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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본 연 는 지역사 에 거주하는 18  상  지 애  상  업 심  프 그

램  실시하여 능감  사 참여에 미치는 과  알아보고, 실  사 참여가 필 한  후  업 

심  프 그램 개 에 초 료가  해 지역사 에 거주하는 18  상  지 애  44  상  

업 심  프 그램  용한 실험 과 업 심  프 그램  실시하지 않   나눠 능감 

 사 참여  변  알아보았다. 능감  변  알아보  해 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사용

하 , 사 참여  알아보  해 사 참여척도(K-Community Participation Indicators; K-CPI)  통해 평가하 다.

연  결과 능감  경우 실험 에  에 비해 능감  수가  많  가하 고, 실험 에 는 

수  변 가 하 나(p<.05), 에 는 하지 않았다. 사 참여  경우 실험 에   많  가  함

께 한 가  보 다(p<.05). 러한 결과는 18  상  지 애 에게 업 심  프 그램  

능감  사 참여  향상에 과  가 다  것  사료 다.

주 어 : 지 애 , 업 심  프 그램, 사 참여, 능감, 업치료

Abstract  This study applied an occupation-centered transition program to adults, aged 18 years or mor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residing in a local community, and examined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participants’ self-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To obtain basic data for the program, 44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to which an occupation-centered 
transition program was applied, and the control group, to which the program was not applied. A self-efficacy 
scale and the K-Community participation indicators (CPI) were used to assess self-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greater increase in 
self-efficacy than the control group (p<0.05). Similarly, a greater increase in the CPI scores was obser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he change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 
(p<0.05), but those in the control group were not.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occupation-centered transition 
program can improve self-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in adult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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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 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란 지 기능 응 기능의 결함이 발달기에

발병하는 장애로 가정, 학교, 일터, 지역사회 등의 여러

환경에서 의사소통, 독립 인 사회참여에 제한을 가지고

온다[1].

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요인 표 인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성공 인

결과를 수행할 수있는 개인의 노력에 한 신념”으로 이

러한 것은 환경 인 외 이 요인이 아니라, 행 자의 주

인 특성과 수행에 연 성이 있다[3,4].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수행 성

취 경험이 있으며, 이는 자기효능감에 강력하게 작용하

여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도록 한다[5,6].

지 장애인의 부분은 지역사회 참여에 제약을 가지

며, 이러한 지 장애인의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를 진하기 한 로그램이 시 한 상황이다. 지 장

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본 인 일상생활

활동, 여가, 직업 참여에 필요한 기술에 어려움을 가지며,

지역사회 참여의 경우 신체 인 활동, 정신 인 활동, 사

회참여, 독립 인생활, 삶의만족을통해증진될수있다[7,8].

이러한 사회참여 확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해

필요한 것으로 환 로그램이 두되고 있다. 환

로그램이란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해 다양한 기술을 습

득함으로써, 장애학생이 학령기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

한 이후 생활해야 할 지역사회 환경에서 독립 인 성인

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기 한 요한 방법이다[9].

환 로그램은 단순한 응훈련과는 다른 개념으로

체계 이며, 집 인 교수 과정으로 어떠한 기능 인

생활 기술을 장애인이 직 배우며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하는 것을 일컫는 교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0,11].

이러한 환 로그램을 효율 으로 평가 재를

할 수 있는 문가 의 하나로 작업치료사를 들 수 있다

[12]. 작업치료사는 지역사회 참여 직업과 련한 평

가 재에서 독립 인 생활을 도와주는 문가로 아이들

을 해서 기 재부터 학교 서비스까지, 학교생활부

터 성인의 삶까지 성공 으로 환하는 것을 도와 다

[12,13]. 즉, 작업치료사는 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 성

인의 환 시기에 어려움을 가질 때, 문 인 지식을 통

해 성공 인 사회참여에 도움을 수 있는 문가 의

하나이다[12,13]. 작업치료는 기 재와 련 서비스에

요한 역할을 하므로, 작업치료사들은 환 로그램

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특히 환 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에 합하다고 알려져 있다[12,13].

작업치료사들이 환 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역은 수행 기술, 환 계획 로그램에 한 력으로 구

체 으로 일상생활활동, 일, , 지역사회참여의 역

이 포함될 수 있다[13]. 한, 성공 인 환 로그램을

해서는 각각의 개인에게 의미 있는 작업(occupation)을

통한 환 로그램이 필요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부분 해외 연구이며, 국내

의 환 로그램은 부분 직업과 련되어 있으며 사

회참여 사회참여에 요한 요소인 자기효능감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환의 효과를 나

타낼 수 있는 평가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이다.

국내 선행연구에 의하면 작업치료사가 포함된 환 로

그램에 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한 기존의 지 장애

인을 상으로 한 연구는 운동학습, 신체기능, 설문조사,

시지각 기능 등의 실질 인 지역사회 참여보다는 각 기

능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사회 참여에

한 연계성에 한 연계가 부족한 실이다[14,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 을 다니는 지 장애

인을 상으로 실질 으로 사회참여를 해야 하는 18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작업치료사가 주도한 작업 심

환 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기효능감 사회참여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

는 지 장애인에게 작업 심 환 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사회참여가 필요한 성인기 이후의 작업

심 환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가 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지 장애인을 상으로 작업

심 환 로그램을 실시한 그룹과 실시하지 않은 그

룹으로 나 어 실험 과 실험 후에 사회참여 자기효

능감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  상   

2.1 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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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자는 2015년 8월 12일부터 2015년 9월

25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

용 인 18세이상 지 장애인 44명을 상으로 7주간주

3회 총 20회기로 작업 심 환 로그램을 실시하 다.

연구 방법은 실험연구로서 통제집단 사 사후 측정 설

계 (posttest – only control group design) 용하여 진

행하 다.

연구 상자 수는 실험군 22명, 조군 22명을 상으

로 하 다. 연구 상자는 문가 논의를 통해 본 로그

램에 합한 상 기 을 선정 후, 기 에서 연구 상에

합하다고 단한 상자 모두 참여에 서면으로 동

의를 얻어 자발 으로 연구에 참여한 자를 상으로 연

구를 실시하 고, 이들은 무작 배치를 우선으로 집단

을 나 었다.

본 연구의 구체 인 상자는 작업 심 환 로그

램에 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지 장애등 이 2~3

인 지능지수 35 이상 70미만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수용성 표 어휘력 검사 결과 8세 이상인자 는

MMSE-K 지시 따르기에서 2단계 지시 따르기가 가능한

자 는 설문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명의 문가

가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 다. 한 설문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시 연구자가 쉬운 단어로 설명하여 설

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 다. 연구 상의 일반

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군(experimental group)은 남성은 13명(59.1%),

여성은 9명(40.9%)이며, 조군에서는 남성은 14명

(63.6%), 여성은 8(36.4%)로 비슷한 분포를 가졌다. 연령

은 실험군에서 평균 27.09±4.90세, 조군 28.45±8.94세로

비슷한 연령 를 가졌으며, 교육수 은 실험군에는 고등

학교 졸업 이상이 17명(77.3%), 학교 졸업 이상이 5명

(22.7%)이었으며, 조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20명(90.9%), 학교 졸업 이상이 2명(9.1%)을 나타내었

다. 직업을 살펴보면, 실험군에서 학생이 12명(54.5%)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을 가지지 않거나 직업을 가진 경우

가 각 각 8명(36.4%), 2명(9.1%)이 으며, 조군에서도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11명(50.0%), 학생은 6명

(27.3%), 직업을 가진 경우가 5명(22.7%)을 나타냈다. 주

거 형태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 부모님과 살고 있는 사

람이 가장 많은 18명(81.8%), 21명(95.5%)로 나타났다.

주거 지역은 실험군과 조군 모두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20명(90.9%)와 22명(100%)로 나타냈

다. 장애등 은 두 집단 모두에서 3 이 가장 많은 15명

(68.8%)와 18명(81.8%)로 나타났다<Table 1>.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22)

control group

(n=22) t/p

N(%) N(%)

Gender
Male 13(59.1) 14(63.6)

1.00/.33
Female 9(40.9) 8(36.4)

age 27.09±4.90 28.45±8.94 -.70/.49

Education
high school 17(77.3) 20(90.9)

1.82/.08
university 5(22.7) 2(9.1)

occupationa

None 8(36.4) 11(50.0)

-.25/.80has anoccupation 2(9.1) 5(22.7)

student 12(54.5) 6(27.3)

Living

situation

alone 2(6.9) 1(4.5)

.568/.58parents 18(81.8) 21(95.5)

relatives 2(9.1) 0(0)

Residential

area

city 20(90.9) 22(100)
1.45/.16

other than city 2(9.1) 0(0)

degree of

disability

2 7(31.8) 4(18.2)
1.82/.08

3 15(68.2) 18(81.8)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es of the subjects

2.2 업 심  프 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작업 심 환 로그램의 역

수행기능은 작업치료 실행의 틀(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3; OTPF-3)[16]을 참고로 하여

Kardos와 White(2005)[12]에서 제시한 환 계획, 서원

지(2014)[9]에서 용한 지역사회 심 환 로그램,

김진호와 김 (2012)[17]가 제시한 지 장애인의 자립

과 성인 생활에 필요한 기능 생활 기술의 내용을 분석

하여 지 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작업 활동을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 다.

본 연구의 이론 바탕은 Wynn 등(2006)[18]의 연구

에서 사용한 이론 모델 의 하나인 클라이언트 심

모델(client-centered model)을 바탕으로 지 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작업을 이용하여 만든 로그램이다.

로그램의 구체 인 선정 과정은 장조사, 문헌조사

와 함께 사회복지사 2명, 작업치료사 2명, 자문교수 2명

과의 의를 거쳐 사용하 다. 문헌조사를 통해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활동을 개발하여 내용을 정하 다. 이

를 장에서 실질 으로 용할 수 있는 복지 에 근무

하는 사회복지사의 요구가 반 되도록 검증을 실시하여

각 내용의 역에 맞게 구성을 한 뒤 자문교수의 의견을

반 하여 로그램을 최종 구성하 다. 한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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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2명의 지 장애인에게 캐나다 작업 수행평가

(COPM)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작업을 세부내용에 반

하여 다른 환 로그램과는 차별 으로 상자에게 보

다 의미 있는 작업 내용을 포함하 다.

본 로그램의 실시는 1명의 작업치료사의 주도 하에

담당자 2명과 보조 인력 4명이 배치되어 로그램이 진

행되었다. 구체 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매 회기 당 주요 수행기능을 실시하 으며,

각 회기 당 소요시간은 40분 내외로 하 고, 로그램의

용은 한 그룹 당 2∼3명으로 구성하여 각 그룹별로 작

업치료사, 담당자 는 보조 인력의 주도하에 실시하 다.

domain session categories example

ADL,

IADL

1 self care self care, dressing, grooming

2

health

management and

maintenance

physical training, taking nutrition,

reduce of health risk behavior,

take medicine

3

safety and

emergency

maintenance

dangerous situation recognition,

emergency response, call an

ambulance, lock up the door

4
financial

management

calculate money, keep household

accounts, use of calculator

5

hom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save in money, use washing

machine, house cleaning

6
meal preparation

and cleaning

understand cookery, prepare

meals, treat to a meal,

dish-washing

7
community

mobility
using bus, using taxi

8 communication using smartphone using computer

9 care of others care of family or friends

leisure

and play

10
leisure

exploration
kind, interesting, situation

11
leisure

participation
participation in leisure in interesting

12 play exploration
Direct participation to the leisure

activities and interest.

13 play participation

Alone your own game of their

choice to put into practice or

other with a group of people together.

occupation

14
volunteer

exploration

Find volunteer work that can do

it in the community.

15
volunteer

participation
carry out volunteer work

16
occupational

choice and plan

essential requirement for the job,

job attitude check, key job

requirements

17
pre-vocation

training

to create a resume, to create a

job related documents.

18 interview skills Mock interviews

19
workplace

etiquette

phone etiquette, etiquette to

know one’s boss and colleagues

20 risk trade skills
how to use tools. Elevator

safety rules

<Table 2> The occupation-centered transition program

2.3 연 도

2.3.1 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지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사용된 도

구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Sherer 등

(1982)[17]이 만든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36문항을 홍혜 (1995)[20]이 수정 보완하여 만든 총

23문항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일반 자기 효능감 17

문항과 사회 자기효능감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의 5

Likert 식 평정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혜 (1995)[20]의 연구 결과 자

기효능감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2.3.2 사 참여척도(K-Community Participation 

Indicators; K-CPI)

Heinemann 등 (2011)[19]이 개발한 CPI(Community

Participation Indicators)를 김은주(2014)[22]가 번역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평가하는 객 , 주 인

평가도구인K-Community Participation Indicators(K-CPI)를

이용해 지역사회참여에 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 장애인의 수 을 고려하여 객 인 사회참여 척도

20문항을 제외한, 주 척도인 48개의 문항만을 사용

하 다. “거의 그 지 않다=1 ”에서 “항상 그 다=5 ”

의 5 Likert 식 평정 척도이며, 7개의 역 채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가 높음을 의

미한다. 김은주(2014)[22]의 연구 결과 신뢰도는 .95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총 을 사용하 다.

2.4 연  

본 연구의 작업 심 환 로그램은 2015년 8월 12

일부터 2015년 9월 25일까지 실시하 다. 7주간 주 3회

총 20회기로 40분 내외로 작업 심 환 로그램을 실

시하 다. 각 회기마다 로그램의 내용에 이론에 한

것은 각 시설의 회의실에서 실시하 고, 실습의 경우 각

기 의 시설을 이용하여 직 실시하 다. 이론의 경우 2

∼3명을 그룹으로 설정 후 각 회기당 주제 내용에

해 그룹치료 형식으로 설명하 으며, 실습의 경우 1:1로

각 상자에게 부족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작업

치료사, 담당자, 보조 인력의 개별 인 설명으로 각 내용

을 이해하도록 실시하 다. 로그램의 구체 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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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이론 각 회기 당 내용 설명 10분, 로그램 실

습 25분, 질문 다음 회기 소개 5분으로 구성하 다.

로그램 실시 순서는 각 역별로 실시하 다. 즉, 일상생

활활동을 실시 후 여가 놀이 역, 직업 역으로 각

역에 한 회기가 끝난 후 후 다른 역으로 로그램

을 실시하 다. 각 한 본 로그램은 각 기 에서 주어

진 여가시간에 참여 실시하 으며, 본 로그램에 참여

하지 않은 조군의 경우 각자 원하는 의미 있는 작업을

자유롭게 실시하 다.

2.5 통계처리

본연구의결과수집된자료는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 방법으로는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해 기술 통계 방법을 통한 평균과 표

편차를 사용하 다. 작업 심 환 로그램 용

실험군과 비교집단의 그룹 간의 일반 인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독립 T 검정을 통해 각 그룹의 차이를 알

아보았다. 작업 심 환 로그램 과 후의 차이를 알

아보기 해 응 표본 T검정을 통해 자기효능감 사

회참여의 수 총 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한, 자기효능감 사회참여의 총 의 수 변화를

알아보기 해 각 요인의 사 수를 공변량(Covariate)

으로 통제하고 실험군과 비교집단 간의 사 검사와 사

후 검사를 실시한 후 그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사후 검사

수에서 나타나는 로그램 용 효과 이외에의 개인

인 요소의 차이로 인해 다른 변인으로 생긴 오차를 없애

서 최 한 순수한 독립변인의 효과를 보기 하여 공변

량 분석(ANCOV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 다.

본 연구에서 각 통계학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유

의 수 은 α=.05로 하 다.

3. 결과 

3.1 업 심  프 그램 용  

능감에 미치는 과 

작업 심 환 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검증 하여 응 표본 T검정을 통해 사 값과 사

후 값의 수를 알아보았다. 실험군에서는 사 검사의

값의 평균이 2.46 에서 사후 값이 2.70 으로 .24 상승

되었으며, 조군에서는 사 값이 2.68 에서 2.70 으

로 .02 상승되었다. 실험군에서 수의 변화가 유의하

으나, 조군에서의 수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두 집단의 사후 집단의 평균값은 실험군과

조군 모두 2.70 으로 같게 나타났다 <Table 3>.

사 값을 공변량으로 하고 작업 심 환 로그램

을 용한 실험군과 조군의 사회참여 수를 이용하여

공변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작업 심 환 로그램

사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조군과 작업 심

환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8.60, p<.05). 이와 같은 결

과를 통해 작업 심 환 로그램은 지 장애를 가진

성인의 자기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4>.

pre post
t p

Mean±SD Mean±SD

experimental group 2.46±.26 2.70±.26 9.77 .00

control group 2.68±.35 2.70±.35 1.48 .15

<Table 3> Comparison of self-efficac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variate

(pretest)
3.54 1.00 3.54 387.52 .00

group .44 1.00 .44 48.60 .00

error .37 41.00 .01 　

total 325.29 44.00 　 　

<Table 4> Self-efficacy covariance analysis 

according to the post test

3.2 업 심  프 그램  사 참여에 

    미치는 과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작업 심 환 로그램이

사회 참여에 미치는 향을 검증 하여 응 표본 T

검정을 통해 사 값과 사후 값의 수를 알아보았다. 실

험군에서는 사 검사의 값의 평균이 114.48 에서 사후

값이 124.39로 9.91 상승되었으며, 조군에서는 사

값이 118.62 에서 119.24 으로 .62 상승되었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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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수의 변화가 유의하 으나, 조군에서의 수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의 사후집

단의 평균값은 실험군이 124.39 , 조군이 119.24 으

로 실험군이 조군보다 5.15 높게 나타났다<Table

5>.사 값을 공변량으로 하고 작업 심 환 로그램

을 용한 실험군과 조군의 사회참여 수를 이용하여

공변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5>와 같다.

작업 심 환 로그램 사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

할 때 조군과 작업 심 환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

군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4.31, p<.05).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작업 심 환

로그램은 지 장애를 가진 성인의 사회 참여 증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5>.

pre post
t p

Mean±SD Mean±SD

experimental

group
114.48±13.36 124.39±23.00 5.15 0.00

control group 118.62±10.61 119.24±10.00 .51 .62

<Table 5> Comparison of social participa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variate

(pretest)
3198.23 1.00 3198.23 64.94 .00

group 704.60 1.00 704.60 14.31 .00

error 2019.06 41.00 49.25 　 　

total 659673.00 44.00

<Table 6> Social participation covariance analysis 

according to the post test

4. 고찰

본 연구는 18세 이상 성인 지 장애인을 상으로 7주

간 주 3회 총 20회기로 각 회기당 40분 내외로 작업 심

환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 22명과 작업 심 환

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조군 22명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 목 은 작업 심 환 로그램이 18세 이

상의 성인 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고 향후 지 장애인을 상으로 지역사

회 참여에 필요한 로그램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작업 심 환 로그램은 성인

지 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을 해 만들어진 로

그램으로 Wynn 등(2006)[18]의 연구에서 주장한 지역사

회 역량 증진 포럼(community capacity-building (CCB)

forum)의 목 인 장애인의 성공 인 지역사회 참여와

련한 로그램으로 Wynn 등(2006)[18]의 연구에서 사용

한 이론 모델 의 하나인 클라이언트 심 모델

(client-centered model)을 바탕으로 지 장애인에게 의

미 있는 작업을 이용하여 만든 로그램이다.

Juan 와 Swinth(2010)[23]에 의하면 작업치료사가

환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역은 치료 방법으로

가족과 클라이언트 심의 목표 설정 인터뷰, 가족과

클라이언트의 인터뷰 직업 로그램 참여 개발, 여

가 탐색 선택의 기회 제공, 일상생활활동 수단

일상생활활동의 기술 발달, 가족, 교사, 다른 원들의 지

원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Juan와 Swinth(2010)[23]가 제시한 역을 포함한 내용

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 과 후 작업 심 환 로그램

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참여 자기효능감이 증가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40명의 지 장애인을 상으로 8주

간 지역사회 기술을 제공한 결과 지역사회 참여 기술이

증진했다는 Drysdale 등(2008)[24]의 연구 결과는 본 연

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지역사회 참여와

련된 기술을 교실과 같이 한정된 공간에서 재했다면,

기술을 익힌 후 지역사회 기본 기술을 응용하기 어려웠

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 장애인에게 작업

심 환 로그램 지 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작업을

심으로 지역사회 참여에 필요한 여러 기술을 로그램

의 일부분으로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시설 의 하나인

복지 에서 실시하여 효과 으로 기술을 용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 비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한 작

업 심 환 로그램을 실시하여, 지 장애인의 사회

참여 자기효능감이 증가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은하와 박승희(2013)[25]의 연구에서 20명의 지 장애

인을 상으로 개인 심 계획(person-centere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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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진로교육 로그램을 용 시 자기효능감이

증가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직업 비에

한 내용을 작업 심 환 로그램에 포함함으로써

지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하 다는 결과와 유사

하다. 하지만 김은하와 박승희(2013)[25]의 연구에서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만으로 실질 으로 지역

사회에 나왔을 때 자기효능감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 진료교육 로그램에서 부모,

학생, 특수교사만 포함되어 직업교육과 련된 다양한

분야의 문가를 포함하지 못하 고, 자기효능감의 증가

가 직업과 련된 지역사회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

직 인 지역사회에서 직업 비와 련된 기술을 실시

직업교육의 문가 의 하나인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로그램의 실시하여,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실질 인 사

회참여에 정 인 향을 미쳤다.

한 본 연구에서는 작업 심 환 로그램의 내용

에 여가생활의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지 장애인의 사

회참여 자기효능감에 정 인 효과를 보 는데, 이

러한 연구결과는 지 장애인에게 여가 로그램을 실시

하여 증가된 동기로 인해 지역사회 로그램에 참여가

증가했다는 Becker 등 (2010)[2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하지만, Becker 등 (2010)[26]의 연구결과는 한 명의

상자로 인해 참여하지 않은 상자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과 조군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연구 상자의 지역이 도시

에 거주하는 성인기의 지 장애인으로 인해 거주 지역의

차이에 의한 변화는 보기 어려웠고, 상자 수의 제한으

로 인해 성별, 연령 별 자기효능감 사회참여가 어떻

게 변화하 는지 보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 했다. 이에 추

후 다양한 거주 지역, 연령 , 상자 수의 증가를 통해

결과의 일반화를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연구가 될 것이다.

5. 결   언 

본 연구는 작업 심 환 로그램이 18세 이상 성인

지 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44명의 지 장애인을 실험군 22명과

조군 22명으로 나 어 실험군에는 작업 심 환

로그램을 용하 고, 조군에는 상자가 선택한 의미

있는 작업 활동을 개별 으로 실시하 다. 각 집단의

로그램 용 과 후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실시하여 자

기효능감을 비교하 고, 사회참여 척도를 실시하여 사회

참여를 비교하 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로그램 용

보다 용 후 자기효능감 사회참여가 증가하 으나,

실험군에서 자기효능감 사회참여 수가 유의하게 증

가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용한 작업 심 환

로그램은 지 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재활의 척도 의

하나인 사회참여에 정 인 로그램으로 확인되었으

며 이를 통해 지 장애인의 성공 인 재활을 해 작업

심 환 로그램이 정 으로 용될 수 있을 것이

다. 향후 성인기의 지 장애인에게 작업 심의 환

로그램 실시를 효율 으로 용한다면, 지 장애인의 자

기효능감 증가와 더불어 사회참여의 증가에 큰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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