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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요약

장애 유아 교육을 한 배치 체계는 크게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의 두 가지로 분류되며, 실제 교육 장에

서는 통합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배치 체계로 존재한다. 장애 유아 통합교육은 양질의 유아교육 로그램과 

특수교육  근이 주어질 때 그 성과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치원 일반학 의 래들과 함께 배치

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양질의 유아교육 로그램의 활동과 

일과에 참여하면서 개별 인 욕구에 따른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 유아 

통합교육은 일반 으로 일반 유치원의 통합학 과 특수학 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 의 

경우 통합교육 로그램과 련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에 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다양한 통로를 확보하고 그 성공 인 실행

을 지원하기 해서 이미 유아교육 장 내에서 특수교육 인력의 배치가 가능하다는 구조  장 을 지니고 

있는 유치원 특수학 의 장애 유아 통합교육 로그램 운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다양한 시사 들을 논의하 다.

  ▪ 주요어 : 장애 유아, 통합교육, 특수학 , 로그램 운  실태, 교사 인식

 I.  연구의 필요성  목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은 특수교육 격성을 인정받은 아동이 일련의 배치 체계(continuum 

of alternative placements)를 통해서 배치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장애 아동을 

한 공교육이 배치에 따른 다양한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인 선택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

다(이소 , 2003). 일반 으로 장애 유아를 한 교육은 배치에 따라 크게 분리교육과 통합교육의 두 

가지로 분류되며, 분리와 통합의 정도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로그램으로 나 어진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수교육 상 장애 유아들은 유치원의 일반학 과 특수학 , 특수학교 유치부, 유아특

수학교 등의 다양한 로그램으로 나 어 교육받고 있다. 

장애를 지닌 유아들을 교육 환경에 배치함에 있어서 배치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은 배치에 따라 

제공되는 특수교육 서비스의 종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이소 , 2003). 다시 

말해서, 어떠한 교육 환경에 배치되더라도 배치로 인하여 개별 유아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질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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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배치가 결정되기  30일 이내에 장애 유아를 한 개별화 

교육 로그램(IEP)을 개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EDA)에 의해서 그 요성이 

충분히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배치가 결정되고 난 후에 개별화 교육 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이미 배

치된 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하여 교육 로그램의 성격이나 내용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Bateman, 1996)가 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 유아들을 배치 체계 내의 다양한 교육 환경으로 배치할 때 가장 크게 용되는 기 은 최소

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이다. 여기서 최소제한환경이란 장애를 지닌 아동이 가

능한 한 정상 인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함을 명시하는 법  용어로(Hallahan & Kauffman, 2003), 특

히 유아특수교육에 있어서는 장애를 지닌 유아가 자신에게 한 정도로 일반 인 기능을 보이는 

래들과 함께 교육받아야 함을 의미한다(Lerner, Lowenthal, & Egan, 2003). 최소제한환경이 명시하

는 제한의 의미가 단순한 물리  환경의 개념만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 인 제약이 없

더라도 래들의 거부에 의해서 제 로 수용되지 못하거나 한 기술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는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Crockett & Kauffman, 1999, 2001). 일반 으로 장애를 

지닌 유아들은 로그램이 하게 비만 된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필요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

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 유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일반학  교육 환경이 장애 유아의 개별 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가장 한 배치 환경이라

고 말할 수 있다(Davis, Kilgo, & Gamel-McCormick, 1998). 다시 말해서, 장애 유아들은 장애를 지

녔다는 이유로, 는 한 교육을 해서라는 이유로 분리된 환경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Dunst, Hamby, Trivette, Raab, & Bruder, 2000).

재 최소제한환경의 개념이 용된 장애 유아 배치는 유치원 통합교육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배치상의 변화는 최근에 들어서 반이 넘는 장애 유아들이 유치원 일반학 에 통합 배치

되었다는 통계 인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앞에서도 

언 하 듯이 장애 유아들이 통합 환경 내에서도 충분히 교육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된 연구 

결과(Odom, 2000)에 의해서 그 당 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장애 유아들은 일반 유치원 통합교육을 통하여 분리된 특수교육에 배치되었을 때와 동일하거나

(Buysse & Bailey, 1993; Lamorey & Bricker, 1993; Odom & Diamond, 1998) 더 나은 발달상의 성

취를 얻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Hundert, Mahoney, Mundy, & Vernon, 1998: Jenkins, Odom, & 

Speltz, 1989), 한 형 인 발달을 보이는 래들과 일반학 의 활동과 일과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행동 인 측면에서도 정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uralnick, Connor, Hammond, 

Gottman, & Kinnish, 1996; Hanline, 1993; Levine & Antia, 1997).

그 다면 통합 환경에 배치된 장애 유아들을 해서 로그램이 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그램의 비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최소제한환경의 개념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배치는 배치 환경 내에서 유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 서비스 측면의 혜택을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Cook, Tessier, & Klein, 2003)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유아들이 배치 환경 내에서 성공 인 수행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특수한 서비스와 개별화된 

로그램에 따른 한 재를 제공해야 하며, 둘째는 배치 환경이 가족들의 가치 이나 신뢰  문화

 배경과 일치해야 하고, 셋째는 배치 환경이 유아의 교육  양육 필요에 하게 반응하고 연령

에 합한 자극을 제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배치된 환경 내에 한 재를 제공할 수 있는 잘 훈

련받은 교사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재 많은 장애 유아들이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다. 일반 으로 이들 

교육 환경들  유치원 일반학 에 완 히 참여하는 경우와 특수학 에서 부분 으로 통합교육 로

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특수학교 유치부의 역통합 로그램, 통합을 목 으로 설립된 단설 통합 유치



원 등의 로그램이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교육이나 분리교육을 정의하는 특정 

기 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통합교육을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 기 의 재학생을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 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62조 6항)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통합교육을 배치 상의 기 으로 보기보다는 

로그램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교육부의 규정을 통해서 하루의 

80% 이상을 일반학 에 참여해야만 통합교육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분리된 학 에 참여하는 시

간이 21～60%인 경우에는 학습 자료실(resource room), 61%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학 으로 간주한

다(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미국의 이러한 기 을 우리나라 유아교육 장에 용한다

면 일반 유치원의 통합학 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환경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교육이라고 말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특수교육 발  5개년 종합 책(교육인 자원부, 2002)과 특수교육 발

략 연구(정동  외, 2000)는 통합교육을 우리나라 교육 장이 모든 학생들을 한 동등한 질  교육

을 제공하는 장이 되기 한 우선 인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장에서

의 앞으로의 발  방향의 심 을 구축한다고 할 수 있다(이소  & 부인앵, 2004). 실제로 장애 유

아 교육 수혜율에 한 정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2003년 재 총 2,283명이 특수교육 상자로 교육을 

받았으며, 그  특수학교 유치부  유아특수학교에 1,801명, 특수학 에 339명, 일반 유치원 통합학

에 143명이 취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 자원부, 2003). 2001년에 19명에 불과하던 유치원 통합

학 의 장애 유아 수(교육인 자원부, 2001)가 2년 만에 143명으로 증가하면서 통합교육으로의 격

한 방향 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유치원 통합학 이나 특수

학 에 취원한 장애 유아의 수는 각각 체 수혜 유아의 6.3%와 14.8%에 불과하며 나머지 78.9%에 

이르는 장애 유아들이 분리된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아특수학교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활성화는 해결해야 할 시 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한 일반 유치원의 통합교육 실태와 

지원 욕구를 조사한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공식 인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상당수의 

장애 유아들이 이미 일반 유치원에 통합되어 있어 교육 장에서의 통합교육으로의 방향 환을 보

여주고 있으나 그 수가 아직까지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한 지원 부재로 인한 일반 유아교육 

장의 통합교육에 한 부정 인 인식이나 교사의 자질 인 문제  장애 유아를 한 로그램 운

상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  & 부인앵, 2004).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활성화와 질  성장은 일반 유치원 통합학 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기존

의 배치 체계 내에서의 양질의 통합교육 로그램 정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성공 인 실행을 해서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질  요소가 크게 양질의 유아교육 

환경과 특별히 계획된 개별화된 특수교육  근의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으며(Odom, 2000), 여기

서 말하는 특수교육  근이란 앞에서도 언 하 듯이 잘 훈련된 교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한 

재임을 고려한다면(Cook et al., 2003), 이미 유아교육 환경과 해 있으면서 훈련된 특수교사 배치

가 가능하다는 구조 인 장 을 지니고 있는 특수학 을 활용한 통합교육 로그램 정착을 통해서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 유아 통합교육은 배치 결정에 있어서 최소제한환경의 용을 해서, 한 지 까지의 

된 성과- 심 연구 결과에 의해서 최상의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 환경에 유아들을 배

치하는 것만으로는 통합교육 실천의 과제를 완수했다고 할 수는 없다. 장애 유아 통합교육은 여러 가

지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도 인 과제로(Guralnick, 2001)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성공 인 실행을 

한 단순한 해결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권장되고 있는 최상의 실제와 교육 장 간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Erwin, Soodak, Winton, & Turnbull, 2001)이 어려움으로 지 되고 있다(이소 , 2003). 

그러므로 장애 유아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배치 체계상의 여건을 조성하고 통합 환경에 이들을 배치하



는 것은 통합교육을 통한 최소한의 교육  성과를 얻기 한 시작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

미에서의 통합교육을 통한 교육  성과는 배치 이후에 주어지는 노력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통합교육의 환경 조성과 배치만으로는 질 으로 우수한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통합교육의 모형은 장애 유아의 통합교육

을 원활하게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이 단계 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  틀을 제

시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에 참여하는 개별 장애 유아들의 교육 인 성과를 최 화하기 

한 로그램 운 의 틀을 제시하고, 구체 으로는 일반 유치원 교육 로그램 내에서 개별 장애 유

아들의 교수목표를 최 한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통합 교육과정 운 의 방법론을 제시해 주어야 한

다. 

기존의 유치원 체계를 이용한 통합교육의 활성화는 우선 으로 장애 유아 교육 수혜율의 증가와 

함께 로그램의 질  향상을 가져다  수 있는 매우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도 

서술하 듯이, 유치원 일반학  통합교육이 한 지원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는 

실 인 어려움을 고려한다면(이소 ․부인앵, 2004) 이미 문 인력인 특수교사 배치가 가능한 유

치원 특수학 을 활용한 통합교육 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발 시키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반 인 체계 내에서의 하나의 방법론  통로로 교육 장의 발 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상의 이론  배경에 의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재 장애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국의 유치원 특수학  교사들을 상으로 통합교육 로그램의 운  실태를 알아보고, 통합교

육의 실행과 련된 질  구성요소들의 요성에 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한 얼마나 잘 실

행하고 있는지를 알아 으로써 앞으로의 장애 유아 통합교육 활성화를 한 체계 인 지원 체계  

로그램 개발의 가능성  방향을 제시하기 한 기  자료를 제시하기 한 목 으로 실시되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를 하여 2002년 국 교육청 별 특수학  명단에 제시된 국의 특수학  설치 유치원 

총 66개와 2003년도에 지원이 신설된 인천의 1개 공립 유치원  서울시 1개 사립 유치원에 설치된 

총 72개의 특수학 을 상으로 질문지가 발송되었으며 그  42명의 특수학  담당 교사들이 설문

에 응답하여 왔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소속된 유치원 특수학 은 설립 유형별로 등학교에 

소속된 병설유치원 특수학 이 58개(80.6%) 으며, 단설 유치원 특수학 이 14개(19.4%) 다. 한 

응답 교사들의 45.2%인 19명은 특수교사(유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9명(21.4%)은 일반 유아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33.3%에 이르는 나머지 14명은 특수교사(유아)와 유아교사 자격증을 

복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경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장애 유아  일

반 유아 담당 교사 경력은 <표 1>에, 질문에 응답한 교사들이 담당하는 특수학 이 소속된 국 교

육청별 분포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경력 빈도 백분율(%)

장애 유아 담당 경력

(n=41)

1년 미만 3 7.3

1-2년 12 29.3

2-3년 15 36.6

3-5년 9 22.0

5년 이상 2 4.9

합 41 100.0

일반 유아 담당 경력

(n=26)

1년 미만 1 3.8

1-2년 2 7.7

2-3년 2 7.7

3-5년 5 19.2

5년 이상 16 61.5

합 26 100.0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울산 경기 강원 충복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제주 합

빈도 14 4 1 5 2 2 1 4 0 0 1 1 4 1 2 0 42

백분율 33. 3 9.52 2.38 11.9 4.76 4.76 2. 38 9.52 0.0 0.0 2.38 2.38 9.52 2.38 4. 76 0.0 100.0

<표 1> 질문에 응답한 특수학  교사들의 교사 경력

        

<표 2> 질문에 응답한 특수학  교사들의 소속 교육청별 분포

      

2 .  연구 도구

유치원 특수학 의 장애 유아 통합교육 련 로그램 황과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하여 질

문지를 사용하 다. 본 연구를 해서 개발된 질문지는 크게 교사 배경 정보, 유치원  특수학 의 

물리 인 환경, 학  운   통합 련 로그램, 통합교육 로그램 시행에 한 요도  실행도 

인식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정확한 로그램 운  황과 교사의 인식을 악하기 하여 복수

응답이 필요한 문항과 개방형 문항이 다수 포함되었다. 통합교육 로그램 시행 련 요도  시행

도 인식 조사를 한 문항들은 미국 통합교육을 한 조기교육 연구소(ECRII)의 연구 (Odom, 

Schwarts, & ECRII Investigators 2002) 결과를 근거로 통합교육의 기본 철학인 장애 유아의 소속과 

참여 4문항, 통합교육의 기본 제인 공통된 통합교육의 정의 2문항, 교사의 통합교육 실행과 직

으로 련된 부모/교사 력 3문항, 교사 간 력 4문항, 특별하게 계획된 교수의 실행 7문항으로 총 

20문항의 5  척도 ( 요하지 않다/실행하지 않는다 1  ～ 매우 요하다/잘 실행한다 5 )로 구성

되었다. 5  척도 문항에 한 신뢰도를 해서 내  일치도 계수 (Cronbach α)를 산출하 으며, 요

도를 묻는 항목의 신뢰도 계수는 .90, 실행도를 묻는 항목의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2 .  연구 차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에 소재하는 특수학  설치 유치원의 특수학 이었다. 교육부 자료를 근

거로 2003년 재의 국 교육청별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 학 을 확인하고 새로 지원이 신설된 두 

기 을 추가하 다.

본 연구를 한 질문지는 2003년 3～4월 두 달 동안 특수교육 공 내용 문가 2인 (교수 1인, 

박사 과정생 1인)에 의해 개발되었다. 완성된 질문지에 한 내용 타당도를 보기 하여 특수교육 

공 박사과정생 1인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특수학  담당 교사 3명을 상으로 내용 검토



를 받았다. 내용 문가들의 질문지 내용 분석 후, 본 연구의 목 과 연 이 없다고 단된 항목을 

삭제하고 부 한 용어  내용을 수정하 다. 최종 으로 교사의 개인 정보에 한 5문항, 물리  

황에 한 14문항, 학  운   통합교육에 한 13문항, 그리고 통합교육의 시행에 한 요도 

 실행도 인식을 알아보는 5  척도 문항 20개로 확정하 다. 

2003년 5월 7일부터 우편에 의해 질문지가 발송되었으며, 회송 기일 일주일 에 화로 회송에 

한 조를 구하 다. 6월  회송하지 않은 유치원에 질문지를 재 발송 하 으며, 7월 20일에 최종 

회수된 질문지는 42부로 최종 회수율은 58.3%이다.

3 .  자 료 처리   분 석

회수된 질문지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분석하 다. 단일 응답을 요구하는 문항

에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반응 백분율을 산출하 다. 반응 백분율은 한 이스에 한 

체 반응의 수에 한 백분율을 구한 것이다. 복수 응답을 허용하는 문항에 해서는 다 응답분석 방

법을 사용하여 이스 백분율을 더 계산하 다. 이스 백분율은 한 이스에 한 체 응답자의 수

에 한 백분율을 계산한 것이다. 개방형 질문에 해서는 연구자 2인에 의하여 범주화한 후 빈도와 

백분율  순 를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인식  실행 정도를 묻는 5  척도의 결과는 항목

별 평균과 순 를 계산하 다.

Ⅲ.  연구 결과

1 .  유치원  특수학 의 물 리  환 경

재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 의 장애 유아 수를 묻는 질문에 42개의 특수학  교사들이 반응을 보

으며, 그 결과 만 5세가 94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만 4세가 51명(27.6%) 만 3세

가 18명(9.7%)이었으며 만 5세 이상도 22명(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185명의 장애 유아들

이 42개의 학 에 입 되어 있는 것으로 학 당 평균 4.4명의 장애 유아들이 입 되어 있음을 의미한

다. 장애 유아의 최   최고 연령을 묻는 질문에 37명의 특수학  교사들이 응답하 으며, 평균 최

 연령은 50개월, 평균 최고 연령은 69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애 유아들의 장애 진단명을 

묻는 질문에 197개의 응답이 나와 한 가지 이상의 장애명으로 진단된 유아들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애 유형에 따른 빈도는 정신지체 87(44.2%), 정서장애(자폐 포함) 46(23.4%), 지체부자유 26(13.2%), 

언어장애 14(7.1%), 청각장애 4(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장애와 시각장애는 한 명도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뇌병변, 수두증, 발달지체로 진단된 경우 기타에 표시하여 기타에 해당되는 장애 

유아의 수는 20명(1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입 된 장애 유아의 장애 진단명 (n=197)

정신

지체
정서장애

(자폐 포함)

지체

부자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학습

장애

언어

장애
기타 합

빈도 87 46 26 0 4 0 14 20 197

백분율 44.2 23.4 13.2 .0 2.0 .0 7.1 10.2 100.0



재 담당하고 있는 학 의 장애 유아  교사 비율이 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38명

의 응답자들이 반응하 다 (<표 4> 참조). 체 응답자의 23.7%인 9명만이 유아  교사 비율이 

하다고 응답하 으며, 나머지 76.3%인 29명은 하지 않다고 응답하 다. 하지 않다고 응답

한 응답자들  13명(34.2%)은 장애 유아의 수를 여야 한다고 응답하 으며, 16명(42.1%)은 교사나 

보조 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응답하 다.

<표 4> 장애 유아  교사 비율의 성 (n=38)

장애 유아  교사 비율 빈도 백분율(%)

1. 하다 9 23.7

2. 하지 않다 → 유아의 수 감소 13 34.2

3. 하지 않다 → 유아의 수는 그 로 두고 교사나 보조 인력 증원 16 42.1

합 38 100.0

장애 유아를 담당하는 치료교사가 배치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42명의 특수학  교사들이 반응

을 보 으며, 치료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38개(90.5%) 학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4개(9.5%) 학 의 경우에는 치료교사가 음악치료(2), 언어치료(1), 물리치

료(1)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 의 물리  환경이 일반 유아들을 한 학  환경과 다른지를 묻는 질문에 42명의 특수학

 교사들이 반응하 다. 응답자의 38.1%인 16명의 교사들이 특수학 의 환경이 일반학 과는 다르

다고 반응하 으며 나머지 26명(61.9%)의 교사들은 환경이 같다고 반응하 다. 학 의 환경이 일반학

과는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그 세부 인 차이에 한 응답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 특수학 의 물리  환경 (n=16)

환경 빈도 백분율(%)

학 의 크기가 일반학 보다 크다 1 6.3

일반학 과 같다 6 37.4

일반학 보다 작다 9 56.3

역 구성이 일반학 과 같다 9 56.3

일반학 과 다르다 7 43.7

교재 교구가 일반학 보다 많다 1 6.3

일반학 과 같다 5 31.2

일반학 보다 다 10 62.5

채 , 조명, 소음이 일반학 보다 좋다 2 12.5

일반학 과 같다 12 75.0

일반학 보다 나쁘다 2 12.5

특수 시설  교재/교구가 있다 8 50.0

없다 8 50.0

질문에 응답한 교사들이 근무하는 유치원의 장애 유아를 한 반 인 시설․설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표 6>과 같이 응답하 다. 그 결과 장애 유아들의 이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문턱을 

제거하거나 버형 손잡이를 설치한 유치원이 각각 10개(24.4%)와 5개(12.2%) 밖에 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21개의 유치원(51.2%) 만이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복도와 출입문을 확보하고 화장실

에 안정 를 설치하 으며 계단의 폭을 한 넓이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유치원(43.6%)

은 복도나 계단에 안 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 다.

<표 6> 장애 유아를 한 유치원의 일반 인 시설 (n=42)



장애 유아를 한 유치원 시설 빈도 백분율(%)

휠체어 이동을 하여 복도의 폭과 출입문의 넓이가 정한가?

(n=41)

21 51.2

아니오 20 48.8

지체장애 유아를 하여 화장실에 안정 를 설치하 는가?

(n=41)

21 51.2

아니오 20 48.8

이동이 편리하도록 문턱을 제거하 는가?

(n=41)

10 24.4

아니오 31 75.6

문의 손잡이가 버형으로 되어 있는가?

(n=40)

5 12.2

아니오 35 85.4

계단의 폭이 120cm 이상인가?

(n=40)

21 52.5

아니오 19 47.5

복도와 계단에 안 가 설치되어 있는가?

(n=39)

17 43.6

아니오 22 56.4

질문에 응답한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 의 공간  교재․교구 비치 상태에 하여 묻는 

질문에 42명의 교사들이 반응을 보 다 (<표 7> 참조). 그 결과 34개(84.0%)의 유치원에 조형놀이를 

한 공간이나 교재․교구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개(76.0%) 유치원에 쌓기/조작놀이 

공간이, 31개(74.0%)의 유치원에 정 인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놀이와 역할놀

이  음률활동을 한 공간은 체의 57.0%인 24개 유치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수학 의 원활한 운 을 해서 교(원)장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39명의 응답자들이 반응하 다 (<표 8> 참조). 그 결과 일반학  교사들과의 력  

역할 분담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6명, 41.0%), 그 다음으로는 장애 유아와 통

합교육에 한 심(15명 38.4%), 문교육 수강 기회 제공(4명, 10.3%), 충분한 교재․교구의 지원(2

명, 5.1%), 부모교육 지원(1명, 2.6%)의 순으로 반응하 다. 

<표 7> 특수학 의 역별 공간․교재․교구 상태 

특수학 의 역별 공간  교재/교구 비치 빈도 백분율(%)

실외놀이

(n=42)

24 57.1

아니오 18 42.9

쌓기/조작놀이

(n=40)

32 80.0

아니오 8 20.0

역할놀이

(n=(42)

24 57.1

아니오 18 42.9

휴식  조용한 공간 ( : 읽기)

(n=41)

31 75.6

아니오 10 24.4

음률활동

(n=41)

24 58.5

아니오 17 41.5

조형놀이

(n=42)

34 81.0

아니오 8 19.0

<표 8> 교(원)장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부분 (n=39)

로그램 운  계획이 없는 이유 빈도 백분율(%)

1. 일반학  교사와의 력과 균등한 역할 분담 지원 16 41.0

2. 충분한 교재․교구의 지원 2 5.1

3. 부모 교육에 한 지원 1 2.6

4. 문교육 수강의 기회 제공 4 10.3

5. 장애 유아 통합교육  특수학 에 한 심 15 38.4

6. 기타 1 2.6

합 39 100.0



 2.  특수학  운   통합교육 로그램

유치원 특수학 이 어떤 형태로 운 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42명의 교사들이 반응을 보 다 

(<표 9> 참조). 일반학 의 일과와 활동 에 선택 으로 통합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으며(23명, 

54.8%), 그 다음으로는 일과와 활동 에 일반 래와  완 히 통합(8명, 19.0%), 일반 유아들을 특수

학 으로 역통합(8명, 19.0%), 특정한 행사에만 통합(3명, 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유아들과 

거의 분리된 일과와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수학 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특수학  운  형태 (n=42)

특수학  운  형태 빈도 백분율(%)

1. 일과와 활동 에 일반 래와 완 히 통합 8 19.0

2. 일과와 활동 에 선택 으로 통합 23 54.8

3. 특정한 행사에만 일반 학 으로 통합 3 7.2

4. 일반 유아들이 특수학 으로 역통합 8 19.0

5. 일반 유아들과 거의 분리된 일과와 활동으로 진행 0 .0

합 42 100.0

재 일과와 활동 에 일반 래와 완 히 통합하지 않고 있다고 반응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34명이 52개의 반응을 하여 체 응답자보다 반응의 수가 많으므로 이스 백분율 

152.8%로 계산되었다 (<표 10> 참조). 반응의 수가 체 응답자의 1.5배에 해당하며 이는 평균 으

로 한 응답자가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완  통합을 하지 않는 이유별로 이

스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 장애 유아의 특별한 욕구에 의해서(22명, 64.7%)가 가장 빈번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학 의 교사들이 원하지 않아서(11명, 32.4%), 학교의 정책에 의해서(8명, 23.5%), 일

반학  교사들과의 력이 어려워서(6명, 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학 의 교사가 원하지 않아

서 완  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응답자도 1명(2.9%)이 있었으며, 통합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몰라서 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하나도 없었다. 그 외에도 기타에 응답한 교사들은 물리  환경 

조건이나 일반 유아 학부모  원감의 반 를 통합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하 다.

<표 10> 일반 학 에 완 히 통합 하지 않는 이유 (n=34)

완  통합을 하지 않는 이유 빈도 반응백분율(%) 이스백분율(%)

1. 학교의 정책에 의해서 8 15.4 23.5

2. 일반 유아학  교사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11 21.2 32.4

3. 특수학  교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1 1.9 2.9

4. 일반 유아학  교사들과의 력이 어려워서 6 11.5 17.6

5. 통합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0 .0 .0

6. 장애 유아의 특별한 욕구에 의해서 22 42.3 64.7

7. 기타 4 7.7 11.8

합 52 100.0 152.8

장애 유아들을 일반 학 에 완 히 통합하거나 부분 으로 통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42명의 응답자들이 92개의 반응을 보여 체 응답자보다 반응의 수가 많으므로 이스 

백분율 219,0%로 계산되었다 (<표 11> 참조). 반응의 수가 체 응답자의 2.2배에 해당하며 이는 평

균 으로 한 응답자가 두 가지 이상의 항목에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장애 유아의 일반학  통합 시 

어려운 에 따라 이스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 일반 교사들의 이해 부족(21개, 50.0%)과 일반학 에



서의 장애 유아 교수목표 성취의 어려움(21개, 50.0%)이 가장 빈번한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는 유치원 일과와 활동 에 장애 유아를 참여시키기가 어려움(19개, 45.2%), 기 장의 인식 

 지원 부족(11개, 26.2%), 물리 인 환경 조성(6개, 14.3%), 일반 유아 학부모의 이해 부족(5명, 

11.9%), 일반 유아가 장애 유아의 부 한 행동 모방(3명, 7.1%), 일반 유아들의 이해 부족(2명,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의 일반 유아교육에 한 이해 부족 때문에 어렵다고 반응한 응답

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교사  아동 비율이 높다는 것과 교사 간 의 부족 

등이 기타 응답으로 제시되었다.

<표 11> 장애 유아를 통합할 때 부딪치는 어려움 (n=42)

통합교육의 어려운 빈도 반응백분율(%) 이스백분율(%)

1. 물리 인 환경 조성 6 6.5 14.3

2. 일반 교사들의 이해 부족 21 22.8 50.0

3. 일반 유아 학부모의 이해 부족 5 5.4 11.9

4. 일반 유아들의 이해 부족 2 2.2 4.8

5. 기 장의 인식  지원 부족 11 12.0 26.2

6. 특수교사의 일반 유아교육에 한 이해 부족 0 .0 .0

7. 일반 유아가 장애 유아의 부 한 행동 모방 3 3.3 7.1

8. 장애 유아가 유치원 일과/활동 에 참여하기 어려움 19 20.7 45.2

9. 일반 학 에서의 장애 유아 교수목표 성취의 어려움 21 22.8 50.0

10. 기타 4 4.3 9.5

합 92 100.0 219.0

장애 유아 통합교육을 한 일반학  교사와의 력 계가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27명(67.5%)은 

원활한 것으로, 13명(32.5%)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 다. 력이 원활하지 않다고 반응한 응

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 13명이 반응을 보 다 (<표 12> 참조). 장애 유아의 수업 

참여 방안에 한 논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7명, 53.8%), 통합에 한 인식 

부족(5명, 38.5%), 정책  행정 인 지원 부족(1명, 7.7%)의 순으로 응답하 다. 

<표 12> 일반학  교사와의 력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 (n=13)

순 빈도 백분율(%) 력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

1 7 53.8 장애 유아의 수업 참여 방안에 한 논의 부족

2 5 38.5 통합교육에 한 인식 부족

3 1 7.7 정책이나 행정 인 지원 부족

합 13 100.0

특수학  담당 교사로서 장애 유아 통합교육과 련된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무응답 교사 2명을 제외한 40명(95.2%)의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반응하 다. 가장 필요한 통합

교육 련 직무연수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42명의 응답자들이 92개의 반응을 보여 이스 백분율 

219.0%로 계산되었다 (<표 13> 참조). 반응의 수가 체 응답자의 2.2배에 해당하며 이는 평균 으

로 한 응답자가 두 가지 이상의 항목에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직무연수의 내용별로 이스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 통합교육을 한 교사 간 력방안과 일반 래들과의 사회  상호작용 진 방법에 

한 연수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5명, 59.5%), 그 다음으로는 통합 학 에서의 

장애 유아 지도 방법(24명, 57.1%), 통합 학  일반 래들에 한 지원 방안(15명, 35.7%), 일반 유아

교육 교육과정  교수방법(2명,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장애 유아 통합교육과 련해서 필요한 연수 내용 (n=42)

통합교육을 하여 필요한 연수 내용 빈도 반응백분율(%) 이스백분율(%)

1. 통합교육을 한 교사 간 력 방안 25 27.2 59.5

2. 통합 학 에서의 장애 유아 지도 방안 24 26.1 57.1

3. 통합 학  일반 래들에 한 지원 방안 15 16.2 35.7

4. 일반 래들과의 사회  상호작용 진 방법 25 27.2 59.5

5. 일반 유아교육 교육과정  교수방법 2 2.2 4.8

6. 기타 1 1.1 2.4

합 92 100.0 219.0

장애 유아들을 한 교육 활성화를 해서 공교육 체계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를 묻는 질문에 42명의 교사들이 반응을 보 다 (<표 14> 참조). 장애 유아들을 일반학 에 입 시

키는 일반학  통합을 확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24명, 57.1%), 그 다음으로는 특수학

을 확 해야 한다(8명, 19.0%)와 분리된 특수교육 기 을 확 해야 한다(1명, 2.4%)의 순으로 나타났

다. 그 외에도 16.7%인 7명은 특수학 을 확 하되 일반학 에 입 시키는 형태로 운 해야 한다거

나 장애 정도에 따라 달리 배치해야 한다거나 일반학  통합을 한 비반을 설치하는 등의 기타 

반응을 보 다. 

<표 14> 장애 유아 교육 활성화를 한 공교육 체계의 방향 (n=42)

공교육 체계의 발  방향 빈도 백분율(%)

1. 특수학 을 확 한다 8 19.0

2. 일반학 에 입 시키는 통합교육을 확 한다 24 57.1

3. 특수교육 기 ( : 유아특수학교, 특수학교 유치부)을 확 한다 1 2.4

4. 기타 7 16.7

합 42 100.0

한 앞으로 특수학 을 운 할 때 어떤 형태로 운 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41명의 교사들이 

반응을 보 다 (<표 15> 참조). 일과와 활동 에 일반학 에 완 히 참여하는 형태로 운 하고 싶

다는 반응이 가장 빈번하 으며(21명, 51.2%), 그 다음으로는 일과와 활동 에 선택 으로 일반학

에 참여하게 한다(16명, 39.0%)와 특수학 의 일과와 활동 에 선택 으로 일반 유아들을 역통합한

다(4명,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행사에만 일반학 에 통합한다는 1회성 통합 로그램의 운

이나 일반 유아들과는 거의 분리된 일과와 활동으로 진행하겠다는 반응은 하나도 없었다.

<표 15> 특수학 의 운  방향 (n=41)

앞으로 운 하고 싶은 특수학 의 형태 빈도 백분율(%)

1. 일과와 활동 에 일반학 에 완  참여 21 51.2

2. 일과와 활동 에 선택 으로 일반학 에 참여 16 39.0

3. 특정 행사에만 일반학 에 통합 0 .0

4. 특수학 의 일과와 활동 에 선택 으로 일반 유아들을 역통합 4 9.8

5. 일반 유아들과 거의 분리된 일과와 활동으로 진행 0 .0

합 41 100.0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하여 가장 시 하게 시행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을 묻는 

질문에 42명의 응답자가 175개의 반응을 보여 이스 백분율 416.6%로 계산되었다 (<표 16> 참조). 

반응의 수가 체 응답자의 4.2배에 해당하며 이는 평균 으로 한 응답자가 네 가지 이상의 항목에 

응답한 것을 의미한다. 가장 시 하게 시행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내용별로 이스 백분율을 산출한 



결과 통합교육에 한 일반교사들의 지식, 기술, 태도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27

명, 64.3%), 그 다음으로는 통합교육 활성화를 한 정책  행정  지원 체계 마련(26명, 59.5%), 장

애 유아를 한 특수교육  치료교육 서비스 보장(24명, 57.1%), 통합교육에 한 기 장 인식 개선 

 지원(19명, 45.2%), 일반학 에서의 개별 장애 유아의 교육 인 욕구 고려(18명, 42.9%), 교사 간 

역할  책임 존 과 력 인 계 형성(16명, 38.1%), 장애 유아의 일반학  일과  교육과정 참

여 지원(14명, 33.3%), 통합교육에 한 특수교사들의 문성 함양(11명, 26.2%), 장애 유아 가족 참여

를 한 지원(9명, 21.4%), 일반학  래들의 수용도 증진(6명, 14.3%), 일반 유아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5명,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장애 유아 통합교육 활성화를 하여 필요한 시행/개선의 내용 (n=42)

통합교육 활성화를 한 개선 요구 빈도 반응백분율(%) 이스백분율(%)

1. 통합교육에 한 특수교사들의 문성 함양 11 6.3 26.2

2. 통합교육에 한 일반교사들의 지식, 기술, 태도 증진 27 15.4 64.3

3. 일반학  래들의 수용도 증진 6 3.4 14.3

4. 일반 유아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 5 2.9 11.9

5. 장애 유아 가족 참여를 한 지원 9 5.1 21.4

6. 일반 학 에서의 개별 장애 유아의 교육 인 욕구 고려 18 10.3 42.9

7. 장애 유아를 한 치료교육  특수교육 서비스의 보장 24 13.7 57.1

8. 장애 유아의 일반 학  일과  교육과정 참여 지원 14 8.0 33.3

9. 교사 간 역할  책임 존 과 력 인 계 형성 16 9.1 38.1

10. 통합교육에 한 기 장의 인식 개선  지원 19 10.9 45.2

11. 통합교육 활성화를 한 정책  행정  지원 체계 25 14.3 59.5

12. 기타 1 0.6 2.4

합 92 100.0 219.0

3. 통합교육 로그램 시행에 한 요도  실행도 인식

유치원 특수학  교사들의 통합교육 로그램 시행에 한 요도  실행의 정도를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20문항으로 구성된 5  척도를  사용하 다. 그 결과 요도의 경우 

체 항목 평균 4.61(SD=.37)로 반 으로 매우 높게 나온 반면에 실행도의 경우는 평균 

3.15(SD=.82)로 상 으로 낮게 나와 통합교육 로그램 시행 련 요소들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

는 것에 비해서 실제 장에서는 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요도의 경우 부모- 문가 력 역에서 가장 높은 수를 보여

(M=4.71, SD=.54) 장애 유아 통합교육에 있어서 부모와의 력을 가장 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속과 참여(M=4.64, SD=.69), 통합교육의 정의(M=4.61, SD=.63)

와 교사 간 력(M=4.61, SD=.67), 계획된 교수의 실행(M=4.53, SD=.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행도

의 경우에서도 역시 부모-교사간 력 역에서 가장 높은 수가 나타나(M=3.83, SD=.85) 장에서 

부모와의 력을 가장 잘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속과 참여(M=3.16, 

SD=.94), 계획된 교수(M=3.13, SD=.95), 통합교육의 정의(M=2.87, SD=1.21), 교사 간 력(M=2.82, 

SD=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행도가 요도 인식에 비해서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나 부모와의 

력, 소속과 참여, 계획된 교수의 경우 3.0 이상의 수를 보여 간 정도 이상의 실행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에 통합교육에 한 공통된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와 실제로 교사 간 력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3.0 이하의 수를 보임으로써 간 정도의 실행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수를 살펴보면 요도에서는 모든 항목이 4.0 이상의 수를 받아 체

으로 모든 항목에 해서 요도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 에서 장애 유아를 일

반 유아와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수를 받았으며((M=4.90, SD=.87), 반면에 



장애 유아의 일반학  구성원 자격 취득에 교육의 우선순 를 둔다(M=4.26, SD=.96)와 일반학 에서 

장애 유아의 교수목표를 개별 으로 교수한다(M=4.26, SD=.89)가 가장 낮은 수를 받았다. 실행도

의 경우는 장애 유아와의 계를 해서 지속 인 의사소통을 유지한다(M=4.52, SD=.83)와 개별화 

교육 로그램을 작성한다(M=4.38, SD=.85)가 4.0 이상의 높은 수를 받았으나, 개별화 교육 로그

램 작성 시 일반교사가 참여한다가 평균 2.07(SD=1.30)로 가장 낮은 수를 받아 개별화 교육 로그

램 작성 시 일반교사의 참여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행도의 각 항목들을 살펴보면, 

반에 가까운 9개의 항목이 3.0 이하의 수를 받아 통합교육 련 요소들이 교육 장에서 그다지 

잘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 요도와 비교해 볼 때 각 항목에 한 표 편차가 

크게 나타나 교사 개인에 따라 실행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6> 통합교육 로그램 시행에 한 요도  실행도 인식 (n=42)

역 문항

요도 실행도

평균
표

편차
순 평균

표

편차
순

 

소속

과 

참여

 

 

 1. 일반학 에서 장애 유아를 일반 유아와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4.90 .87 1 3.62 1. 15 4

 2. 장애 유아들의 일반학  구성원 자격 취득에 교육의 우선순

를 둔다.
4.26 .96 19 3.12 1. 29 10

 3. 장애 유아의 지역사회 참여에 한 가족들의 의지를 인식하

고 이를 지원한다.
4.67 .57 8 3.14 1. 22 9

 4. 일반학 은 장애 유아의 장애를 다양한 특성의 하나로 인식

하고 이들의 필요를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구성한다.
4.74 .54 5 2.77 1. 28 17

합 4.64 .69 3.16 . 94

통합

교육

의 

정의

 5. 유치원의 규정에 의해서 통합교육의 정의  역할과 목 이 

명시되어 있다.
4.64 .58 10 2.83 1. 34 13

 6. 통합교육의 정의에 해서 특수교사, 일반교사, 교(원)장과 

교(원)감 등의 행정가, 부모가 동의한다.
4.67 .61 8 2.90 1. 32 12

합 4.61 .63 2.87 1. 21

부모/  

교사 

력

 7. 장애 유아의 부모와의 계 형성을 해서 지속 인 의사소

통을 유지한다.
4.88 .40 2 4.52 . 83 1

 8. 장애 유아 가족의 필요( : 정보)에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한다.
4.62 .58 13 3.67 1. 07 3

 9. 장애 유아 가족득과의 력을 해서 성공 인 략을 사용

한다.
4.71 .51 6 3.31 1. 05 7

합 4.71 .54 3.83 . 85

교사 

간 

력

10. 특수교사와 일반학  교사는 장애 유아 교육을 한 공동의 

주인의식을 지닌다.
4.83 .44 3 2.79 1. 28 16

11. 특수교사는 일반학 의 교육과정  교육활동 계획에 참여한

다.
4.62 .66 13 3.43 1. 36 5

12. 특수교사는 일반학 에서 일반교사와 함께 등한 력교수

를 실시한다.
4.64 .69 10 3.00 1. 34 11

13. 개별화 교육 로그램 작성 시 일반교사가 참여한다. 4.36 .69 18 2.07 1. 30 20

합 4.61 .67 2.82 1. 05

계획

된 

교수

14. 장애 유아를 한 개별화 교육 로그램을 작성한다. 4.69 .60 7 4.38 . 85 2

15. 개별화 교육 로그램의 교수목표들이 일반학  활동을 통해

서 성취되도록 계획하고 교수한다.
4.50 .63 15 2.81 1. 23 14

16. 일반학 에서 장애 유아의 개별 교수목표를 1:1 교수방법으

로 지도한다.
4.26 .89 19 2.59 1. 38 19

17. 일반학 에서 장애 유아의 개별 교수목표를 활동 에 삽입

하여 교수한다.
4.45 .63 16 2.81 1. 29 14

18. 일반학 에서 장애 유아의 개별 교수목표를 교수하기 해서 

활동을 수정한다.
4.38 .76 17 2.61 1. 27 18

19. 일반학 에서 장애 유아의 개별 교수목표를 해서 래들을 

활용한다.
4.64 .62 10 3.24 1. 32 8

20. 특수교사는 장애 유아가 일반 학 의 일과/활동 참여를 통해

서 교수목표를 성취하도록 상담하고 지원한다.
4.81 .46 4 3.40 1. 33 6

합 4.53 .46 3.13 . 95

합 4.61 .37 3.15 . 82



Ⅳ.  논의  제언

유치원 특수학 의 통합교육 로그램 운  실태  지원 욕구와 교사들의 통합교육 질  요소들

에 한 요도  실행도 인식을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유치원 특수학 의 통합교육 실

태와 교사들의 통합교육을 향한 계획이나 지원 욕구  인식 등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특수

학 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 유아 통합교육 로그램의 정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의 결과에 따라 (1) 유치원 특수학 의 운  실태, (2) 통합교육 로그램 운  실태  지원 욕구, 

(3) 통합교육 로그램 구성요소의 요도  실행도 인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장애 유

아 통합교육의 활성화  질  성장을 한 특수학  발  방향  지원 정책 수립과 련된 몇 가

지 시사 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유치원 특수학 의 실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

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장애 유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 의 교육 환

경이 많은 경우 일반 유아들이 교육받고 있는 일반학 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체 으

로 살펴보면, 유치원 특수학  교육 환경의 물리 인 조건이 일반학 에 비해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 유아들을 한 일반 인 시설들을 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를 들어서, 연구에 참여

한 특수학 들의 반이 넘는 학 이 일반학 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교재/교구도 잘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역 구성에 있어서 많은 학 들이 유아교육의 기본 인 활동 역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애 유아들을 한 학습 환경 자체가 일반학 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사실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은 특수학 의 유아들의 수가 일반학 에 비해서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장애 유아를 한 가장 좋은 환경은 양질의 일반 유아교육 환경을 제로 한 후 

개별 으로 필요한 교수  근이 주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시 하게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장애 유아들을 한 편의시설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이 많다는 사실도 

특수학 을 통한 통합교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지체장애 유아들이 이미 10% 이상 통합되고 있는 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실은 시 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 유아를 한 교육에 있어서 효과 인 교수 로그램이 달되기 한 

선결 조건으로서의 환경의 요성 (Neisworth & Buggey, 1993; Fahlman, 1998)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물리  환경  학습 환경에 있어서의 개선을 한 구체 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특수학 의 인  자원인 교사들의 배경이 유아교육과 특수

교육 담당 경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통합교육 배

치 후 질 인 교육 로그램 운 의 부족이 행 통합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 되고 있는  실

정에서 (이소  & 부인앵, 2004) 통합교육 로그램 운 상의 질  향상을 한 요한 시사 을 내

포하고 있다. 장애 유아 통합교육에 있어서 교사 간 력은 로그램 성패의 결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요소이다 (Lieber et al., 1998; Odom, Schwartz, & ECRII Investigators, 2002). 실제

로 최근에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사와 특수교사가 장애 유아 통합교육을 한 력 인 

교육과정을 용함으로써 장애 유아들의 유치원 일과 참여와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 입증되었으며 (원종례, 2005), 이러한 사실은 통합교육 장에서의 교사 간 력을 통한 질  로

그램의 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 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재 특수학 이 있는 

유치원이 인  자원의 구성 측면에서 특수학 이 없는 유치원보다 양질의 장애 유아 통합교육 로

그램을 운 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극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개발 연구의 필요성을 지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유치원 특수학 의 통합교육 운  실태와 앞으로의 지원 욕구와 련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특수학 을 통한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활성화와 그 질  향상을 하여 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에 한 몇 가지 시사 을 살

펴볼 수 있다. 첫째, 유치원 특수학 에 소속된 장애 유아들의 부분이 부분통합이나 역통합의 방법

으로 통합교육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8개 학 에서는 일반학 에 완 히 통합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정한 행사에만 통합한다는 학 도 3개가 있기는 하 으나 완 히 분리된 로그램을 

운 하는 학 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재 유치원 특수학 의 운 이 통합

교육의 요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합교육 로그램을 실행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도 지 하 듯이 특수학 의 인  구성 자체

가 양질의 통합교육 운 을 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통합교육 로그램 실행

을 한 노력이 이미 기울여지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한 지원이 주어진다면 장애 유아를 한 성

공 인 통합교육 로그램 운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약 80%를 넘는 응답자들이 일반학 의 일과와 활동에 장애 유아들이 참

여할 수 있도록 완 히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지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반 이상의 내용이 

통합교육 로그램 운 을 한 구조 인 조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의 정책 자체가 이

러한 통합교육의 운 을 해하고 있거나 일반학  교사들이 장애 유아의 통합을 원하지 않거나 일

반학  교사와의 력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주를 이룸으로써 통합교육 로그램의 가장 큰 걸림돌

이 정책  지원  교사 간 력 부재임을 알 수 있었다. 통합교육 실행을 한 련인들의 신념과 

한 지원, 교사 간 력은 성공 인 통합교육 실행을 한 여덟 가지 질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요한 요소들로서 (이소 , 2003), 이러한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고는 통합교육의 운 은 그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통합교육을 실행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반교사들과 

기 장의 이해  인식 부족이 높은 빈도로 지 되었으며, 한 교사들에게 필요한 연수의 내용으로 

교사 간 력 방안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결과를 함께 고려한다면 련인들의 신념에 변화를 

가져다  수 있는 체계 인 지원과 교사 간 력 방안은 시 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통합교육 로그램의 구체 인 운 에 있어서 앞으로의 교육과정 

운  방향에 한 시사 을 살펴볼 수 있다. 질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반 이상이 일반학 에서의 장

애 유아 교수목표 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일반학  일과와 활동에 장애 유아를 참여하게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 학 에서의 장애 유아 지도 방

안과 일반 유아와의 래 상호작용 진 방안 등에 하여 연수의 필요성을 지 한 결과와 같은 맥

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행 특수학  운  체계에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라는 

인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유아 지도를 한 구체 인 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을 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 유아를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 인 요소

는 이들의 발달과 학습을 진하기 하여 련 교수목표를 설정하고 교수하는 것이며 (Sandall, 

McLean, & Smith, 2000), 그 기 때문에 통합교육의 실행에 있어서도 장애 유아의 개별 인 교수목

표가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 으로, 특수학 에 소속된 

장애 유아들을 한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하여 가장 시 하게 개선되어야 할 으로 일반교사들의 

지식과 태도 증진, 정책  행정  지원, 장애 유아를 한 특수교육 서비스의 보장이 지 된 본 연

구의 결과는 성공 인 장애 유아 통합교육을 해서는 련인들의 신념과 로그램을 운 할 교사들

의 문 인 지식  기술, 이를 한 총체 인 지원 체계의 세 가지 선행 조건 (Bricker, 2000)의 필

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교육 로그램의 질  구성요소에 한 교사들의 요도  실행도 인식 결과

와 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 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응답한 교사들은 



통합교육 로그램의 질  구성요소들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교육 장에

서의 실행도에 해서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에서 장 용의 시사 을 찾아볼 수 있다. 앞

에서도 논의되었듯이 행 특수학  운  체계 내에서는 기 장이나 일반학  교사들의 인식 인 

측면에서나 특수교사의 통합학 에서의 장애 유아 지도  교사 간 력 측면에서의 문제가 지

되고 있으므로 실행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 당연한 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교사 간 력 

역에서의 실행도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합교육 운 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사 간 력 문제가 지 된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실행의 정도가 체 으로 모두 낮은 에서도 평균 4.38로 가장 높은 실행도를 보인 항목

이 ‘장애 유아를 한 개별화 교육 로그램 작성’이었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반 교사의 

개별화 교육 로그램 개발 참여’에서 평균 2.07의 가장 낮은 실행도를 보임으로써 장애 유아 교

육 로그램 운 에 있어서의 교사 간 력 부재의 단 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 으로, 이와 

같은 요도 인식과 실행도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는 앞으로의 특수학  운  체제에 있어서 통합

교육 로그램 실행 증진을 한 구체 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상의 결과는 통합교육 실행에 있어서 련인들의 태도와 교사들의 문

성, 정책  지원상의 문제 과 욕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기 장  교사, 학부모 등 통합

교육과 련된 모든 사람들의 통합교육에 한 신뢰를 바탕으로 문성을 갖춘 자격 있는 교사들

에 의해서 제도 으로 정립된 한 지원 체계 하에 실행되는 통합교육은 그 성과를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 (이소  & 부인앵, 2004)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든 장애 아동들이 일반학 에서도 충분한 교육 인 성취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가정이 제시되

고 있으며 (Andrews et al., 2000; Sailor, 2002; Thousand, Villa, & Nevin., 2002; Wehmeyer, 

Lance, & Bashinski, 2002), 이러한 가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장애 아동들의 교육  성취는 단순한 

일반학  배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 교육과정 내에서의 성취를 하여 “최고 수 의 지원 

(state of the art support)”이 제되었을 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을 통한 

장애 유아의 교육  성과를 해서는 일반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력을 통

하여 최상의 지원을 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가 교육과정 

운   교수 용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력을 한 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미 문성을 갖춘 일반 유아교육  특수교육 자격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특

수학  체계가 양질의 장애 유아 통합교육 활성화를 한 하나의 통로를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을 검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 으며, 이를 통하여 양질의 통합교육 로그램 정착을 한 다양한 

정책  지원 모형 개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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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practice and program needs of 

preschool self-contained classes for including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and teacher 

perception on implementing inclusive program.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ask how the 

current practice of the integrated program in preschools with self-contained class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what kind of program needs they had to facilitate the inclusive 

programs, and how they perceived on the level of importance and implementation of inclusive 

program quality indicators. It mailed to 72 preschool self-contained classes nationwide. Across 

the country, 42 classes responded and participated in the study.

Based on the responses from 42 self-contained classes, the current practices and 

program needs of integrated programs of the preschool self-contained classes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analyzed.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re are barriers to 

implement inclusive programs, such as the lack of stakeholders' belief on inclusion, the lack of 

personnel preparation, and the lack of system level support.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of 

the result were provided in terms of the following three factors: (1) the current status of 

preschool self-contained class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2) the current practices and 

program needs to operate inclusive programs in preschools with self-contained classes; and (3) 

preschool self-contained class teachers' agreement with items representing inclusion program 

quality indicators and the frequency of their use of the items.

  Key words: Preschoolers with developmental delays, Inclusion, Self-contained special class, 

Teacher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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