자기결정에 향을 끼치는 제반 요소를 포함한 기능모델을 개발하 다. 

1) 2012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기존의 생활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편되었다. 본 연구는 
개편 이전의 표적인 거주유형에 해당되는 생활시설을 배경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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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능모델

기능이론은 지적장애인의 병리나 결함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기능이론은 서비스제공자가 지적장애인을 제 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으며, 자기결정 이론의 생성과 발전의 토 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논의를 체계화시킨 기능이론에 힘입어 개인적 요인은 오랫동안 연구자들로

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적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능력으로 

분류된다.

성별의 경우 Soresi 외(2004)는 여성의 자기결정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 으나 남성의 결정수준이 

높거나(Duvdevany et al., 2002; Karr, 2009) 양자의 무관성을 제시한 연구결과도 있다(Wehmeyer 

and Schwartz, 1998; Wehmeyer and Garner, 2003).

연령의 경우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이 축척되어 자기결정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Wehmeyer and Schwartz, 1998; Robertson et al., 2001; Duvdevany et al., 2002), 자기결정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Soresi et al., 2004; Nota et al., 2007). 상반된 연

구결과의 일부는 지적장애인을 신하여 보호자(Robertson et al., 2001)나 실무자(Nota et al., 2007)

가 응답한 것이다. 그러나 리응답은 응답자의 편견이 반 될 수 있어 연구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어

렵고, 당사자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확신하기 어려움 등의 한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능력의 경우, Stancliffe(2001)는 지적장애인의 이해능력과 자기결정 수준의 접한 관련성을 강조

하면서 자기결정 기술의 학습, 훈련 등의 지원을 촉구하 다. Wehmeyer와 Garner(2003)도 지적장애

인의 자기결정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인식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 다. Wehmeyer와 Bolding(2001)도 자기결정을 이해시키는 학습 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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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 수준이 달라짐을 보고하면서 실무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주장하 다. 이와 반 로 

Wehmeyer와 Garner(2003)가 지적장애인 300명을 거주유형별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인의 

능력은 자기결정 수준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적장애인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적응행동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Stancliffe 외(2000)는 

적응행동이 자기결정 수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속 연구(Soresi et al., 2004; Nota 

et al., 2007)에서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적응행동과 자기결정은 무관한다는 연구결과도(Tossebro, 

1995; Stancliffe, 1997; Emerson et al., 2000)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자기결정에 향을 미치는 개

별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변수가 미치는 향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능이론에서 지적장애인의 이해와 인식 등은 자기결정 수준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적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기결정 개념을 제

로 이해한다는 것은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시설이라는 공간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지적장애인에게 미치는 

향력을 감안할 때, 지적장애인이 인식하는 실천가와의 관계와 자기결정 수준의 인과성은 효과적인 서

비스 지원방식을 모색할 때 유용할 것이다. Ippoliti 외(1994)도 지적장애인을 상으로 실시한 포커스

집단면담 결과, 거주인이 인식하는 실천가와의 관계가 자기결정과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중

요함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개념에 한 이해와 실천가와

의 관계 인식을 자기결정에 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로 설정하여 검증할 것이다.

2) 자기결정 생태학이론

자기결정 체계를 설명하는 표 이론으로 기능이론과 함께 생태학이론을 들 수 있다. Abery와 

Stancliffe(1996)는 자기결정을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역에 한 통제의 정도로 정의하 으며,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생태계구조이론에 기초하여 생태학적 틀을 개발하 다. 생태

학이론에서 자기결정은 개인이 통제력을 행사하는 정도, 통제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정도, 중요하다

고 여기는 정도 등이 포함되므로 생태학적 삼자모델(Tripartite ecological model)이라고 불리기도 한

다. Abery와 Stancliffe(2003)는 자기결정에 필요한 지적장애인의 능력을 기술, 지식, 태도로 범주화하

으며, 개인의 능력은 환경체계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강조하 다. 생태학이론에서는 특히 

미시체계의 역할이 강조된다(Stancliffe, 2001). 미시체계는 지적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착된 공간이

며 면적(face to face)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제공방식은 

자기결정 수준에 상당한 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는 Abery(1994)가 제안한 자기결정 

생태학적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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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태학과정

생태학이론은 자기결정 논의를 개인적 차원에서 환경적 차원으로 확 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

되고 있으며, 자기결정 수준을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노력

과 여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 최 의 지적장애인 옹호조직인 Arc2)도 선택이나 결

정 기회, 기술 학습 등의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지적장애인들도 충분히 자기결정 할 수 있음을 

주장하 다.

생태학이론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을 중시하고 있

다. 선행연구에서 환경요인은 물리적 환경과 지원 특성으로 분류된다. 

시설의 물리적 환경에는 거주유형, 시설규모, 공동공간(unit) 등이 포함된다.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

을 보이는 거주유형의 경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그룹홈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Robertson 외(2001)는 소규모이고 일반가정과 유사한 구조일수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Wehmeyer와 Bolding(1999)는 지역사회기반(자립, 경쟁고용), 지

역사회기반 집단생활(그룹홈, 보호고용), 비지역사회기반 집단생활(거주시설)로 분류한 결과 거주형

태에 따라 자기결정, 자율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 다. 시설규모의 경우, 

Tossebro(1995)가 직접서비스 제공자 591명을 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시설규모와 자기결정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 다. 결과적으로 소규모일수록 지적장애인의 결정 기회가 많아지

고(Stancliffe, 1997; Wehmeyer and Bolding, 2001), 규모일수록 제한되고 있다(Stancliffe et al., 

2000).

2) Arc(Association for Retarde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는 1950년  설립되어 미국 내 730개의 
지부와 14만 회원으로 구성된,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을 위한 최  옹호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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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간(unit)의 경우 Abery와 Stancliffe(2003)는 종단연구를 통해 공동공간거주인 수와 자기결

정 수준의 관련성을 밝혀냈으며, Tossebro(1995)은 6~10명이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 1~5명일 때 거

주인이 훨씬 긍정적이며 자기결정 수준도 높다고 보고하 다. 박공식(2004)은 지적장애인을 원가정, 

그룹홈, 생활시설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자율성 수준은 그룹홈이 가장 높고, 생활시설이 가장 낮다

고 밝혔다. 다양한 거주유형을 체험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비교연구(이경준, 2005; 이순자, 2009)

에서도 독립성을 강조하는 지원일수록 자기결정 수준이 높고 당사자들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더 작고, 보다 독립적이고, 덜 구속하는 거주환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삶의 방식이나 일상적인 여건이 최 한 보편적인 환경과 사회적 방식에 

가깝게 되어야만 스스로 결정하기 쉬울 것’이라는 Nirje(1972)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Smith et al., 2005 재인용).

지원 특성에는 실천가의 태도와 기관의 운 철학이 포함된다. Hahn(1994)에 따르면, 실천가들은 

자기결정 지원과정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지적장애인을 무시하거나 과잉보호하

는 경향이 강하며(이경준, 2005 재인용), 지적장애인이 순종할 것을 고집한다고(Wong and Wong, 

2008) 지적하 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무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창

의성과 유연성(Loon and Hove, 2001), 거주인의 표정, 몸짓, 행동에 한 민감성과 반응성(Guess and 

Siegel-Causey, 1985)을 강조하 다. 시설의 운 철학의 경우 Wong과 Wong(2008)은 지적장애인의 

자율성을, Loon과 Hove(2001)은 권위적인 방법과 획일적인 업무방식을 경계할 것을 주장하 다. 그

러나 실천가의 지원방식이나 태도를 서베이를 통해 파악하기 어렵고, 기관이 내세우는 운 방침이 지

적장애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제외시켰다. 그 신 주변 환경과의 소통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향을 미칠 것

으로 추정되나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 시설위치(Robertson et al., 2001)를 

변수로 포함시켰다. 

3) 평등기회이론

Mithaug(1996)가 제안한 평등기회이론(equality opportunity theory)은 ‘사람은 자기결정 권리를 가

진다’, ‘사회에는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기회도 갖지 못한다’, ‘자기결정 기회는 불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다’, ‘사회는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5가지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동등한 기회의 강조

는 자기결정 권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적장애인에게 결정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는 모순 때

문이다. Mithaug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이 사회에 있으므로, 사회는 지적장애인이 선택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결정기회는 지적장애인에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며(Guess et al., 2008), 자기결정 수준을 

향상시키며(Wehmeyer and Bolding, 2001),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Karr, 2009). 그

러나 오랫동안 지적장애인은 자기결정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으며(Wehmeyer, 199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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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도 보장받기 어려웠다(Kishi et al., 1988; Faw et al., 1996). 철학적․심리적 기조에서, 평등기회

이론은 지적장애인에게 기회가 보장되면 자기결정 수준이 높아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츰 무기

력해지고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과 유사하다. 

Jenkinson(1993)은 지적장애인 결정능력의 부족은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 있음을 제기하 고, 

Seligman(1975)도 시설 장애인들은 무기력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아침식사 메뉴선택, 커튼 색깔 

선택, 화 보러가기, 잠잘 시간’ 등을 직접 결정하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하 다. Wehmeyer와 

Metzler(1995)가 성인 지적장애인 4,544명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 참여자의 66%는 ‘어디에서 살 것

인지를 결정할 수 없고’, 88%는 ‘지원교사를 선택할 수 없고’, 77%는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없고’, 

56%는 ‘직업을 결정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장애인들은 ‘무엇을 입을지, 언제 잠

자러 갈지, 언제 일어날지’등 사소한 결정(minor decision)과 ‘언제 결혼할지, 어떤 직업을 택할지’ 등 

중요한 결정(major decision) 모두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제공이 자기결정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변수임이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개인적 

요인과 기회제공의 관계에서, Heller 외(1999)는 지적장애인의 적응행동 수준에 따라 결정 기회가 달

라짐을 보고하 으며, Robertson 외(2001)는 중증에 비해 경증 지적장애인의 결정 기회가 증가하 고, 

기회의 증가는 자기결정 수준과 비례한다고 밝혔다. Nota 외(2007)는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무

능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이 보편화된 배경에는 중증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 기 때문이라고 지적하 다.

한편, 환경적 요인과 기회제공의 향관계에 해, Duvdevany 외(2002)는 다수의 공동생활과 집단

규칙 등 특성상 생활시설은 지적장애인을 과보호하며 지나치게 구조화되어 결정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고 주장하 다. Abery와 Stancliffe(1996)은 지역사회 이주집단과 시설 거주집단을 비교한 종단연구에

서, 지역사회로 이주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결정 기회를 훨씬 많이 보장받고 있다고 보고하 다. 결과

적으로 거주환경에 따라 기회가 제공되는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규모시설에서는 선택과 결정기회

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ncliffe et al., 2000; Wehmeyer and Bolding, 2001).

요약하면, 기회제공이란 선택과 결정권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이고, 자기결정이란 수

행 정도를 의미하는 ‘결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기회제공은 자기결정 수준을 예측

하는 중요한 변수이자 지적장애인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향을 받으며, 자기결정 수

준에도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몇 몇 변수를 제외하면, 자기결정을 설명하는 주

요 이론에서 언급되는 여러 요인들이 지적장애인의 결정 기회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다. 특히 개별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향관계에서 기회

제공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이론과 생태학이론에 기초

하여 주요 변수들을 설정하 으며, 선행연구에 다루고 있는 요인들, 변인 간 시간적 우선순위, 연구자

의 경험 등을 토 로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향 관계를 기회제공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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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생활시설 성인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시설의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을 예측한다는 선

행연구에서 파악된 변수관계를 토 로, 본 연구는 생활시설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시설의 환경

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향 과정과 기회제공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

정한 변수들과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모형

2) 조사대상자와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상자는 복잡하지 않는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짧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인 지적장애인이다. 1:1 면접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으며, 기준에 부합하는 상자를 선정하고 적응행동을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비확률적 표집방법인 

목적적 표집방법을 선택하 다.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수도권, 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는 

2011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 고, 1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본조사를 진행하

다. 설문지 검토 후 최종 219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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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조사 상자인 경우 연구참여자에 한 배려와 관심이 보다 세심하게 요구된

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심리적․신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

해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 다. 상자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서베이 직전에 연구의 취지를 

다시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 여부와 응답내용의 비 보장을 재확인하 다. 또한 지적장애인이 서비스

제공자를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 다. 서베이 과정에서도 참여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며, 설문에 응 하기 힘든 경우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 다.

4) 주요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자기결정은 ‘지적장애인이 여가, 외출, 친구관계, 식사, 운동, 용돈관리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

로 정의하 다. 자기결정은 Cho(2009)가 개발한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척도(K-MSDS)를 이용

하여 측정하 다. 원척도 중 우리나라와 제도적․문화적 차이가 있는 경제 역과 도우미 역을 제외

하고 일상활동, 여가, 친구, 건강, 직업, 계획 등 6개 역 총 39문항으로 재구성하 다. 3점척도로 측

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91로 

나타났다.

(2) 매개변수

기회제공은 ‘지적장애인이 시설에서 의류, 용돈, 프로그램, 방, 기상시간, 휴일, 텔레비전 채널 등의 

선택과 결정기회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를 의미한다. 기회제공은 Kishi 등(1988)이 개발한(Life 

Choice Survey :LCS) 척도를 활용하 다. 원척도는 5점척도로 구성되었으나 사전조사 결과, 조사

상자들이 빈도 차이를 어려워한 것으로 나타나 3점척도로 재구성하 다. 총점이 높을수록 지적장애인

의 기회가 많음을 의미한다. 기회제공의 Cronbach’s α=.77로 나타났다.

한편, 구조방정식에서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측정변수가 많은 경우 모형적합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분석에 앞서 항목묶기를 실시하 다. 요인분석 결과, 기회제공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활동인 일상활

동(A), 시설 내 개별 차원의 활동인 개별활동(B), 시설 내 집단 차원의 활동인 공동활동(C) 등 3개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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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변수

① 개별  특성

성별은 여성을 1로, 남성을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 다. 연령은 수리적 개념이 취약한 지적장애인

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적장애인의 응답결과를 실무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기결정 개념인

지 여부는 지적장애인이 자기결정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와 자기결정이 무슨 의미로 이해

하는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하 다. 응답결과에 해 자기결정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 1로, 자기결정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 0으로 코딩하여 분석

하 다.

지적장애인이 인식하는 실무자와의 관계는 Q방법론을 활용한 선행연구(김용득 외, 2009)에서 도출

된 세 가지 유형인 ‘위계적 관계, 상호의존 관계, 이용자중심 관계’를 기준으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

서는 인식유형을 단일문항으로 묻고, 연속변수인 3점척도로 재구성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사자 중

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적장애인의 적응행동 수준은 미국정신지체인협회(AAMR)에 의해 개발된 ‘주거 및 지역사회 적

응행동검사(Adaptive Behavior Scale-Residential and Community 2nd ed/ABS-RC:2)’ 이용하 다. 

적응행동 척도는 미국 43개주 4,000여명의 지적장애인을 상으로 개발되었으며, 10개 역3) 1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보가 반 될 수 있도록 2010년 말 또는 2011년 초에 적

응행동평가를 실시한 기관을 조사 상에 포함시켰다. 적응행동의 Cronbach’s α=.74로 나타났다.

② 환경  특성

시설위치는 시설이 위치한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며, 지적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의 위치가 도

심에 가까운 경우 1,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 다. 시설규모는 시설 정

원이 아닌 현원 즉 현재 이용자 수를 의미한다. 공동공간(unit)이용자 수는 침실, 거실, 욕실 등 사적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공유하는 거주인 수를 지칭한다. 시설규모의 크기가 반드시 공동공간

(unit) 이용자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실무자의 의견과 연구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구분하여 측정하

다. 거주유형은 생활시설,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등의 제도상의 구분이 아닌 소수가 거주하며 지적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연습하고 체험하도록 마련된 공간과 다수가 생활하는 생활시설을 의미한다. 보

통 2인～4인이 거주하며 가정과 유사하게 공간이 구성된 체험홈은 1,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0

으로 코딩하여 분석하 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9.0와 Amos 19.0을 이용하여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고 연구모

3) 10개 역은 독립기능, 신체발달, 경제활동, 언어발달, 수와 시간, 가사활동, 직업관련활동, 자기관리, 

책임, 사회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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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적합성 및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 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정의된 개념의 측정오류에 한 통

제가 가능하고, 여러 변수들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매개변수의 사용에 용이하며, 변수들 간

의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이론적 모형이 실제와 잘 부합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분석 이전에 자료의 분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규성, 이상치, 다중공선성을 점

검하 으며, 결측치를 고려한 다중 체방법(multi-regression)를 사용하 고, 개념 측정의 적절성을 확

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한 다음 변수의 인과구조를 검증하는 이단계접근법(two-step approach)

을 취하 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인 생활시설 지적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경

우, 여성이 118명(53.9%)으로 남성 101명(46.1%)보다 많으며, 평균 연령은 36.8세로 나타났다. 장애등

급의 경우 경증에 해당되는 지적장애인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급 근로에 

참여하는 상자(85.8%)와 자기결정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자(70.3%)의 비율이 모두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인
구
학
적 

특
성

성별
남성 101 46.1

거
주 
관
련

특
성

시설위치
도심 근교 172 78.5

여성 118 53.9 도심 외곽 47 21.5

연령

20대 56 25.6

시설규모

50인 이하 16 7.3

30대 70 32.0 51인 ~ 80인 61 27.9

40대 70 32.0 81인 ~ 100인 92 42.0

50대 이상 23 10.5 101인 이상 50 22.8

평균(SD)      36.8(9.98)    평균(SD)           86.1(33.60)    

장애등급

장애1급 65 29.7

공동공간
(unit)

이용자 수

3인 이하 28 12.8

4인 105 47.9장애2급 95 43.4

5인 58 26.5장애3급 59 26.9

6인 이상 28 12.8
근로참여

참여함 188 85.8

참여안함 31 14.2 평균(SD)           4.1( 1.38)

자기결정개
념인지

개념인지 65 29.7
거주형태

시설내 141 64.4

인지못함 154 70.3 체험홈 78 35.6

합계 219 100.0 합계 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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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자의 거주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 상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은 부분

(78.5%) 도심 근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시설규모는 평균 86.14명이다. 공동공간(unit)이용자 수는 

4.09명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형태는 체험홈에 비해 시설 내 거주하는 비율(64.4%)이 높게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의 특성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 값을 살펴보았

으며,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주요 변수의 자료와 분포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모형의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점검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왜도의 절 값이 3

미만, 첨도의 절 값이 7미만으로 정규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상관관계, 결측치를 점검하 다. 다중공선성의 진단 지표가 되는 분

산팽창계수를 살펴본 결과, VIF가 모두 10이하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으며, 상관관계 

계수값이 절 값 .80을 넘는 것도 없음을 확인하 다. 결측치에 있어서 규모가 크지 않고 정규성을 위

배하기 않기 때문에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주요 변수의 자료특성과 분포특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왜도

(표준오차) 

첨도
(표준오차)

 자기결정

 일상활동영역 2.10 .476 1.00 3.00 219 -.311(.164) -.730(.327)

 여가영역 1.97 .351 1.13 2.88 219 .273(.164) -.358(.327)

 친구영역 2.21 .410 1.00 3.00 219 -.343(.164) -.284(.327)

 건강영역 2.01 .452 1.00 3.00 219 .161(.164) -.741(.327)

 직업영역 1.52 .391 1.00 2.60  188* .816(.177) .173(.353)

 계획영역 2.00 .401 1.00 3.00 219 .088(.164) .012(.327)

 적응행동 합 210.48 47.918 91 297 219 -.534(.166) -.426(.330)

 관계인식 1.72 .665 1 3 219 .391(164) -.768(327)

 기회제공

일상활동(A) 2.76 .430 1.00 3.00 219 -1.855(.164) 2.513(.327)

개별활동(B) 2.73 .548 1.00 3.00 219 -2.489(.164) 3.258(.327)

공동활동(C) 1.81 .701 1.00 3.00 219 .319(.164) -1.055(.327)

* 직업영역의 경우 근로참여한 188명의 응답이며, 근로참여 않는 31명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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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의 분석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잠재변수인 기회제공

과 자기결정 등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분

석을 실시하여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 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80.589(df=26)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사례수에 민감하여 모형과 자료가 적절하더라도 과도하게 불일

치를 추정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확인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그 결과 GFI=.916 

IFI=.940, CFI=.940, RMSEA=.059로 전반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이며,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음오차 분산과 표준화 계수, 측정계수의 표준오차가 

모수추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

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측정모형 결과(표 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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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구조모형을 실시하 다.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시설의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향은 <표 3>과 같다. 

관계인식(β=.435)이 자기결정수준에 가장 큰 향력을 나타냈으며, 자기결정 개념인지(β=.272), 시

설위치(β=.271), 적응행동(β=.241), 시설규모(β=-.14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적장애인이 실

천가와의 관계를 당사자중심으로 인식할수록, 자기결정 개념을 인지한 경우, 시설이 도심에 위치한 

경우, 적응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시설이 소규모일수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이 높아짐을 의

미한다. 

<표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매개변수 제외)

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S.E. C.R.

성별 →

자기결정

.049 .066 .041 1.186

연령 → -.002 -.041 .002 -.667

자기결정개념인지 → .221 .272 .047 4.661***

관계인식 → .244 .435 .034 7.238***

적응행동 → .002 .241 .001 3.348***

시설위치 → .224 .271 .067 3.325***

시설규모 → -.002 -.140 .001 -2.142*

unit이용자 수 → -.026 -.098 .017 -1.510

거주형태 → .082 .105 .04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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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 간 경로를 설정하여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

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향을 기회제공이 매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 다. 모든 경로를 가정한 

full-path model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227.119(df=89), GFI=.915, 

IFI=.920, CFI=.917, RMSEA=.059로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때,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5>와 같이, 개별적 특성은 지적장애인이 실천가와의 관계를 

당사자 중심으로 인식할수록(β=.406), 자기결정의 개념을 인지한 경우(β=.349)와 여성(β=.151)인 

경우 결정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과 적응행동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특성은 도심근교에 위치한 경우와(β=.329), 체험홈인 경우(β=.213), 시설이 소규모일수록(β

=-.206) 결정기회가 많으나, 공동공간(unit)이용자 수는 기회제공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기회제공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향은 기회가 많을수록(β=.786) 자기결정 수준에 직접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변수를 포함시킨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은 기회제공을 매개로 자기

결정 수준에 간접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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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조모형 분석결과(표 화 계수)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로가 발견되어 이를 삭제하고 연구모형을 분석

하 다. 그 결과 수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 238.423(df=101) 으며, GFI=.922, IFI=.913, 

CFI=.916, RMSEA=.057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초기모형과 비교하여 수정모형의 통계량은 증

가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모형동질성이 확보되었다.4) 적합도 지수도의 경우 수정모형에

서 간명도를 고려한 IFI와 RMSEA 값이 다소 좋아졌으므로 수정한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기모형과 최종모형의 모형 합도 비교

 df △(△df) GFI IFI CFI RMSEA(CI)

초기모형 227.119 89 .915 .920 .917 .059(.065~.093)

최종모형 238.423 101 11.304(12) .922 .913 .916 .057(.064~.090)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중심으로 새로 추정된 경로계수는 <표 5>와 같다. 

표준화 경로계수의 효과 크기를 해석할 때 Cohen(1988)에 기초하면  절 값이 .30 이상은 ‘보통’으로 

.50 이상은 ‘큰’ 효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회제공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는 향력은 매우 높게

(β=.794) 나타났으며, 결정 기회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는 관계인식(β=.477), 개념인지β=.354), 거

주형태(β=.164), 시설규모(β=-.137), 시설위치(β=.111), 여성의 경우(β=.072) 순으로 나타났다.

4) 자유도 12일 때, 유의수준 .05에서 값은 2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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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모형의 표 화 경로계수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초기모형 최종모형

성별 →

기회제공

.151* .072*

개념인지 →  .349***   .354***

관계인식 →   .406***   .477***

시설위치 →  .329**  .111*

시설규모 → -.206* -.137*

거주형태 →  .213**   .164*

기회제공 → 자기결정   .786***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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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효과분해

매개변수를 통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한 경로별 효과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최종모형의 효과분해: 표 화 계수

기회제공 자기결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성별 .072 - .072 - .068 .068

개념인지 .354 - .354 - .336 .336

관계인식 .477 - .477 - .453 .453

시설위치 .111 - .111 - .105 .105

시설규모 -.137 - -.137 - -.130 -.130

거주형태 .164 - .164 - .156 .156

기회제공 .794 - .794

(4)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시설의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 수준에 미치

는 향관계에 기회제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효과분해에서 검증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 다. 기존의 

매개분석 검증방법이 분석공식에 의존하여 여러 제약조건들이 있는데 비해 부트스트래핑은 기본가정

을 전제하지 않으며 사례수와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반복추출하여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얻어내고, 

회귀계수의 분포에서 신뢰구간을 확인하여 구간이 0의 값을 포함했는지 여부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

적 유의도를 검증하므로 상 적으로 검증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배병렬, 2007).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한 기회제공은 개념인지, 

관계인식, 시설위치, 시설규모와 자기결정 수준과의 향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은 자기결정에 직접 향을 미치지 않고 기회제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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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에 간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이 자기결정 개념을 인지

하고, 실천가와의 관계를 자기주도적으로 인식하고, 시설이 도심에 위치해 있고, 시설이 소규모일수록 

지적장애인의 결정 기회가 증가하며, 기회제공이 증가할수록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에 해 지적장애인이 선택하고 결정하

게 하는 기회제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 다.

<표 7>  매개효과 분석결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표준화 
경로계수 매개효과

매개변수 제거 매개변수 존재

성별 기회제공 자기결정 .041 .128 없음

개념인지 기회제공 자기결정 .330*** -.108 완전 매개효과

관계인식 기회제공 자기결정 .463*** .247 완전 매개효과

시설위치 기회제공 자기결정 .087*** .164 완전 매개효과

시설규모 기회제공 자기결정 -.109* .089     완전 매개효과

거주형태 기회제공 자기결정 .132 -.115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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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생활시설 지적장애인을 연구에 참여시켜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에 미치

는 향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기회제공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

연구에서 기회제공의 매개효과를 다룬 적이 없으므로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하 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중 자기결정 개념인지, 실천가와의 관계인식, 적응행동은 자기결정 

수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응행동과 자기결정의  관련성을 보고한(Stancliffe et 

al., 2000; Soresi et al., 2004; Nota et al., 2007)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장

애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적응행동에 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

별과 연령은 자기결정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자의 무관성을 제시한 선행연구

(Wehmeyer and Schwartz, 1998; Wehmeyer and Garner, 2003; Soresi et al., 2004; Nota et al.,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Nota 외(2007)의 연구는 당사자가 아닌 서비스제공자를 상으로 

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의 환경적 특성 중 시설위치와 시설규모가 자기결정 수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어 규모 시설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실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Stancliffe et al., 

2000; Wehmeyer and Bolding, 2001)를 지지하며, 향력에 한 의견이 분분했던 시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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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son et al., 2001)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달리 공동공간(unit)과 거주형태는 자기결정 

수준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거주형태의 구분은 특성이 판이한 제도권

의 분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설 내 공간 구성을 달리하 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셋째, 기회제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향관계를 기회제공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

기결정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 시설이 도심 근교에 위치한 경우, 지적장애인이 실천가와의 관계를 당

사자중심으로 인식할수록, 시설이 소규모일수록 생활시설 지적장애인이 선택과 결정기회가 많아지며 

그 결과 자기결정 수준도 높아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기회제공의 매개효과란 개별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기회를 통해 자기결정 수준에 향을 미치는 기제를 나타낸 것으로, 지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기회가 자기결정 수준을 향상시키는 주요 예측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지적장애인이 일

상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면 생활시설의 서비스 혁신으로 중시되는

(Loon and Hove, 2001) 자기결정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결정 향상을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에게 서비스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식시켜야 한다. 자기결정 개념과 의미를 당사자

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자기결정 논의의 출발(이숙향, 2009)이며 실천가의 의무(Wehmeyer, 1998)이

다. 지적장애인의 권익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자기결정이 실현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자기결

정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며, 삶의 질을 가늠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의 주요 쟁점인 참여와 통합의 강조에서 진정한 의미의 참여란 당사자의 자기결정이 보장되지 않

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자기결정 개념인지의 향을 규명한 본 연구결과는 자기결정의 의미를 

인식시키고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당사자주의의 핵심은 자기결정으로, 

지적장애인은 서비스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생활시설 지적장애인에 한 서비스 지원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최선의 지원은 지적장애인

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회가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것이므로 실천가의 지원은 단발성 프로그

램이 아닌 일상에서 결정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최 한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기회제공의 완전매개효과는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 기회를 극 화시키는 방식

으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 으며, 기회가 확보되어야만 자기결정 뿐만 아니라 다

른 성과도 기 할 수 있다는 주장(Duvdevany et. al., 2002; Wong and Wong, 2008)을 입증하고 있

다. 지적장애인은 결정기회를 통해 권리를 인식하게 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천가의 노력과 변화가 요구

된다. 실천가의 역할과 기능,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중요성 이해 및 능력 존중 등의 인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정기회를 보장하려는 실천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이 

생활하거나 일하는 환경의 중요한 타자들이 기회제공 수준에 향을 미치며(Stancliffe, 2001),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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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보장은 사회적 책임이라는(Mithaug, 1998)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주시설의 환경과 관련한 세부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시설위치는 지역사회와 지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시되며 지적장애인의 소통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이 된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시설 소규모화는 국제적 추세이다(Wong and Wong, 2008). 개정된 장

애인복지법(시행 2012. 3. 31)에 따르면,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과 신규시

설의 정원(30인 이하) 등이 명시됨으로써 거주환경의 중요성을 반 하고 개선을 촉구하려는 의지가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설규모와 자기결정 향 관계를 검증한 본 연구결과는 여전히 국

내 생활시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시설이 단계적으로 소규모로 전환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타

당성을 주장하는 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일상공간인 생활시설을 배경으로 자기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

힘으로써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자기

결정 개념을 체계화한 이론들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의 이론적 토 를 마련하고 향관계를 매개하는 

예측모형을 구성하고 효과를 검증하 으므로 실천현장에 기초한 사회복지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비스제공자의 태도나 지원방식과 같은 변수들을 충

분히 포함시키기 못했으며,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은 배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다면적 변수들을 포함시키고, 자기결

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천가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자기결정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심층면담 등 질적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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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 and Environmental Character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on Self-Determina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

Lee, Boksil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 among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on self-determination and to 

address issue of self determination in practical terms.

This study was analyzed by the Structural Equations Models with 219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residential home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Yeongnam area, the Honam area.

The results showed that individual factors such as adaptive behavior and 

provider-user relationship recogni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institution size and institution location were directly affected to the 

self-determination of them. The opportunity was a full mediating effect in this 

process.

In conclusion, this study stated how importance of the consumerism. Also it 

was suggested that some practical strategies to improve their self-determination 

in changing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upport methods of the service in way 

to emphasis their opportunities.

Key words: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self-determination, individual 

character, environmental character,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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