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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was to build an understanding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s among students with 
high 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HF-ASD) in 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 and provide basic data to prevent and 
intervene it. 
 METHOD : Sixteen mothers having a son with HF-ASD were interviewed in-depth and shared their son’s experiences.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re used i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RESULT :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4 categories, 11 sub-categories and 80 concepts are identified. 4 categories are as 
follows: characteristics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results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the context of school violence 
occurs, and coping to school violence. 
 CONCLUSION : The result of this study should have a microscopic viewpoint of their suffering and help to identify the 
needs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support. It is also to be utilized as a successful coping strategies for HF-ASD and 
their paren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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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학교 폭력의 발생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

면서 관계 부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중재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의 2015년 학

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2012년 이후 그 발생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5). 

그러나 여전히 초·중·고 학생들의 0.9%가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형태가 집단화되고 흉포화 되는 경

향이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교육부, 

2015; 홍종관, 2012).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 학급에서 통합교

육을 받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학교폭력 사례

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김상섭 등, 2014).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의사

소통의 지속적인 손상과, 행동, 관심 및 활동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을 보이는 신경발달 장애이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2015년 특수교

육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아 중 11%가 자폐성 장애아

이며, 이들 중 약 60%가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배정

되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15). 이중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구. 아스퍼거 장애) 학생들은 평균이상의 지능을 소유하

고 있어 장애진단을 받지 않거나, 진단을 받는다 해도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

능성이 높다(이현수와 김다현, 2012). Shannon과 

Tappan(2011)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

보다 1.5-10배 정도 학교 폭력 피해율이 높으며, 장애학

생 중 자폐성 장애 아동이 가장 많은 학교폭력 피해 비

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들은 특별한 분야에 

대한 높은 흥미와 평균 이상의 지능을 소유하여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이기도하나,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의 질적인 결함으로 인해, 친구를 사귀는 것, 복잡한 사

회적 환경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것, 학교폭력을 인식하

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Stichter 

등, 2010). 이들은 이러한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학교 폭

력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

로 노출될 가능성 높아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할 수 

있다(이효정과 이영선, 2013). 학교폭력 경험은 우울장애, 

불안장애, 자살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김붕년, 2012; Paquette-Smith 등, 

2014). 그러므로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 증진 및 이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

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학

교 폭력을 경험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학교폭

력에 대한 연구는 출현 율을 포함한 실태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교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

태이다(이효정, 2013).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학

교 폭력 경험에 대한 소수의 국내 연구가 있으나(박경숙, 

1999; 이효정과 이영선, 2013), 저기능에서 고기능에 까

지 다양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실제 일반 

학급에 소속되어 생활하고 있는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의 경험을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고기능의 자페스펙트럼장애 학생들이 어떠

한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으며, 학교폭력을 촉발한 개인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연구하

기 위해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대상자들이 사회

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결함으로 인해 자신의 경험

에 대한 심층적인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들의 삶을 관찰하고 학교폭력을 함께 

대처하며 권리 옹호자의 역할을 해온 어머니를 통해 이

들의 경험을 심층 면담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학교 

폭력 예방과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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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가?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학교폭력에 기여

하는 개인적·사회적 맥락은 무엇인가?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학교 

폭력 경험은 어떠한가?’에 관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

해 지속적 비교 분석법(Corbin과 Strauss, 2008)을 적용한 

질적 연구 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

학교 폭력을 경험한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자녀

를 둔 어머니로서,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사람 중 본 연구에 동의한 자를 참여자로 선

정하였다. 전문가 추천 및 자조모임 인터넷사이트 공고

문 등을 통해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

여 자료가 포화될 때 까지 총 16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였

다(표 1). 

3.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4년 1월부터 6월에 걸쳐 이루어 졌다. 

개별 심층면담은 참여자의 자택(n=6)과 근처 조용한 카

페(n=10)에서 진행되었으며,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면담은 평균 2시간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여 녹음하였으며, 녹음 자료는 면담 종

료 후 1일 이내에 전사 하려고 노력하였다. 전사는 

Psathas(1995)의 관례를 적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를 통해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발견해가는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대상자의 경험의 실체

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체 문서를 여러 차례 

정독하였다. 그 다음 줄 분석과 문단 분석을 통해 개념

과 범주를 통합하여 코딩북을 작성하였다. 참여자 1의 

면담자료에 대한 코딩북과 다음 참여자와의 면담을 추가

하며 지속적 비교 분석 방법을 따라 자료가 포화될 때까

지 개념을 변형 및 추가해갔다. 최종적으로 16명의 면담 

자료를 통해 고기기능이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학교 

폭력 경험에 대한 개념, 하위 범주, 범주를 도출하였다. 

5. 연구 결과의 질 확보 

본 연구자 중 1인은 아동청소년주간치료센터에서 7년

간 재직하며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과 그 부모

의 치료 및 상담에 참여하였다. 또한 연구자 2인 모두 대

한질적연구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분석도구로서 연

구자 자신을 활용하는데 신뢰성을 갖추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질 확보를 위해 Sandelowski(1986)의 

‘신빙성, 감사가능성, 적합성, 그리고 확인 가능성’의 준

거를 따랐다. 신빙성의 확보를 위해 1-2시간 이상의 심층 

면담을 통해 충분한 경험적 자료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

다. 면담 내용은 녹음하여 필사하였고, 면담 장소와 참여

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메모를 작성하여 참여자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감사가능성을 위해 연

구 참여자의 모집과 자료수집 절차를 자세히 기술하였으

며, 참여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자료에 근거한 분석과 

해석을 독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였다. 적합성을 위

해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를 포함시키려 노력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인

의 어머니에게 본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경험의 유사성

을 비교 하도록 하였으며, 경험이 풍부한 교사와 간호사 

1인에게 결과의 적합성을 점검 받았다. 확인 가능성은 

신빙성, 감사 가능성, 적합성이 확립될 때 확보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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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철회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서면 동의

서를 받았다. 자료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화하

여 원자료와 코드화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연구자만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한 어머니는 총 16명으로 연령분포는 

41-63세, 평균 연령은 49세였다. 학력은 고졸 4명, 대졸이 

9명, 대학원졸이 3명이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9명, 비전

일제 근무자가 6명, 전일제 근무자가 1명이다.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연령은 10-30세 까지 분포되어 

있다. 성별은 모두 남자이다. 장애 등급은 3급이 9명, 장

애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가 8명이며, 12명이 ‘일반학급’, 

4명이 ‘완전통합’의 형태로 교육배치 되었다(표 1).

참여자

번호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 어머니

연령 성별 장애등급 교육배치 연령 교육정도 직업

1 16 남 무 일반학급a 42 대학원졸 비전일제

2 30 남 무 일반학급 63 고졸 전업주부

3 16 남 3급 일반학급 43 대학원졸 비전일제

4 19 남 3급 완전통합b 44 대졸 비전일제

5 14 남 무 일반학급 46 대졸 전업주부

6 20 남 3급 일반학급 47 대학원졸 비전일제

7 16 남 3급 일반학급 48 대졸 비전일제

8 10 남 무 일반학급 41 대졸 전업주부

9 23 남 무 일반학급 53 대졸 전업주부

10 18 남 3급 완전통합 47 고졸 전업주부

11 19 남 3급 완전통합 50 대졸 전업주부

12 21 남 무 일반학급 59 대졸 전업주부

13 26 남 무 일반학급 52 대졸 전일제

14 17 남 3급 일반학급 44 대졸 전업주부

15 21 남 무 일반학급 50 고졸 비전일제

16 19 남 3급 완전통합 53 고졸 전업주부
a: 특수교육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b: 특수교육 대상자로 등록하였으나 일반 학급에서만 수업을 받는 경우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 분석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

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어머니의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80개의 개념, 11개의 하위 범주, 4개의 범주가 도출 

되었다. ‘학교폭력 경험의 특성, 학교폭력 경험의 결과, 

학교폭력 발생의 맥락,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라는 4개

의 범주와 각각의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범주와 개

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경험의 특성

학교 폭력의 경험의 특성은 ‘학교폭력의 형태, 학교 

폭력의 시간과 장소, 학교 폭력의 지속성’으로 구성된다

(표 2).

본 연구 참여자의 자녀가 경험한 학교폭력의 형태는 

크게 또래로부터 경험한 것과 교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구분되었다. 또래로부터 경험한 학교폭력의 형태는 집단 

활동에 끼워주지 않거나, 물건을 숨기거나, 언어적 신체

적으로 건들며 자극하여 HF-ASD 학생의 과민반응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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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수준에서, 인간 울타리를 치고 집단구타를 가하는 

상해의 수준까지 다양하였다.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특징인 사회기술의 미숙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찾게 하

여 선생님에게 처벌을 받게 하거나 놀이를 가장하여 우

스운 행동을 하게 하여 사이버공간에 올리는 등의 인신 

공격적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때리죠. 집요하게. 이렇게 가리고 때리면 몰라요. 애들 

울타리. 애들이 서로 삥 둘러서서. 그리고 아무 일 없다

는 듯이 지나면서 툭! 치고 밀고. (참여자 16)

교사로부터 경험한 학교폭력은 자폐성 장애에 대한 지

식의 부족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기능 상 가능한 활동

도 제한하거나 운동회 등 대외 활동에 불참해 줄 것을 

요구 모습을 보이기도하고, 직접적으로 다른 학생들 앞

에서 특수반에 갈 것을 강요하거나 장애에 대한 비하 발

언을 하기도 했다.

'두세 살 지능이 뭘 알겠어?" 그러고 친구한테 "장애아

하고 짝궁 안 해도 돼!" (선생님이) 이랬데요. 그래가지고 

애는 짝궁도 없이 지내고 그랬어~(한숨). (참여자 4)

학교 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대는 쉬는 시간이었으

며, 학교 내 장소는 화장실과 운동장이 많았다. 특히 화

장실은 교사의 관리가 힘든 곳으로 오물을 뿌리거나, 문

을 잠가서 공포에 떨게 하기도 하고, 바지를 벗기는 등 

성추행을 시도하는 장소였다. 학교 밖에서는 집을 떠나 

또래들끼리 취침을 하게 되는 수련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HF-ASD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로는 대학교 

까지 이어지는 지속성을 보였으며, “학교 폭력을 경험하

지 않은 적이 없다(참여자 4)”라고 할 만큼 학교폭력이 

일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또한 시각자극을 자세히 오랫

동안 기억하는 이들의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학교폭력 

경험을 오랫동안 사진 찍듯이 상세하게 기억하며 재 경

험하여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참여자 7). 

초등학교 애들이 그대로 중학교에 올라갔거든요. 너무 

너무 힘들었다고 울더라고요. 12년 동안 초중고 너무너

무 힘들었다고, 학교 가기가 진짜 싫었다고...(참여자 2)

2) 학교폭력 경험의 결과

학교 폭력을 경험한 후 HF-ASD 학생은 신체적, 심리·

정서적, 사회·기능적으로 다양한 부적응을 보였다. 신체

적으로, 학교에 가려고 하면 공황발작에 가까운 심한 심

계 항진과 발한을 보이기도하고, 복통과 두통 등 다양한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거나 학교에서 함구증의 모습을 보

이기도 했다. 심리·정서적으로, 대인공포증을 보이기도하

고, 피해의식이 커져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흥

분하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고 폭력적으로 돌변하여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두

려움과 우울감을 인테넷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풀거

나, 자폐적인 가상의 세계로 도피하여 해결하려고 했다.

저희 아이가 좀... 굉장히 두렵고 겁이 나면 가상세계

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해요. "걔네들이 총을 가지고 자

기를 공격을 해서, 자기도 가지고 있던 총으로 공격을 

했다. 오늘도 겁이 나서 총을 가지고 간다." 막 그런 얘

길 하고. (참여자 7)

이들은 신체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

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켜 운둔

하여 지내거나, 잦은 전학 또는 휴학을 하여 결국은 학

업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사회·기능적 어려움을 보였다.

그러니까 애가 한 달 다니다 말고, 한 달 다니다 말고 

그랬어요 계속. 7-8번 휴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휴학하면 퇴학이 된다고... (참여자2)

3) 학교폭력 발생의 맥락

학교 폭력의 발생을 촉발하거나 보호하는 맥락은 다음

과 같다. HF-ASD 학생의 특징이 학교 폭력의 촉발 요인

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도덕심이 높은 반면 눈치가 없고 

융통성이 없어서 또래의 실수나 잘 못을 교사에게 솔직

하게 말하여 고자질쟁이로 비춰지기도 하고, 또래와 친

해지려 노력하지만 사회기술이 부족하여 ‘물과 기름’처

럼 겉도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청각자극에 예민하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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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능이 미숙하여 집단 활동이나 팀과제 수행 시 또래

로부터 소외되는 경향을 보였다. 인지적으로는 우수하나 

일반 아이들과 기질적으로 다름으로 인해 아이들로부터 

소외되고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아이의 특징을 한 어머

니는 “왕따를 당하는 본능(참여자 7)”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들은 우수한 인지력으로 인해 장애를 가졌으나 겉으

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 또래들은 이들의 미숙한 

사회성을 장애가 아닌 잘난 척하는 것으로 인지하거나 

교사들의 배려를 이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

였다. 학교 폭력을 촉발하는 교사의 특징으로는 장애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견을 가진 경우,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 인식과 대처가 부족한 경우를 들었다.  

한 두 애가 담임한테 따진데요. "애는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배려 해줘야 한다." 이러면 “왜 쟤를 봐줘야 

되냐? 쟤는 장애 아니지 않냐?” 그런대요. (참여자 4)

학교 폭력을 촉발하는 학교환경은 다음과 같다. 스스

로를 방어하는 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부모들은 초

등학교 때 까지 학교를 자주 방문하여 학교 폭력을 감시

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관

리하였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환경은 일반 아이들의 자

립심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학교에 오는 경우가 드물고, 

또래 문화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학교 폭력

이 은폐되고 관리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HF-ASD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약자에 대한 배

려보다는 경쟁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가 이들의 학교폭

력 경험을 촉발한다고 지적하였다.

중학교가 되니까 담임선생님이 힘이 없는 거예요. 반

의 짱이 최고인 거야. 짱이 "이야기 하지 마!" 그러면 담

임이 아무리 구슬려도 안 되는 거예요. (참여자 4)

HF-ASD 학생을 또래와 교사가 볼 때 약간 특이하고 

뭔가 다르지만, 공격적이지 않고 온순하며, 규칙성과 원

칙을 중시하는 특징으로 인해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해박한 백과사전적 지식과 우수한 인지력을 보이는 것이 

학교폭력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

가 장애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려고 노력

할 때 반 전체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남학생

보다 여학생들이 HF-ASD 학생에게 친사회적으로 다가

와 주는 경향을 보였다. 

선생님이 아이의 성향을 알고서는 항상 지켜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놀이 집단에 끼어줘야 되나, 항상 보신다고. (참여자 8)

4)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대처

학교 폭력 경험에 대해 HF-ASD 학생 본인, 어머니, 

그리고 학교 차원의 대처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HF-ASD 학생은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

키기 위해 ‘자신 만의 공간으로 도망가기’ 전략을 사용

하였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폭력이 주로 발생하

기 때문에 이 시간에 또래와의 접촉을 피하고 도서실이

나 보건실 등 자신 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적극

적인 방법으로 부족한 사회성 기술을 키우기 위해 훈련

을 받거나 신체적 힘을 키우는데 집중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대처하기도 하지만 폭력에 대한 공포와 

분노로 인해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보복이 두려워 부모나 선생님에게 알

리지 않고 혼자서 참고 견디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어머니의 대처는 ‘학교 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 전환하기, 자녀에 대한 개입, 자녀의 또래에 

대한 개입, 학교에 대한 개입’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적

극적으로 대변하거나 방어하지 못하는 자녀를 위해 어머

니들은 자녀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위해 동분서

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자신의 자녀가 약자이

며, 피해자라는 생각에 보호하기 급급하였으나, 피해자-

가해자 구도에서 탈피하여 폭력에 기여하는 자녀의 특징

과 폭력 발생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

는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세상은 위협적인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아이를 왕따 시킨다거나, 놀려 먹는다 거나 그

러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놀림을 받거나 배척을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충분한 이유

가 있지, 그 아이들만 탓할 건 절대 아니다.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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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개념

학교폭력 

경험의 특성

학교폭력의 형태

또래: 화장실에서 오물뿌리기, 문 잠그기, 성추행하기/쉬는 시간 집단 폭행/물건 숨기기/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특징 악용하여 나쁜 일시키기/사이버 공간에 어수룩한 행동 올리기/언어

적 신체적으로 건들며 자극하기/꼬집기/인간 울타리 치며 집단 구타하기/협박하기/집단 활동

에 소외시키기

교사: 집단 활동에 제외시키기/대외 행사에 불참할 것을  강요하기/특수반에 갈 것을 강요하

기/다른 학생들 앞에서 비하 발언하고 무시하기

학교폭력의 시간과 장소 화장실/운동장/쉬는 시간/수련회

학교폭력의 지속성
피해 장면을 사진 찍듯이 상세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경험/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학교폭력/학교 폭력이 일상인 삶

학교폭력 

경험의 결과

신체적 결과 공황발작/신체화 증상/함구증

심리·정서적 결과
피해의식과 과민반응/폭력적으로 돌변/사회에 대한 불신과 대인공포증/인터넷 중독/가상 

세계로의 도피

사회·기능적 결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고립하여 운둔/잦은 전학/학업중단/반복된 휴학과 재적

표 2. 학교폭력경험의 개념과 범부

어머니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의 삶에 적

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학교폭력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와 

대화하고, 꾸준히 아이의 눈높이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삶에 과잉 개입하기도 하고, 자녀의 장애를 감추

고 일반 아이처럼 보이기 위해 치료와 사교육에 많은 투

자를 하는 보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학교 폭력에 대

한 인식의 부족과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적

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후회하

는 경우도 있었다. 

제가 항상 그걸 세뇌처럼 시키거든요. "속상한 건 엄

마 몫. 말하는 게 네 몫." 그러면서 "너는 말을 해야 되

고 엄마는 속이 상하더라도 알아야 그 다음 문제를 해결

을 한다." (참여자 4)

나는 애가 누구를 때리고 오는 것이 싫더 라구요. 차

라리 맞고 오는 게 마음 편하지. 때리고 오는 거는 싫었

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 생각한 거야...(허탈한 웃음). 

(참여자 2)

어머니들은 또래를 통해 자녀를 보호하려 했다. 이를 

위해 자녀의 또래에게 장애에 대해 공개하고 도움을 요

청하고, 또래 엄마들과 친해짐을 통해 자녀에게 보호적

인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다. 또한 선생님을 통해 

자녀를 보호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일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담임선생님의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선생님에게 장애를 공개하고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옹호자로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급 전체를 대상으

로 본인이 직접 학생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학교에 폭력

에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

도에도 자녀가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는 공교육을 떠나 대안학교 가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 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대처로 어머니들

은 학교폭력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위원회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친구를 잘 못 사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를 좀 

만들어주려고 그랬었죠. 유치원 때부터. 좀 성향이 맞는 

엄마, 성향이 맞는 애들 모아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집으로 모으고. 뭐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여름엔 수영장 

가고.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참여자 8)

그 사건 이후로 '얘는 학교에다 두면 너무 애가 힘들

겠구나!' 그 전에는 그냥 "00아 내일은 좋은 일 있을 거

야."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불쌍한 애들이다." 이러면서 

좋게 좋게 생각했는데, 여기에(가슴) 신발자국 딱 찍혀오

던 날, '아, 이건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대안학교를 생

각을 했는데. (참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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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의 맥락

학교폭력 발생 

촉발 요인

HF-ASD 학생의 특성: 눈치 없음/융통성 없는 도덕심과 과잉반응/또래관계 기술부족/민감한 

청각자극/운동기능의 미숙/자신의 관심사를 끊임없이 말함/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름; 왕따를 

당하는 본능

또래의 특성: 장애가 아닌 잘난 척하는 아이로 인지/ 배려가 아닌 특혜로 받아들임

교사의 특성: 장애에 대한 교사의 무지/장애에 대한 교사의 편견/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대처 기술 부족

학교의 특성: 학부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중고등학교 환경/선생님 보다 반의 짱의 

영향력이 큰 중학교

사회의 특성: 장애에 대한 홍보와 인식부족/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경쟁이 강조되는 사회

학교 폭력 발생 

보호요인

HF-ASD 학생의 특성: 귀여운 외모/해박한 지식; 백과사전식 지식/공격적 이지 않고 온순한 

기질/학교규칙을 지치는 모범생/특이하지만 인지적으로 뛰어남

또래의 특성: 공부 잘 하고  얌전한 고기능의 자폐 학생을 보호해주는 여학생들

교사의 특성: 교사의 장애에 대한 지식과 관심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HF-ASD 학생의 대처
자신만의 공간으로 도망가기/신체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힘 기르기/혼자서도 당당하기/
놀림무시 하기/사회성기술훈련하기/방어를 위해 공격하기/말하지 않고 혼자서 참고 견디기

어머니의 대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전환하기: 자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기/피
해자-가해자 구도 탈피하기

자녀에 대한 개입: 자녀의 일상에 과잉개입 하기/학교폭력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와 대화화기/
학교폭력에 대해 자녀에게 교육하기/자녀의 장애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기/폭력에 적극적으

로 대처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또래에 대한 개입: 또래에게 장애 공개하고 도움 요청하기/보호적인 친구 만들어 주기/자녀의 

또래 엄마들과 친해지기

학교에 대한 개입: 학교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담임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기/
담임선생님에게 자녀의 장애를 알리고 교육하기/반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교육하기/학
교에 학교폭력 알리고 대처방안 요구하기/대안학교보내기

학교의 대처 쉬는 시간에 보호학생 붙여주기/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학교폭력위원회 개최

Ⅳ. 고 찰

본 연구는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학교폭

력 경험을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 분

석함으로써, 이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현상을 이해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총 16명의 어머니의 심층면담자료를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80개

의 개념, 11개의 하위범주,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4

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HF-ASD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의 특성은 ‘학교

폭력의 형태, 시간과 장소, 지속성’의 하위범주로 구성된

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학교폭력의 형태는 학교폭력 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교육부, 2015)에 제시

된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성폭

력, 강제심부름, 사이버폭력” 등 7가지 형태와 유사한 양

상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의 학교 폭력은 눈에 

현격하게 드러나는 언어적 폭력인, 신체적 폭력이 많은 

반면(서영석 등, 2015), HF-ASD 학생의 학교폭력은 이들

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을 악용하

여 호의를 가장한 놀림이나 심부름, 집단 소외의 형태가 

많아 이를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가 빈번하였다. HF-ASD 학생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사에 의한 학교 폭력 사례가 빈

번하게 보고되었다. 이를 이효정(2013)은 “교육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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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명명하였으며,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자폐성 장애

에서 교육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HF-ASD 학생들에 대한 교사

의 편견을 줄이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

에 대한 교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일

반학생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학부모

와 교사 간에 학교폭력에 대한 관점과 민감성의 차이를 

보였다(이창훈과 권요한, 2015; 홍지영과 유정이, 201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HF-ASD 학생의 학교폭력경험

을 어머니의 관점으로 분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교

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폭력의 시간과 장소는 주로 쉬는 시간, 화장실, 운

동장 등이 언급되었다. 이는 교사가 인식한 학교 폭력의 

발생 시간과 장소로 ‘쉬는 시간, 방과 후 활동시간, 학급

교실, 운동장, 화장실’이 보고된 것과 일치한다(이창훈과 

권요한, 2015). 특별히 교사와 학부모의 개입이 어려운 

화장실 안에서의 성추행 및 신체적 폭력 보고가 많은 것

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행동 방경과 방범이 취약한 시공

간에 대한 순찰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HF-ASD 학생의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에서 고등

학교 때로는 대학교 까지 이어지는 지속성을 띄었다. 또

한 폭력 노출에 대해 “오랫동안 사진 찍듯이”기억하며 

인지적·정서적으로 재 경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

해 학교공포증, 대인공포증, 인터넷 중독, 은둔생활, 학업 

중단 등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기능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는 장기간의 학교 폭력 노출이 대인 공포

증, 신체화 장애, PTSD 등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정지선과 안현의, 2008). 이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학교폭력의 발생 맥락은 HF-ASD 학생의 개인적 

특성, 또래의 특성, 교사의 특성, 학교의 특성, 사회의 특

성으로 구성된다. 학교폭력을 촉발하는 또래, 교사, 사회

의 특성의 공통점은 HF-ASD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이

에 따른 편견이었다. 또래들은 이들의 미숙한 사회성과 

특정 분야에 집중된 관심사에 대해 장애라기보다는 잘난 

척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주어진 배려를 특혜로 바라보

았다. 교사들 또한 이들의 능력을 장애라는 테두리 안에

서 평가 절하하거나, 융통성이 부족한 사회적 반응에 대

해 반항적이고 버릇없는 행동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는 중·고등학생들이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을 자신

의 학업을 방해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며, 특별

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함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

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권미영, 2016). 학교와 사회 차

원의 장애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 사업이 이들의 교육

적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넷째,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대처는 HF-ASD 학생 본

인, 어머니, 학교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HF-ASD 학생 본

인은 반복되는 학교폭력을 경험하면서 쉬는 시간의 폭력

을 피하기 위해 도서실과 보건실 등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의 경

우 학교폭력 경험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만들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자신의 약점을 극복

하고 강점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활동 경험을 

하려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극복 노력을 보였다(서영석 

등, 2015; 이진숙과 조아미, 2012).

HF-ASD 학생들의 통합교육의 목적이 사회적 상호작

용의 경험과 기회를 높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소극적 방법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사회기술 훈련 및 또래관계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불안과 분노의 누적, 그리

고 방어의 수단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피해와 

가해가 악순환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학교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폭력에 대한 처벌적 대처보다는 

이들의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의 파악과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김경미 등, 2013).

어머니의 대처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하기, 자

녀에 대한 개입, 자녀의 또래에 대한 개입, 학교에 대한 

개입’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학생의 어머니의 경우 학교

폭력 상황이 발생한 후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자녀

와 학교에 개입하는 반면(홍지영과 유정이, 2013), 

HF-ASD 학생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

고 있으며, 그로인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과잉개입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즉, 어머

니는 자녀를 일반 학급에 보내며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을 기대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



대한통합의학회지 제4권 제3호

 78 

로 자녀를 과잉보호하려하여 오히려 사회적 통합의 기회

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적응

적인 대처의 첫 번째 단계로 학교폭력에 대한 자신의 인

식의 전환과 또래와 교사에게 자녀의 장애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HF-ASD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일반 학생들과 

자녀가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강점과 약점에 대해 직시

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

시켜 적극적으로 장애를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에

게 또래관계를 만들어 주고, 선생님을 통해 자녀를 보호

하기 위해 학교일에 과도하게 참여하며 정서적·신체적으

로 소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사보다는 또래의 압력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한계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이 개입할 수 없는 실정을 안타까워했

다. 어머니들은 학교 차원의 대처 중 쉬는 시간에 자녀

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또래를 학교에서 배치해 주는 것

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보호요인으로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를 언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김순혜, 2012; 

Kohenderfer-Ladd와 Pellertier, 2008), 학교폭력에 대한 대

처를 장애인 본인이나 어머니의 책임으로 맡기기 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지지적인 또래 관계를 만들어주고, 교사

와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

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면담을 통해 

HF-ASD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의 특성과 결과를 살펴보

고, 학교폭력에 대한 개인, 부모, 학교 차원의 대처에 대

해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의 고통에 대한 미시적 

관점을 갖게 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들이 적용한 

성공적인 대처를 활용하여 대상자 교육과 부모교육에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의 촉발요인과 보호

요인을 개인, 부모, 학교, 사회 차원으로 분석함을 통해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확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HF-ASD 학생을 위해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교육 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

합에 기여(교육부, 2015)”라는 장애인 통합교육 목표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을 어머니를 통해 듣고 분석하여, 장애학

생 본인의 경험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는 고기능이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생 본인의 경험을 심층 

면담하여 어머니의 경험과 비교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대상자가 모두 남자로 여학생의 학교폭력 경험

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학교 폭력 경험에 대한 탐색과 경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상자의 연령층이 8세에서 30세로 다양하여, 

초등-대학생 시기까지의 다양한 학교폭력의 경험을 탐색

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각 시

기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각 연령별 학교폭력 경

험의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는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학생의 학

교폭력경험에 대해 개념화와 범주화 수준의 분석을 진행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자료 수집을 통해 

이들의 적응과정과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을 제

언한다. 이를 통해 이들의 적응의 단계를 예측하고, 각 

유형별 적절한 중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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