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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대학생들의발달장애인선거권에대한인식을알아보는데목적이있다. 광주광역시의 A대학교와 B대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통해 최종 37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관련 강좌를 수강한

적이 있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관련 봉사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경우보다선거권의인식이긍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통해대학생을포함한비장애인들이발달장애인

의 선거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선거권, 발달장애인 참정권, 발달장애인 투표환경, 대학생 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the right to vot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s attending in A University and B University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were selected using convenience sampling and 370 samples were finally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who took a disability course had high perception of the right to vot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cond, it was discovered that the more times people participated in the volunteer work 
related to disabilities, the more recognition they had on the voting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rd, the subjects who responded for the need for the political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 of the right to vot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an those who did not 
responded. Based on the findings, it was suggested that methods should be investigated to establish positive attitude 
and perception of the right to vot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persons without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ludi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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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참정권은정치적기본권으로서정치적의견을자유롭

게 말하거나 여러 방법을 통하여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힘을 가지며 정치활동의 광범위한 자유를 위해 가

장 기본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리이다[1]. 또한 국민이

면누구나행사할수있는기본적권리로서장애인도예

외가 아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참정권은 장애인의 기본

적 권리를 확고히 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의 증진을 통해

장애인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는점에서그의미

가 매우 크다[2]. Wringe(1981)는 참여권의 의미를 사회

생활을영위하는데있어서동등한영향력을행사할권리

로 보았다. 이것은 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

에서소외되거나혹은힘을가진자에의하여권리가침

해당하지않는다는것을가리키는것이다(Chang & Cho,

2006에서 재인용)[3].

보건복지부에서는우리나라의장애인수를 2014년 기

준으로 2,490,406명(4.9%)으로 집계하였고, 그 중 발달장

애인은 210,855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8.5%를 차지

하고 있다고 하였다[4]. 발달장애인이란 인지적 기능 장

애로인해자기관리, 의사소통, 학습, 자립생활등의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양한 보건․사

회․교육기관으로부터평생도움을필요로할가능성이

있는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입은 자를 가리킨다[5].

최근발달장애인의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이

하,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

한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자기결정권 보장, 권

익옹호및증진을위하여시행되고있다[6]. 발달장애인

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제8조 ‘자기결정권의 보장’에서

는주거지, 의료행위, 타인과교류, 복지서비스이용등에

있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하고 보호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및정책, 교육, 민원서비스등에서발달장애인에맞

는 의사소통 지원(10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7].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발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는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법에 명

시된 복지 지원은 국내에서 시도된 바가 없거나 선언적

인 수준에서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8].

가장 최근의사례로미국의경우, 10월 제45대 대선을

한달여앞두고장애인권리보호활동을하는공익변호

사 로펌인 ‘장애 인권 오리건’에서는 오리건주 정부기관,

장애인 단체, 도서관, 학교 등 공공기관에 ‘쉬운 유권자

공약집’ 발간 및 배포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

장을위한책자를발간하여많은발달장애인들이선거에

참여할수있도록독려한바있다[9]. 이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자기결정권에 대해 존중하며 그에 대한 지원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선거참여는 자

신이 처해있는 문제를 공론화 하고 보편적인 삶을 해결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선거참여를 위한 자기결정권은 그 자체가 자립의 한

요소이자 자립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며[10], 장애인의 전

반적인생활영역에서선택하고책임질수있는의사결정

을 통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과정적인 의

미라고볼수있는데[11],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연간보

고서에따르면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두고장애인

에선거권에대한문제점에서신형장애인용기표대의정

보 확인 및 기표대의 규격 및 형태의 부적절함, 다양한

유형의장애인들이스스로기표할수있는방법마련등

장애인의참정권침해의문제가지적되었다[12]. 이는 장

애인권리보호를위한활동이제대로이행되고있지않

다는것과특히국민의기본이라고할수있는선거제도

에서 절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

체가 함께 극복해 나아가야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장

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을 보장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로인해사회참여와평등을통해사회통합이이루어지고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장애인에대한이해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

는 장애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밑거름이 되

어야 할 것이다[13].

특히대학생은개인발달단계상후기청소년기와초

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자신을 정립하여 미래 삶

의 방향을 계획하고,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이들의장애인에대한인식과태도는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14]. 사회는 이들 자신이 가지게

되는신념, 태도에따라변화하게될것이다. 그러므로사

회통합의전반적인문제를책임지고나갈지금의대학생

들이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향후장애인복지방향과정책결정은물론사회통합

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15].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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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2014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에서최우수를받은대학 20개교중, 장애관련인식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대학이 2개교, 교직원대상은 13개대학으로조사되

었다[16]. 위와 같은 결과 대학에서는 장애인 인식에 대

한교육을실시하고있지않음과동시에인식개선을위

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에 진입하기 전 시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발달장애인의선거권에대한인식과이해를조

사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선거권보

장을 위한 개선 방향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

이있다. 본연구의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장애

관련 강좌 수강 유무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에 대

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학생들의 장애 관련

봉사 횟수 정도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인

식은차이가있는가? 셋째, 대학생들이생각하는발달장

애인의참정권의필요유무가발달장애인의선거권에대

한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연구는광주광역시 G대학교, N대학교에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과 개개인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표본대상을확대해가는스노우볼표집[17]을

실시하여, 총 374명의설문자료를회수하고최종적인분

석에는 37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정보를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2.2 연구도구
본연구는이우진 김태강[18]의 연구에서사용된신뢰

도 Cronbach’s α .956의설문지를사용하였다. 본 연구대

상자를 대상으로 설문 구성 내용의 전체 신뢰도는 .954

로 나타났다.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 Table 2와 같다.

Division items Cronbach’s α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vote to
guarantee

8 .883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vote
environment to improving

8 .894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recognition to improving

9 .929

Total 25 .954

Table 2. The contents of items

2.3 연구절차
본연구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설문조

사를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설문조사도우미 6명을선발

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설문 전 응답자의 발달장애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총 374부를회수하였으며, 회수된설

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검토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

나무응답비율이전체문항의 10%를넘는 4부를제외하

여 최종 37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4 분석방법
본연구는연구대상자의변인(장애관련강좌수강여

부, 장애 관련 봉사 횟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필요 유

무)에 따른 발달장애인 선거권이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독립표본 t검정과 F검정을실시하고사후검정을실

시하였다. 사후검정은 각 집단의 케이스 수가 같거나 다

를경우모두사용이가능한방법인 Scheffe방법을사용

하였다[19].

Variable Frequency Percent(%)

Grade

1 18 4.9
2 129 34.9
3 132 35.6
4 91 24.6

Gender
Men 86 23.2
Woman 284 76.8

Yes or not take
course related to
disability

Yes 272 73.5

No 98 26.5

Disability-related
volunteer activities

0~2 times 80 21.6
3~5 times 75 20.3

6~18 times 70 18.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ver 19 times 73 19.7
NR 72 19.5

Yes or not
Participation

Need 348 94.1
Not need 20 5.4
NR 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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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장애 관련 강좌 수강 유무에 따른 차이
장애 관련 강좌 수강 유무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선거

권인식 차이를알아보기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장애 관련 강좌를 수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발달장애인 선거권의

전체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수

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에서도 모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Variable

Yes or not take course
related to disability

t
Yes Not

M SD M SD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vote to guarantee

3.89 .706 3.70 .645 2.303*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vote environment to improving

3.96 .685 3.76 .638 2.539*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recognition to improving

3.99 .661 3.78 .658 2.698**

Total 3.99 .661 3.76 .588 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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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Yes or not take course related to disability

3.2 장애 관련 봉사 횟수에 따른 차이
장애 관련 봉사 횟수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인

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4에 제시하였다.

선거권보장, 투표환경개선영역에서는통계적으로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인식 개선영역과 영역 전체에

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인식개선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 전체 결과에서는

장애 관련 봉사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보다 19회 이상,

6회 이상에서 18회 이하 순으로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전체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참정권 필요 유무에 따른 차이
발달장애인의참정권필요유무에따른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인식 차이를알아보기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실

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Variable

Yes or not participation
rights of difference

t
Yes Not

M SD M SD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vote to guarantee

3.91 .628 2.77 .910 -5.505***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vote environment to improving

3.95 .647 3.20 .833 -4.976***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recognition to improving

3.96 .644 3.45 .872 -2.581*

Total 3.97 .603 3.15 .933 -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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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Yes or not participation rights of difference

발달장애인의참정권이필요하다고응답한경우가그

렇지않은경우보다발달장애인의선거권전체인식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Variable

Number of disability-related volunteer services
F

(scheffe)
Under 2(a) 3-5 times(b) 6-18 times(c) Over 19 times(d)

M SD M SD M SD M SD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vote to
guarantee

3.73 .763 3.80 .687 3.97 .696 3.98 .677 2.26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vote environment
to improving

3.85 .658 3.89 .606 4.07 .671 4.01 .754 1.74

Developmental disabilities of
recognition to improving

3.85 .703 3.90 .652 4.09 .602 4.11 .669 3.03*

Total 3.78 .669 3.90 .574 4.11 .607 4.06 .714
4.12**

(a<d,c)
*p<.05, **p<.01

Table 4. Number of disability-related volunte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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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연구는대학생의발달장애인에대한선거권인식에

관한조사연구로써향후발달장애인에대한긍정적인태

도와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째, 장애 관련 강좌 수강여부에 따라서는 발달장애

인의 선거권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

한 결과는 장애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비장

애인의 인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보이고있다. 장애관련프로그램이나연수경험들

이장애아동에대한편견을변화시키는데긍정적역할을

수행한다는연구들이이를뒷받침하고있다[20, 21]. 따라

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전환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과

정에서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교과목개설을통해장애

인에대한긍정적인태도로변화시킬수있음을시사한

다. 이를 위해 학생 전체를 위한 교육, 학생의 주체적인

삶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22],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에

서 장애이해관련 교과목을 확대 운영하고 학년 및 계열

별로장애에대한올바른이해교육의로드맵제시가필

요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각대학에설치되어있는장

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인식개선

을 위한 협업적 연구 및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관련 봉사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선거권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 요인이 상호간의 이

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다[23]. 이에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

해서는 봉사 참여 횟수에 급급하지 않은 전공연계 봉사

활동이나 우수사례집 발간, 그리고 더 나아가 봉사 관련

빅데이터관리등을통해많은학생들이장애인식개선

을위한비교과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프로그램의

고도화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발달장애인의참정권필요유무에따라발

달장애인 선거권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참정권은 의

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견에대해신문, 방송등언론의자유를통해표현하고

그 결과가 수렴되도록 노력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24].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선거교육으로 인식개선과 더불어 모의투표 활동을 기반

으로 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의참정권또한스스로의적극적인의사형성이

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다[25]. 따라서 발달장애인에게 참정권과 관련된 자기결

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결정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고, 그들에게 스스로 주체적인 기본 권리의 인식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외국의 사례에

서도 보여지듯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유권자

공약집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김만기

[26]가 제안한 크리에이티브한 선고광고 홍보 전략들을

활용하여 향후 젋은 층과 나이든 층뿐만 아닌 발달장애

인을 배려한 홍보물들을 제공한다면 많은 발달장애인들

의 선거 참여가 좀 더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연구는대학생의발달장애인에대한선거권인식에관

한조사연구로, 장애관련교육경험이있는학생들과그

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인식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발달

장애인참정권에대한의미있는연구이다. 그러나본연

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연구대상자 및 조사 지역의

제한이 한계임을 지적하며,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후속연구가진행되어발달장애인에대한선거권인식뿐

만아니라, 모든장애인들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정치

적,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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