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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초등특수교사와 중등특수교사들이 인식을 바탕으로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들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요구되는 교육 지원 요소를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현재 일반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

는 초등특수교사 11명, 중등특수교사 11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총 70개의 교육 지원 요

소를 도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컨셉시스템사(Consept system Inc.)의 컨

셉 시스템 코어 4.0(Consept system core 4.0)를 활용하여 개념도(포인트

지도, 클러스터 지도, 클러스터 평정지도, 패턴매치, Go-zone 그래프)를

도출하고, 차원과 범주, 중요도를 분석하고, 중요도에 따른 초·중등 특수

교사간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자가 초등특수교

사 1인, 중등특수교사 1인, 특수교육 박사학위자 1인의 도움을 받아 아이

디어 촉진 질문을 구성하였다. 둘째, 초등특수교사 3명, 중등특수교사 3명

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구성된 촉

진 질문이 초·중등특수교사의 인식을 잘 끌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예비연구를 통해 일부 수정된 촉진 질문을 활용하여 초등특수교사

11명, 중등특수교사 11명의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뷰는 모

두 녹취되어 전사되었다. 넷째, 연구자를 포함한 특수교육 박사 수료자 2

인과 초등특수교사 1인, 중등특수교사 1인이 참여하여 초·중등 전환에 요

구되는 교육지원요소를 합의하여 추출하였다. 이 작업은 3차에 걸쳐 이루

어졌으며, 1차 연구자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축어록에서 관련성이 높은

문장들을 추려낸 후, 핵심어별로 분류하였다. 2차 특수교육 박사 수료자 2



인이 추출된 핵심어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비슷한 개념은 통합, 의미가

다른 개념은 분류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3차 핵심어별로 추출된 문장을

바탕으로 초·중등특수교사 2인이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의 전환,

중복되는 개념 확인, 진술문의 명료성, 추가적 표현 등을 확인해주었다.

다섯째, 초·중등 전환에 필요한 교육 지원요소로 도출된 70개의 진술문을

토대로 평정 및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작업은 초등특수교사 20명과

중등특수교사 20명이 참여하였으며, 아이디어 수집 면담에 참여한 참여자

도 일부(11명) 참여하였다. 평정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를 활용하였고,

분류는 진술문 카드 활용을 권고하였으며, 평정과 분류 모두 우편, 이메

일, 구글(Google) 링크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섯째, 수집된

자료를 Consept system core 4.0에 입력하여 포인트 지도(Point map), 클

러스터 지도(Cluster map), 클러스터 평정지도(Cluster rating map), 패턴

매치(Patten match), 고존(Go-zone) 등의 개념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의

초·중등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요소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 70개의 최종

진술문을 토대로 포인트 지도(Point map)을 도출한 결과, 2차원 상의 스

트레스 값 .219이 산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차원을 살펴본 결과 가로축(X)

은 지원 대상 차원으로 ‘협력자-장애학생'로 해석되었고 세로축(Y)은 지

원 형태 차원으로 ‘선행 지원-상시 지원’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도출된 포

인트 지도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요소의 범주를 확인하기 위해 클러스터 지

도(Cluster map)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각

클러스터는 1) 학교급 전환 전문성 강화 지원 2) 협력체계 지원, 3) 학부

모 지원, 4) 정서 안정화 지원, 5) 독립성 지원, 6) 학업지원, 7) 사춘기 지

원, 8) 입학초 적응 지원으로 명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적장애 및 자

폐성 장애 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 열매 모형을 밭 다지기, 양분 주



기, 뿌리내리기, 싹 틔우기, 가지치기,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셋

째, 초·중등특수교사의 인식에 기초하여 수집된 중요도 평정 자료를 토대

로 클러스터 평정지도(Cluster rating map)를 도출하였다. 가장 낮게 나온

범주는 정서 안정화 지원(Average=4.07, Std=.28)으로, 학습지원

(Average=4.18, Std=.22), 전문성 강화 지원(Average=4.2, Std=.28), 입학

초 적응지원(Average=4.4, Std=.11), 협력체계 지원(Average=4.42,

Std=.11), 사춘기 지원(Average=4.46, Std=.17), 독립성 지원

(Average=4.48, Std=.17), 학부모 지원(Average=4.58, Std=.12)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넷째, 초·중등특수교사의 중요도 평정에 따른 클러스터별,

교육지원요소별 인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패턴 매치(Pattern match)와

Go-zone 그래프를 확인하였다. 먼저 8개 지원 범주 모두에서 중등특수교

사의 중요도 평정값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패턴매치 그래프에서는

각 범주별 상대적 중요도 순서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은 정서 안

정화 지원, 학습지원, 전문성 강화지원, 입학초 적응지원, 협력체계 지원,

독립성 지원, 사춘기 지원, 학부모 지원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높게 인

식하고 있었으며, 각 범주별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져 있었다. 그러

나 중등은 정서 안정화 지원이 가장 낮았고 전문성 강화지원과 학습지원

은 미세한 차이로 학습지원이 높았으며, 입학초 적응지원과 협력체계 지

원, 사춘기 지원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

로 독립성 지원과 학부모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춘기 지원

은 큰 부적 기울기를 보여 초등에서 더 상대적 중요도가 높았으며, 입학

초 적응 지원은 양적 기울기로 중등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다음으로, X축을 초등특수교사 인식으로 Y축을 중등특수교사 인식으로

설정하여 Go-zone 그래프를 확인한 결과, 초·중등특수교사 인식이 모두



높게 나타난 Go-zone에 해당한 진술문은 총 31개(44%), 초등특수교사는

낮게 인식하였으나 중등특수교사는 높게 인식한 진술문은 7개(10%), 중등

특수교사는 낮게 인식하였으나 초등특수교사는 높게 인식한 진술문은 11

개(16%), 초등특수교사와 중등특수교사 모두 낮게 인식한 진술문은 21개

(30%)였다. 초등특수교사는 낮게 인식하고 중등교사는 높게 인식한 진술

문은 비교적 고차원의 독립성 요소들로 장애학생들의 독립성 수준에 대한

인식이 초등교사보다 중등교사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패턴

매치에서는 독립성 지원과 다른 범주의 지원과 비교하였을 때 초등 교사

와 중등 교사간의 우선순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독립성 가운데에서도

고차원적 독립성 요소들은 중등교사들이 더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특수교사와 중등특수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특수교사

관점의 초·중등 전환에 요구되는 교육 지원 요소를 파악하고, 이론적 구

조화를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초등특수

교사와 중등특수교사는 모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시기

적 중요성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학교급 전환

지원을 실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학교급 교사간 연계, 또래지원,

학부모 연수, 심리상담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

애학생들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협력자 지원부터 전환 능력 신장을

위한 자조기술, 사회성, 자기결정, 성 교육, 신체·정서·환경 변화 적응 기

술과 같은 장애학생 지원까지, 교사나 장애학생, 또래 등의 요구와 상황에

맞춘 상시적 지원과 기관(학교, 교육청, 교육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선행적 지원까지 다양하고 포괄적인 차원으로 학교급 전환이 지원되어

야 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춘기 지원이라는 독특한 범주

가 도출되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 시기는 곧 사춘기로의 도입



을 의미하며, 초·중등 장애학생의 사춘기적 성(性)적 변화에 대한 집중적

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 장애 및 자

폐성 장애 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과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을 구상

및 계획할 때 지원 범위, 영역, 요소, 강조점 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분석이나 연구

참여자 평정 점수만을 활용하여 지원 요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초·중등

특수교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된 진술문을 도출하

고, 평정과 분류 자료를 활용하여 개념도 분석이라는 계량적 방법을 활용

하였다. 이는 통찰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탐색적 차원에서 근원적이고

과학적으로 교육 지원 요소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장성과 이

론적 검증이 모두 이뤄진 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특수학급,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초·중등 학교급 전환, 전환

지원, 전환을 위한 교육 지원요소, 개념도 연구, Concept system core 4.0

□ 학번 : 2013-3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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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학교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중2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스갯소리지만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중2가 무서워서’라는 이야기가 유행할 만큼 ‘중2

병’은 사회적인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중2병’이란 중학교 시기의 학생

들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소위 ‘센 척’을 하는 행동

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로, 중학교 2학년 또래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겪

으며 느끼는 혼란이나 불안심리, 이로 인한 반항, 일탈행위를 뜻하는 말이

다(중앙일보, 2013. 4. 6.).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어 2010년부터 우리 사회

에서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 ‘중2병’은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 사춘기

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중학교 입학은 아동기에서 청소년

기로의 ‘전환(transition)'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시점이며, 사춘기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은 일반학생들에게도 몹

시 새롭고 어려운 도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역할과 여러모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어

려움을 감당해야 한다(Chung, Elias, & Schneider, 1998; Crockett,

Peterson, Graber, Schulenberg, & Ebata,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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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되는 시기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크게 외

부적인 환경 원인과 내부적인 개인 원인으로 나눠질 수 있다. 먼저, 외부

환경 요인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교 환경의 변

화, 주변 또래 관계의 변화, 상급학교 진학으로 높아진 학업 수준, 새로운

사회적 역할 기대 등을 꼽을 수 있다(유순화, 2008). 학생들은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

움과 긴장감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가 학급담임제로 운영되고, 중학교

는 교과담임제로 운영되어 교육 환경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초등

학교의 학급담임제는 학교생활 대부분의 시간을 담임교사와 함께 보내므

로 일관적인 지도 아래 지속적 관찰과 보호가 가능하지만, 중학교의 교과

담임제는 매 교과시간마다 담당 교과교사가 교체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교수유형 및 방식에 적응해야 하며, 지속적인 보호도 기대하기 어렵다. 때

문에 이 시기에 놓인 학생들은 이를 능동적으로 맞춰갈 수 있는 높은 적

응력과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문제해결능

력, 독립성 등을 갖춰야 한다.

개인적인 내부 원인으로는 사춘기로 인한 다양한 감정과 정서 변화, 2

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시작 등을 들

수 있다(오화진, 2011; 김대현, 김현주, 2003). 학생들은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에 접어들며 신체적으로 빠른 성장과 성숙이 보이고, 여성성, 남성성

이 드러나는 본격적인 2차 성징이 시작된다. 사춘기는 인지적으로는 구체

적인 사고에서 추상적인 사고로 전환되는 시기이고, 정서적으로는 세상에

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는 시기이다(Libet& Lewinsohn, 1973; Wigfield

& Eccles,1994).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존감, 학교에 관한 흥미, 학업 성

취도가 하락하기도 하는데(Eccles, Wigfield, Midgley, Reuman, M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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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dlaufer, 1993), 이는 신체에 나타나는 2차 성징과 더불어 학습 환경에

서도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학문적, 정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김정효, 2007). 또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의 욕구와 능

력, 신념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자아정체감과 자아개념을 형성해가기

시작하며(Nottlkmann, 1987), 외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독립심이 강해

지며, 자발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게

된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되는 시기는 사춘기와 맞물

리면서 신체적 변화와 성숙을 통해 준성인으로서 신체조건을 갖춰나가는

시기임과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고

민하고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인 것이다.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장애학생들 역시 이 시기를 똑같이 겪는다.

장애학생들도 학교 환경 변화와 또래관계 변화, 일반학생들과의 점점 더

벌어진 학업수준 차이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2

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적 성숙과 자아개념 발달과정에서 비롯한 정서적

혼란들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장애학생들은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일반학

생들보다 더 높은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지적장애학생이나 자폐성

장애 학생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적응력과 문제해결능력, 상황파악능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들뿐만 아

니라 심각할 경우 학교에서 고립되기도 한다(김미옥, 김희성, 이민영,

2003).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과정에 놓인 장애학생들은

학교 환경 변화에 대해 설렘과 두려움, 호기심과 걱정 등의 혼합된 감정

을 느낄 뿐만 아니라(Carter et al, 2005) 중학교로 진학 한 후, 장애학생

은 또래들에게 따돌림, 괴롭힘을 당하거나 일반학생에 비해 더 낮은 사회

적 지지를 경험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Hughes et al, 2013). 또한 의사소

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폐성 장애보다 또래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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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들은 특히 청소년기에 자신이 또래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

하면서 자존감과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문제를 보이는 등 일반학생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다(나수현, 2006). 즉, 장애학생들에게 초등학

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은 일반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혼란뿐만 아니라 장

애로 인한 신체·인지적 한계, 부정적 선입견과의 싸움, 대인관계에 있어

고립감, 누적된 학업부진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 더 많은 부분에서 어려

움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들만이 가진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주목하

여 초·중등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

분에 교육적 혜택이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뤄진 전환교육 동향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장

애학생들을 위한 전환 관련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청소년

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전환교육 관련 논문을 분석한

문헌연구에 따르면(홍주희, 이숙향, 2016), 총 논문 수는 51편으로 매년

3~9편정도로 꾸준하게 이뤄져왔고, 2010년 이후 연구물의 70% 이상이 출

간된 것으로 보아 최근 들어 전환이 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

다고 하였다. 하지만 약 80%이상이 고등학교(60.8%)와 전공과(21.6%)를

대상으로 되었고 연구 주제도 성인기 전환 및 직업 전환에만 치우쳐져 있

음을 밝히며, 높아진 관심에 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

환교육 연구물이 부족함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

지 이뤄진 학교급 전환 연구 41편을 살펴보면(이숙향, 2015), 유치원에서

초등학교(58.5%)로의 전환으로 장애학생들이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접어들

면서 처음 학교 체제에 발을 들이는 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변화들에

주목한 것이 연구물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성인기로의 전환에 해당

하는 대학 또는 직업전환 연구도 전체 연구물의 25%을 차지하였다. 상대

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은 학교급은 초등에서 중등으로의 전환(9.8%),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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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고등으로의 전환(4.9%)이었다. 중등에서 고등으로의 전환은 높아

진 학업강도를 제외하면, 비교적 비슷한 학교 환경으로의 전환이며 중학

생의 격렬한 사춘기가 오히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잦아들기도 한다는

(김미옥, 김희성, 이민영, 2003)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환에 요구되는 적

응 어려움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이고 학

교환경 및 제도적 변화와 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사춘기 및 자

아개념 형성으로 인한 정서 심리적 변화 등이 결합되어 다른 학교급 전환

과는 차별적인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는 초·중등 학교급 전환 연구가 충분

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며, 추후 연구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과거부터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최종 목표는 기능하는 성인으로서 사회

에 유연하게 유입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나, 근래 들어 학교 및 지역사

회생활을 유익하고 충실하게 해내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

로 옮겨가고 있다. 즉,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성인기로의 전환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박승

희, 박현숙, 박희찬 역, 2006; Karen, Lambour, & Greenspan,1990). 결론

적으로 말해, 초등학교, 중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환교육 연구,

초·중등 학교급 전환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져

왔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초·중등 학교급 전환에 대한 장

애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와 교사들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학생들은 특히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에서 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교육적 요구가 높게 발생한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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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육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분리교육 차원의 특수학

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물리적으로 같은 학교에서 지내게

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급 구성원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친

숙한 학급구성원, 학교구성원, 교사구성원과의 관계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

에 학교급 전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다. 그러나 통합교육 차원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물리적 학교 환경 변화와 일반학생들과 함께 통합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측면에서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높고, 장

애학생들 또한 학업적 어려움,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이원희, 곽승철 2014). 이러한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애

학생의 유형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약 61%가 지적장애, 9.2%가 자폐성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6). 낮은 인지적 능력과

적응능력을 가지는 지적장애와 의사소통 어려움을 동반하는 자폐성 장애

는 특수학급에서 높은 배치 비율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학

교급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문제해결능력, 상황대처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에서도 상당한 지체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지된다.

따라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부터라

도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학업수행, 또래관계 형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곤란을 경험하는 이

시기에 대한 전환 지원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

내에서는 연구물 부족으로 인해 초중등 전환교육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성요소 파악도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교급 전환

프로그램 또는 계획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에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구성 요소가 분명해야 한다(Robinson, Braxdale & Colson, 1988). 이

경림(2008)은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교급 전환기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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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행

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초연구부터 차근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장애 학생을 위한 초·중등 학교급 전환에 필요한 교육 지원 요

소를 도출하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선행연구 분

석은 물론, 현장성이 담긴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토대로 학교급 전환에 대

한 교육적 지원 요소를 재구조화하고 이론화하는 연구가 선행적으로 이뤄

져야 한다.

학교급 전환은 이전학교와 상급학교 사이, 즉 전환 시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급의 맥락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특정 장애 또는 교

육 환경 등에 대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인식 차이를 다룬 선행연구

들은 두 학교급 사이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다고 지적하였고, 그 간격을 좁히고 서로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도가 지

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있다(최지연 외, 2013; 최정미, 박외곤,

2012). 또한 이혜정(2013)은 전환교육 실천 현장에서의 교사간 철학 공유

와 일관된 교육과정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사 간 철학이

다르고 일관된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서비

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 가능성은 특수학급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 한바 있다. 학교급 전환 교육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시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 간 협력이 강조되어야 하며, 학교

급 전환 교육이 제공될 때에는 반드시 두 학교급이 모두 합의된 교육적

지원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Cater et al., 2005). 다시 말해, 학교급 전환

을 위한 교육지원 요소를 도출하여 구조화 하는 과정에는 특정 학교급의

교사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모두에게서 보다 균형

잡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념도 연구방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구조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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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 접근으로 구체적인 현상의 내면과 이면을 탐색하고 기술하는 방

법으로서(Kane & Trochim, 2007; Goodyear, Claiborn, Lichtenberg &

Wampold, 2005), 학교급 전환을 위한 교육 지원 요소를 구조화를 위한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개념도 방법은 특정 사

업이나 현상과 관련하여 방향 및 방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상태에서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여 주제 및 방향에 대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구조화하는데 적합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박상희, 홍성두, 2008). 개념도 연구방법은 질적인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현상 경험을 가진 연구참여

자의 인지구조를 기술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영

역, 구성요소, 잠재적 구조 등을 밝히는데 활용도가 높다고 하였다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즉, 개념도 방법을 통해 현장교사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에 의한 초중등

학교급 전환에 대한 개념, 어려움, 교육적 요구, 중요성 등을 파악하여 교

육 지원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재구조화 하는 과정은

현재 익숙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

는 장애중학생들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학교급 전환교육을 효과적으로 실

시하고 있지 못하는 현장 교사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전환 개념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학교급 전환 프로그램을 계획 및

편성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학생의 초중등 전환을 위한 교육적 지원 요소를

파악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결과는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에만 기초한 것

이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실제에 기반한 이론의

틀을 구축한다는 데 의의를 가지며,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급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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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이론과 실제를 잇는 디딤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의 초중

등 전환에 대한 이론적 구조화를 실시하고, 초·중등 특수교사가 참여하는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연구 방법을 토대로 통합 환경, 특수학급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된 ‘지적·자폐성 장애학생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학교급

전환에 대한 교육 지원 요소’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적 지원 요소는 무엇인가?

1)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필

요한 교육적 지원 요소의 차원과 범주는 어떠한가?

2)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필

요한 교육적 지원 요소의 중요도는 어떠한가?

2.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에 필요한 교육 지원

요소별 중요도에 대한 초등특수교사와 중등특수교사의 인식 차이

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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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13 개정)에 따라 지적장

애와 자폐성 장애를 정의한다. 지적장애는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빈도 수 높은 장애영역으로 발달단계에서 신체

연령 대비 전반적인 지적기능 영역에서 결함을 보이고 동시에 적응행동상

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

다. DSM-5에 따르면 발달경과 동안 지적기능과 적응기능 두 가지에서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영역의 결함을 보이는 장애를 일컬으며, 지적지능

결함이 임상평가와 표준화된 개인 지능검사(IQ 70 이하)에서 확인되어야

하고, 적응기능 결함은 발달적 기준과 사회-문화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야 한다.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

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

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칭한다. DSM-5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자폐,

아스퍼거 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PDD-NOS)로 나

눈다. 본 연구에서 자폐성 장애는 자폐, 아스퍼거 증후군, 전반적 발달장

애를 모두 포함한다.

2) 초·중등 학교급 전환

전환(Transition)이란 물리적으로 한 가지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옮겨

가는 것을 지칭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개인의 생활환경이나 사회

및 개인 간의 관계와 같이 더 넓은 개념으로 ‘옮겨감’을 뜻한다. 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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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성숙해 가며 겪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직적인 전환과 상

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수평적인 전환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을 일컫는 초·중등 학교급 전환은 수직

적 전환에 속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은 크게 아동기에서 청

소년기로의 이동을 뜻하며, 학급담임제에서 교과교사제, 이동수업, 심화된

교육과정 등의 학교 환경 변화와 또래관계, 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적 변

화, 사춘기를 겪으며 발생하는 정서적 변화 등 다양한 변화들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전환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

나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초점을 둔다.

3)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이란 한 가지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옮겨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이전에 학습한 것이 새로운

학습이나 반응에 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공

되는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즐거운 학교생활

영위를 위해 요구되는 장애학생의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모두 포

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6학년과

중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적응이 이뤄지는 중학교 1학년을 통틀어, 교사,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관련 기관 및 전문가를 통해 제공 가능한 모

든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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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 특징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에 해당하여 약 99.9%

의 대부분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이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시기로, 소위 ‘사춘기’에 해당하여 그 시

기적 중요성이 인정되며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사춘기의 또 다른 표현

이자 신조어인 ‘중2병’은 어느 날 우리사회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현재까지

도 유행가 제목이나 가사에도 즐겨 쓰이고, 심지어 신문기사 제목이나 책

제목으로도 등장하는 등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중

2병’이란 본래 사춘기를 거치면서 자아를 확립해가는 시기인 초기 청소년

기에 자기 자신을 세상의 주인공이라 생각하여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자

신을 과대평가하는 등 자신을 객관화하여 보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

미하며, 정서적으로 우울감, 자살충동 등과 같은 고독감을 겉으로 표출하

는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다(권재원, 2015). 가족의 소규모화, 부모의 맞벌

이, 한 가족 두 자녀 등 가정환경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거칠게 일어

나면서 학생들의 사춘기 방황, ‘중2병’이 더 심각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진학은 자아개념 형성과 더불어 자기 발전

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사춘기와 맞물려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시기이다(유순화, 2008). Mullins와 Irvin(2000)에 따르면 중학교에 입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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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높은 학업 동기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는 낮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바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가장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중학교 신입생들이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담임교사와의 약한 연대 관계, 교과교사마다의 다른 교수방

법, 빡빡한 일과 운영, 늘어난 교과의 수, 심화된 교육 내용,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중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입학 직후 크게 낮아지는 것(김

대현, 김현주, 2003)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로 전환하는 시기에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매우 폭넓은 사춘기 변화

를 맞이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탐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혼란이 가중

된다(조은문, 2005)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1) 신체적 발달 특징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 시기의 신체발달은 사춘기의 신체발달

특징과 동일하다. 단순히 신장이나 체중의 증가와 같은 신체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답게 혹은 남성답게 성장하는 성(性)적인 기능

획득에 초점이 있다. 안은미(2008)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일어나는 성적인

발달은 개인마다 시기의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순서는

대체로 일정하다. 먼저 여성의 경우는 여성호르몬 증가와 난소의 성숙을

의미하는 월경, 유선조직 확대, 음모 발달, 어깨와 엉덩이 발달 등이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음경과 고환의 발달, 자위나 몽정을 통한 사정의 시작,

목소리 변화, 음모발달, 어깨 발달 등이 있다. 근래 들어 여성의 첫 월경

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평균적으로 시작되고 남성의 경우 개인차가 크지만

과거보다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신체발육의 가

속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건강, 영양, 심리적 보살핌 등의 환경 조건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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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 영향도 있지만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보 획득 시기도

빨라져 학생들의 성(性) 인식 시기가 앞당겨진 영향도 있다.

2) 심리적 발달 특징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 시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감정적 기복

이 강하고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 이유는 불안, 고독, 열등

감, 공허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빈도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안은미, 2008). 장래에 대한 확신이 부

족하고, 자아개념 성립이 시작되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

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열등감이나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기 쉽다. 또한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는 또래관계가 ‘단짝’이나 특정 ‘그룹’으로 국소

화 되는 ‘그룹화’ 경향이 있고, 권력이나 외모, 성적 등으로 우열이 가려지

면서 ‘서열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권중돈, 김중배 2005). 특히 동성친구를 선호하던

초등학교 시기에 비하여 중학교 시기부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성을 향한 욕망이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덜 성숙된 방식이나 폭력적 방식에 의존될 가능성이 높다(한상철, 2004).

3) 사회적 발달 특징

사회적 특징은 심리적인 특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시기는

학교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예상치 못한 신체변화가 맞물려 사춘기 불안

및 반항 심리와 환경 변화 부적응에 따른 두려움 등이 결합되어 다른 양

상의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한상철, 2004). 특히 기존 사회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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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교사 등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심과 욕구불만이 가장 주요한 사춘기

적 심리적 특징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대화 단절, 교사와의 마찰 등이 빈

번하게 일어난다(정옥분, 2004). 중학교 입학과 더불어 또래관계에 의존하

고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학교에 입학하면 ‘선배’라는 개념이 생기고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서열화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며 인정을 받고

자 하는 욕구도 생기게 된다.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중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경험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욕구 분출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방식을 청소년기만의 개성으

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욕구 분출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하다.

2. 장애학생의 중학교 배치 및 교육환경

1)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의 중학교 배치

2008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유

치원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는 의무교육을 받도록 명시되어있다.

누리과정을 통한 영아과정부터 고등학교에 소속된 준성인기 준비를 위한

전공과 과정까지 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정하

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영아기부터 고등학교 과정동안 책임질 의무가 있

으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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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특수학급의 학생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6조 제 1항 규정)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를 통한 선정과 각 학교급의 지정․배치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

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와 제 17조와 같은 여러 조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의 중등 특수학급 취학 관련 법적

규정에 따르면, 중학교 특수학급의 취학은 시· 군 ·구에서 운영하는 지역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학교 특수

학급 배치는 관할 교육청을 통한 지원과 직접 지원의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나 이 두 과정은 처음 서류 제출처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는 동일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느 경로를 거치든 특수교육대상자

로서 중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먼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위원회 결정

을 통해 선정·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즉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중학교

특수학급 배치, 특수학교 배치 등 모든 학교급, 학교·학급 유형과 관계없

이 선정·배치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주용근, 2008).

중학교 특수학급은 1979년에 한 학급을 설치한 이후 몇 년 간 공백기를

거쳐 1983년에 3개 학급, 1984년에 13개 학급, 1986년에 432개 학급, 1996

년에 681개가 설치되었고,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교육부, 1993, 1998;

국립특수교육원,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중학교 특수학급의

최초 설치 연도를 1979년 혹은 1983년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2000년에는 전국에 809개, 2012년에는 2,144개, 2014년에는 2,353개의 중학

교 특수학급이 운영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6년과 2015년에는 먼저 2016

년에는 1,795개의 중학교에 2,353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10,602명이 배

치되었고(교육부, 2016), 2015년에는 전국 1,801개의 중학교에 2,37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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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이들 특수학급에서 11,312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교육부, 2015). 또한 최근에는 일반학급에 완전 통합되

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수교육통계에 의하면,

중학교 일반학급에 완전 통합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2년에는

3,532개 학급에 3,809명(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4년에는 3,578개 학급에

3,828명에 이르렀고(교육부, 2014), 2015년에는 3,413명, 2016년엔 3,373명

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2016년 기준 ‘중학교 통합교육 대상’ 학생은 특

수학급에 배치된 10,602명과 일반학급에 배치된 3,373명을 합쳐 모두

13,975명이 된다. 이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6,142명에 비해 대략 2.2배가 넘

는 수치이며, 전체 특수교육대상 중학생 19,793명의 약 70%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중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증가하고 일반중학교로 통

합되는 장애학생들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전에 비하여 특수학급 운영 목적

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특수학급이 학습부진 학

생들의 학업증진을 돕는 도움반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사 및 학교 운영자

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을 특수학교로 진학하지 않았거나 못

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례도 있다(박승희, 2003). 우리나라의 중학교 특수학급 운영형태를 살펴

보면, 일반학급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 분리교육을

받는 ‘전일제’ 특수학급,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면서 시간제로 참

여하는 ‘시간제’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완전 통합 교육을 받으면서 특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할 때만 부분적으로 지원받는 ‘완전 통합’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전일제 학급에는 전일제 형태의 순회학급과 파견학급도

포함되는데, 이는 가정, 시설, 병원, 학교 등으로 교사가 파견되는 경우를

말하며, 순회학급은 교실은 없고 학급 수만 인가된 경우를 의미하고, 파견



- 18 -

학급은 교실이 있고 학급 수도 인가된 경우를 의미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4.).

2)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의 중학교 환경

중학교의 교육환경 특징은 학생, 관계, 환경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

다. 먼저, 중학교 시기의 학생 개인의 특징은 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적

성숙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외모에 대한 관심

도가 증가하고 외모로 인한 자아정체감도 형성되기 시작한다(Nottkmann,

1987). 이 시기는 또래 친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등 또래로부터 만족을

찾으려 하는 등 깊고 복잡한 또래관계를 형성한다(Munsh, & Blyth,

1993). 자아 개념이 형성되면서 정서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는 시기

라고도 하며, 또래관계에서 오는 압력, 자의식,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역할,

성 정체성, 신체적 발달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Libet

& Lewinsohn, 1973; Wigfield & Eccles, 1994). 이 시기의 학생들은 여러

변화를 경험하며 성장한 독립성이 더해져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 보일 수

있어 부모 및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럽고 도전이 되는 시기이다.

두 번째는 관계 특징이다. 초등학교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며, 부모

나 친구, 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변인들로부터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것

을 요구받는다(차미영, 2003). Gardner와 Carpenter(1985)에 따르면 이 시

기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친구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는 우

정과 소속감이 강조된다고 한다. 극심한 변화를 함께 겪는 친구로부터 위

로 받고 지지받기를 원하며, 또래 집단의 응집력이 매우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따돌림과 같은 또래 거부 문제도 발생한다. 장애학생의 경우, 이러

한 어려움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공격성이 높고 친사회적 행동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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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습득하지 못한 장애학생들은 응집력이 높은 또래집단에서 거부되기

쉽고,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Polloway et, al, 1981). 다음으로, 교

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시기의 학생들은 여러모로 다루기 어려운 특

징을 드러낸다. 아직 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 대접받길 원하

거나 성인처럼 행동하는 성인 모방 행동을 하며, 소위 반항 행동을 한다

(Fenzel et. al, 2000). 그러나 장애학생들은 교사에게 의존해왔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장애학생이 교사에게 갖는 심리적 거리감은 가까운데

교사는 학생에게 일정 수준의 거리를 두고자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

와의 친밀감과 비교할 때 벌어진 심리적 거리감은 중학교 교사에게 신뢰

감을 갖지 못하게끔 하거나 학생이 소외감을 느끼게끔 하기도 한다

(Nottkmann, 1987)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변화는 발생한다. 장

애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장애학생에게 더 이상 학업적 혹은

발달적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부모들도 발생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피

곤함으로 학교생활 참여도가 낮아지기도 하는 등 부모와의 친밀도 역시

하락한다(Paulson, et al., 1999).

세 번째는 환경 특징이다. 보편적으로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학교

규모가 확대되고 교사 수도 증가하며, 복합한 규칙이나 절차들이 강조된

다. 한 학생이 만나게 되는 교사의 수 증가는 담임교사에 의해서 모든 수

업이 이뤄지던 초등학교에 비해서 복잡성과 심화성이 증가한 차원으로 해

석되며, 각 교사마다 가지는 수업 방식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학생

들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또한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특수학급으

로 이동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동성 기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

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관리, 물건관리 등 자조기술과 연관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나수현, 2009). 또한 학급 분위기 역시 학업수행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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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장애학생에게 비교적 따뜻하고 옹호적이며 긍정적이었던 초등

학교 학급 분위기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띌 수 있다

(Midgley, Anderson, & Hicks, 1995). 이는 학급에 속한 일반학생들 역시

극심한 사춘기로 인하여 장애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어려

운데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 또래관계에서 서열화, 그룹화 등이 일어

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경우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에 이르기까지 같은 학교 환경 안에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중학교로 전환할 때 겪게 되

는 학교 환경의 변화는 크지 않다. 특수학교는 더욱이 신체생활연령에 초

점을 맞춘 지도가 이뤄지는 일반학교에 비해 지적수준에 초점을 둔 지도

가 이뤄지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사회적 정서적 행동 발달이

저해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장애학생들의 특징 및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환경으로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박승희, 2006). 이처럼 일반중학교는 학생, 관계, 환경적으로 초

등학교에 비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학생들

이 적응해야 하는 변화 간극 차이가 매우 벌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장애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

1) 장애학생의 학교급 전환 개념 및 연구 동향

학교급 전환은 수직적 전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직적 전환은

장기간 동안 일어나는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

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 또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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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인)로의 전환을 포함한다. 최근 장애학생의 학교급간 전환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본 이숙향(2015)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출판된 논문

가운데 장애학생의 학교급간에 초점을 두어 학교급 전환 및 인식, 경험,

적응기술이나 전환 지원 방안 등을 다룬 논문 41편을 선정하여 학교급간,

발표연도,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홍주희,

이숙향(2015)가 2014년까지 발표된 직업전환교육 관련 동향 연구에서 수

집한 51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유치원

에서 초등학교 전환은 24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4편, 중학교에서 고등

학교는 2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또는 직업 전환은 11편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발표년도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하여 연구가 발

표되어왔으나 2009년에서 2011년 3년 동안 14편이 발표되는 등 집중되는

시기가 있었음을 보고하였고, 연구대상은 부모가 13편, 장애학생 6편, 일

반 교사 6편, 특수교사 4편 그 외 7편으로 교사나 부모의 인식연구가 주

를 이룬 것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주제는 학교급간 전환실태 및 인식이 9

편, 상급학교에서의 적응 기술 및 지원 방안이 6편, 전환지원 프로그램 개

발 및 효과가 5편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방법은 설문지 등을 통한 조사연

구가 20편, 질적 연구 9편, 경험적 연구 6편, 문헌 연구 5편순으로 분석되

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급 전환 관련 동향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까지 국내에서 전환 연구는 전환이 문자 그대로 현재 단계에서 그 이

후로의 단계, 즉 그 간(間)에 중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전환에 비하

여 활발하게 연구되어지지 않았으며, 학교급 역시 균형 있게 연구되지 않

고 유치원에서 초등, 고등에서 직업으로의 전환에만 치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 전환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5세에서 11세까지의

장애유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또래관계 형성에 있어 가장 많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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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박천희, 양성은, 2011), 중학교에 입학한

장애 초등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적응

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 염려 등의 혼합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Carter et a.l, 2005). 장애학생들은 비장애학생들에 비하여 주변인

들과의 관계에서 낮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며 또래 간 따돌림과 같은 부

적응 문제를 빈번히 경험한다(Hughes et a.l, 2013). 왕따 문제는 심리 정

서적 간극 차이가 가장 극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매우 많

이 발생하는 문제로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장애학생들 역시 많은 어려움

을 호소하였는데 자신의 장애로 인한 학우들의 따돌림이나 괴롭힘, 누적

된 학업 지체, 새로운 환경으로의 적응 지체 등으로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다(Fraisier, 2007). 또한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보

다 훨씬 더 늘어난 수업 시수와 높아진 학업 수준, 주변사람들의 기대, 시

간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충을 겪을 수 있다(Letrello,

Miles, 2003).

이렇게 학교급의 변화는 신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정서적, 신체적 성

숙과 같은 개인적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 교수환경, 또래관계, 부모와의 관

계와 같은 외적 변화를 포함한다. 사실 교사나 학부모에게도 초등학교에

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달라짐에 따라 급변하는 장

애학생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상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주에 있을 수 있

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많은 장애학생들은 새로운 학교 적응에 어려

움을 느끼며, 장애 자녀를 둔 부모,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일반 교사, 특수

교사들 역시 장애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실제로 유치원에서 초

등학교로 전환을 준비하며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취학 유예 문제로 고민

하고 있고(김혜선, 김호연, 2010; 이금진, 박승희, 2005), 학교급관 전환 과

정에서 오는 여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 불안, 고립감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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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고, 교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미라, 정

남운, 2006; 한미애 외, 2011).

장애학생과 부모의 이러한 학교급 전환과 관련한 어려움은 학교나 교사

의 지원이 미흡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낮은 인지능력으로 인

해 발달과 적응에 지체를 보이는 지적장애 학생들이나 자폐성 장애 학생

들이 새로운 학교급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급간 사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강력한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이숙향,

2015), 2015년 이후인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새로운 학교에 적

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 정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이전 학교급에서 어떤 수준으로 교육적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결고리조차 없는 실정이다. 백정옥, 최윤희(2010)에 따르면 초등학

교에서 일반중학교로 장애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들은 학교급 전환에 대

한 정보나 준비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 중요성은 중학교에 입학 시킨 후

에야 알게 되었다고 보고했으며, 정윤우(2012)는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들은 자신들이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며 학교급간 전환에 있어 교사의 역량 및 지식이 부족함을

꼬집은 바 있다. 이렇듯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학교급 전환 과정에서 전

환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원을 받거나 제공하

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음이 선행연구들에(김해선, 김호연,

2010; 이금진 박승희, 2005) 의해서 밝혀졌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 해

결하기 위하여 ‘학교급 전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교육지원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2) 장애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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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은 일반학생들에게도 새로운 환경, 관계,

신체적 성숙 등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어렵고 도전적인 시기이다. 이 시

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며 이로 인해 많은 심리적, 정서적 어

려움을 수반한다. 유아기에서 아동기로의 전환,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 가운데 가장 독특한 성격을 가지는

전환이다. 초중등 전환 시기에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며 자신의 역할 정

의와 자아감에 있어 괴리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학업적으로 능력과 성취

사이의 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신체적 성숙으로 인해 준성인기

로서의 준비도 실행되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서로 순환되면서 문제로 발생

하기 쉽다(차미영, 2003).

먼저 적응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학생이나 환경 변화에 민감한 자폐성

장애학생에게는 개인의 성취, 사회, 정서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변화에 대

한 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에 입학한 후, 심리적, 물리적 환경

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 쉽다(주용근, 2008).

다시 말해, 장애학생들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활동이나

장소, 관계, 서비스, 프로그램 등으로 전환 할 때 이전에 학습되었던 내용

을 일반화 시키는 데 상당한 지체가 발생하며, 심지어는 학습된 내용조차

잃어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원만하고 성공적인 새로운 중학교 생활 영위

를 위하여 장애학생의 적응능력을 강화하고 적응속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

적이고 종합적인 전환교육이 요구된다(박승희, 2006).

다음으로 학업수준과 관련하여 이 시기의 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초등학교에 비해 복잡해진 학업 내용뿐만 아

니라 많아진 과목 수 등으로 학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장애학생들은 학업

적 자아개념이 낮아짐을 경험한다(Wenz-Gross, Siperstein, Untch, &

Widamah, 1997). 자신의 학업적 잠재력을 저평가하게 됨으로써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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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치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학교생활에 서 쉽게 포기하는 성

향이 생기게 된다(Midgley & Urdan, 1992).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

생들의 인지능력 부족이라는 장애 특성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적 자아

개념을 간과하기 쉽고 성인기 전환과 사회 통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곧 학교생활의 질로 연

관된다. 학업적 수행도가 높아지면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전환 시기

에 발생하는 전반적인 어려움이 적어지므로 전환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이

다(Hirsch & Rapkin, 1987).

또한 통합교육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일반중학교에 입학

하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의 수가 각 장애영역의 학생 수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의 절반 이상

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렇게 일반중학교, 통학교육 환경

으로 진학하는 장애학생의 수가 증가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이진

숙, 2002),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회성(이신령, 박승희, 2007), 중학교

전이에 필요한 기술(차미영, 2003) 등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 통합 교육 관련 연구들에서도 초등학교에서의

전환, 고등학교로의 전환과 같은 학교급 전환교육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

조하고 있다(김인숙, 2007; 나수현, 2008; 차미영, 2003; Burton, 2005;

Carter, Clark, Cushing, & Kennedy, 2005).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

환으로 인한 어려움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Polloway와 그

의 동료들(2001)은 중학교로의 전환은 인생에서 꼽히는 중요한 전환 가운

데 하나로 초등학교보다 확장되는 물리적 환경,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맺

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학교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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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및 방법

• 장애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중학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 조사

트레스를 감소시켜 학교생활에서의 올바른 정체감 형성과 긍정적 또래 관

계를 위해 초중등 전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중학교로의

전환은 성인기 전환의 전 단계로, 성인기 전환 시 직업전환기술만 훈련하

고 집중 지원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태도를 닦아 놓는 과정이며, 지적장

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들의 더 성공적이고 단단한 성인기 전환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 지원되어야 하는 전환이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 지원을 연구한 많

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유연한 전환을

위해 장애학생을 잘 준비시키는 것과 장애학생의 가족에 대한 지원, 중학

교 통합학급의 일반교사와 또래학생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차미영, 2003; Akos, 2002; Bauer, Keefe, & Shea, 2001; Demchak,

2000; Greenen, Powers, & Lopez-vasquez, 2001; Jason & Weine, 1993;

Lehmann, 1999; Polloway, et al., 2001; Robinson, Braxdale, & Colson,

1998; York, Doyle, & Kronberg, 1992). 또한 이러한 전환들이 초등학교

를 졸업하기 전부터 중학교를 입학 한 이후까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함

과 동시에, 특히 중학교 입학 직전과 진학 초기에 10월에서 4월까지는 집

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Akos & Galassi, 2004; Burton, 2005;

Hamill & Everington, 2002; Hirsch & Rapkin, 1987; Perkins & Gelfer,

1995). <표 1>에는 장애학생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 지원과 관

련하여 시기별 전환 지원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표 1> 장애학생을 위한 시기별 전환 지원의 내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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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교

6학년

하기

• 중학교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원을 조사하여 이를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IEP) 목표에 포함시키기

• IEP 회의에 학생이 진학하게 될 중학교의 교사를 참여시키기

• 장애학생의 전환 지원에 대한 문서화된 계획 수립하기

• 장애학생에게 전환에 필요한 기술(예, 자기관리 기술, 기초 학

업기술, 사회성 기술 등) 교수하기

•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 간 지속적인 협력

• 학생이 진학하게 될 중학교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기

중학교

입학

직전

1～2개

월

• 중학교 사전 방문하기: 환경 탐색하기, 중학교 일과대로 이동해

보기, 중요한 학교 일과 연습하기, 중학교 교사와의 만남 가지

기

• 장애학생이 어려워하는 활동이나 기술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

수하기

• 중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담당하게 될 교사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훈련 제공하기

• 가족 지원

- 가족들에게 중학교의 주요 활동들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 가족들에게 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규칙, 학교의 이념

과 철학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 가정 내에서 중학교 일과대로 생활하도록 준비시키기

- 가족과 중학교 교사와의 만남 주선하기

중학교

입학 후

초기

3-4주

• 일반학급 교사와 학생들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 및 필요한

지원 제공하기

•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또래 지원 체제 준비하기

• 장애학생이 매일의 학교 일과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활동 확인하기

•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 수정하기

•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상담하기

출처: Carter, E. W., Clark, N. M., Cushing, L. S., & Kennedy, C. H. (2005).

Moving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Supporting a smooth transition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37(3), p. 11를

나수현(2008) 발췌 후 수정한 것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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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to

learn

학업

기술

Ÿ 기초학업 기술(basic academic skills) : 단어 읽고 쓰

기, 셈하기, 자신의 이름쓰기, 시계나 달력 읽기, 글

읽고 이해하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등, 일

상생활적응을 위한 선수 기술도 포함

Ÿ 학습기술 (Study skills) : 학습습관, 기법, 태도를 포

함하여 과제 점검하기, 정보 처리하기, 시간 관리하기,

노트필기하기, 수업 참여하기, 수업에 집중하기, 시험

보기 등과 같은 기술

자조

기술,

자기

관리

기술

Ÿ 자조 기술(self-care skills) : 화장실 사용하기나 옷 입기,

식사하기, 학교 내 특별실 이동하기, 통학하기 등

Ÿ 자기관리 기술(self-management skills) : 교사의 지

시 따르기, 자신의 물건 스스로 챙기기, 사물함 관리

하기, 수업 전에 학습 도구 준비하기, 학교 일과 내에

서 일상적인 시간 지키기 등

Carter와 그의 동료들(2005)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 시기에

놓인 장애학생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9개의 전환 전략을 제시하

였다: 1) 초등학교 시기부터 중학교 전환을 계획하기; 2)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 간 협력하기; 3)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생에게 전환을 준비시

키기; 4) 전환 프로그램에 가족 참여시키기; 5)전환 시기 동안 교사와 부

모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하기; 6) 물리적인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경

험 제공하기; 7) 또래 지원 프로그램 개발하기; 8)장애학생의 학교 활동에

의 참여 지원하기; 9) 장애학생의 독립심을 향상시키기. 중학교로의 전환

을 앞둔 장애학생을 위하여 체적인 전환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학생들이 지내게 될 환경인 중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

악하고, 이를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교육에

요구되는 내용을 장애학생이 습득해야 하는 기술과 장애학생에게 제공해

야 하는 지원을 나누어 제시하면 아래<표 2>와 같다.

<표 2>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 교육 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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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

기술

Ÿ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요청하기, 타인의 공격에 대한

자기 보호, 적절한 감정표현, 또래 놀림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등

Supports

to

offer

심리적

적응

지원

Ÿ 걱정 : 학업, 엄격해진 학교 규칙,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학교 폭력 등

Ÿ 기대 : 새로운 친구 및 교사와의 만남, 사물함 사용과 같

은 새로운 학교 시설에 대한 기대, 교복 착용 등

일반

교사,

또래

학생

지원

Ÿ 또래 : 장애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며, 장애학생을 학교 혹은 학급의

구성원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

Ÿ 교사 : 장애학생을 담당하게 될 교사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부가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전환

지원의 요소

가족

지원

Ÿ 가족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개별화된 지원 제공, 중학

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생활 및 환경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여 주고, 전환 기술의 내용을 교육하여 가정

에서도 전환에 필요한 기술 교수가 이루어지도록 지

원

첫째, 학업기술이다. 장애학생의 중학교로의 전환 시 중요한 학업 관련

기술로는 기초학업기술과 학습 기술을 들 수 있다. 먼저, 기초학업 기술

(basic academic skills)은 단어 읽고 쓰기, 수 알기, 셈하기, 자신의 이름

읽고 쓰기, 시계나 달력 보기, 짧은 글 읽고 이해하기, 자신의 생각을 글

로 표현하기 등과 같은 기술이 포함되며,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선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나수

현, 박승희(2008)는 중학교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중학교 전

환에 필요한 기술들을 조사하고, 필요한 기술로서 자신의 이름쓰기, 숫자

읽고 쓰기, 간단한 단어 읽고 쓰기 등을 우선순위로 강조하였다. 사실 지

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의 장애특성상 인지능력에 손상이 있기 때문

에 학업적 기술 습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박승희, 2006). 꼭 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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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반한 장애학생이 아니더라도 중학교 장애학생들은 유치원과 초등교

육 과정을 거치면서 특수교육서비스와 개별화된 집중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 읽기, 쓰기, 기초 연산 기술 등 기초학업 기술에도 많은 제한을 보

인다(Smith, 1998). 그러나 Schumaker 외 동료들(1983)은 초등학교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치초학업 기술을 습득하는데 쏟고 있으며, 중학교

교사들 역시 장애학생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기초학업기술은 일반적으로 비장애학생들에게 기대하

는 높은 학업 수준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사회에서도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반드시 익혀야 하는 일종의 생존 기술로서 짧은 시간에 학

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학습 기술(study skills)은 공부하기 기술(learning skills)이라고도 하며

학습 습관과 학습 기법, 학습 태도 등과 같이 효율적인 학습에서 요구되

는 학습자의 기술적인 능력과 학습 전략과 같이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인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변영계, 1993; 변영계, 안종

민, 2001). 여기에는 과제 점검하기, 정보 처리하기, 시간 관리하기, 노트

필기하기, 수업 참여하기, 수업에 집중하기, 시험보기 등과 같은 기술들이

포함된다.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습과 관련된 전략 사용과 시간 관리 및

학습 수행에서 요구되는 필기하기나 시험보기와 같은 기술들이 많이 부족

하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온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일반학급 내에서 교사들의 장애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부족

으로 공부하기 기술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몇몇 연구에서도 일반학급 교사들은 장애학생의 일반학급에서의 수업 참

여에 대해 비교적 낮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김번영, 박승희, 2007; 나

수현, 박승희, 2008), 이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과정적 통

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 31 -

둘째, 자조기술(self-care skills)은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

한 최소한의 일상생활 기술로서, 중학교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로는 화장

실 스스로 사용하기, 손 씻기, 옷 입기, 식사하기, 교내 이동하기, 학교 등

하교하기와 같은 기술이 포함된다(나수현, 박승희, 2008; 차미영, 2003). 이

러한 자조기술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생활을 위

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

내어야만 하는 기술에 해당한다. 나수현, 박승희(2008)는 일반중학교에 통

합된 장애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로 자조기술을 보고하

였고, 중등특수교사가 인식한 중학교 입학에 요구되는 가장 기초기술로

자조기술을 꼽았다(조인수,2013). 장애정도가 더 심하거나 지체장애를 동

반하는 장애학생들과 생활하는 특수학교 특수교사들은 생활연령이 높아짐

에 따라 자조기술에 대한 요구는 낮아진다고 보고하여(김선희, 1997), 자

조기술은 통합환경에서 더 요구도가 높은 기술임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중학교는 준성인과 같은 독립심을 갖추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신

체적 독립성과 직결되 자조기술은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자기관리 기술(self-management skills)은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

생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

을 스스로 관리하고 변화시키는 기술이다(McDougall, 1998). 자조기술이

독립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한다면 자기

관리 기술은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관리 기술은 중학교 전환에 있어 자조기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

술이다(나수현, 박승희, 2008). 자기관리 기술에는 물건 스스로 챙기기, 자

신의 사물함 관리하기, 준비물 챙기기, 교사의 지시 따르기, 시간관리 하

기, 외모관리하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술은 학생에게 주입식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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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기보다 중학교 입학 시기와 맞물려 적절한 환경 속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Carter, et al., 2005).

셋째, 사회성 기술(Social skills)은 장애학생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 기술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기술이다. 장애중학생은 비장애학생들과의 소통에서 비장애

학생들이 가지는 사회적 단서(social cues)를 쉽게 읽지 못하거나 비언어

적 의사소통 방식은 물론 언어적 의사소통방식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백정옥, 최윤희, 2010). 그러므로 이 시기

의 장애학생들은 또래 학생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나이에 맞는

언어와 행동으로 적절한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 사회성 기술

을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Gardner & Carpenter, 1985). 일반중학교

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성 기술로는 먼저 소통과 관련하

여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요청하기, 적절하게 감정표현하기, 또래의 놀림

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또래의 공격에 대해 자기옹호하기 등이 포함되고

(이신령, 박승희, 2007), 다음으로는 성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또래학생들도 사춘기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

피하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성적 행동 하지 않기 등의 성적인 사

회성 기술도 포함되어야 한다(나수현, 2008). 즉, 사춘기가 찾아오는 초·중

학교 학교급 전환시기에는 적절한 성교육이 요구되는데 McCabe(1993)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인 성장요인들과 성적 요소들은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단순히 금지하고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다고 하였다. 장애학생의 건전한 성 생활을 위하여 성에 대한 정보와 더

불어 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인으로서 성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수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긍정적 자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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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위한 사회성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을 강조해야 한다(김수현, 1999;

Whitehouse & McCabe, 1997).

넷째, 심리적응을 위한 지원이다. 심리적 적응은 장애학생이 전환 시기

겪는 다양한 변화들을 큰 정서적 요동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학생들이 중학교 입학 시기 어떠한 기대감과 불안함을 겪는지

를 우선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장애학

생들은 심화된 학업수준이나 제도나 학교 규칙의 엄격성, 새로운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형성 등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반면에 교복 착용과

같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교사,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 등와 같이 ‘새

로움’에 설레임을 느끼기도 한다(유순화, 2007; Akos & Galassi, 2004). 이

러한 장애학생들의 불안과 기대를 반영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적응인

가능할 수 있도록 전환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나수현, 2008). Carter외 동료들

(2005)이 제안한 전환 전략을 살펴보면, 장애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하여 중학교 입학 전에 학교를 미리 방문해보는 것이나 중학교와 연계

하여 중학교 환경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일회적으로 ‘중학교 방문하기.’ ‘중학

교 선배가 들려주는 중학교 이야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에서 운

영하는 시범사례나 요구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행정적인 연계가 원

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보편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간 연계가 이뤄지고, 교사간 소통을 통해 중학교로

의 진학 직전에 중학교 사전 방문을 통하여 상급 학교 환경을 미리 탐색

하고, 중학교에서의 일과대로 특수목적교실로의 이동(체육실, 미술실, 음

악실 등), 점심시간, 청소시간 등을 경험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 시기에

중학교 교사와의 사전 만남 등을 통해 중학교로 전환한 이후 학교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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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만족도와 적응도를 높일 수 있다(Akos, 2002; Akos & Galassi,

2004; Bauer, et al., 2001; Burton, 2005; Zeendyk, Gallacher, Henderson,

Hope, Husband, & Lindsay, 2003).

다섯째, 일반교사나 또래를 위한 지원이다. 통합환경 특수학급에 입급되

어 있는 장애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일반학급이며, 가장

많은 접촉이 이뤄지는 대상은 또래 비장애학생과 일반교사, 특수교사이다.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일반교사나 또래학생들은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통합환

경에서 함께 지내는 또래학생은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직접적인

상호작용 대상이 되며, 장애학생의 자존감, 소속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동일, 김언아, 2003). 중학교 시기는 비장애학생들도 또래관계에

의존하는 심리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장애학생들 역시 또래관계가

결정적으로 학교적응을 판가름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장애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이해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장애이해교육은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일방

적으로 포용하고 수용하는 방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

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민의식과 장애에 대한 차별적 선입견을 해

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나수현, 2008). Carter와 그의 동료들

(2005)의 연구에서도 학교급 전환 시기에 비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장애

학생의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반중학교에서

일반교사는 교과시간 등을 통해 장애학생을 만나므로 장애학생에 대해 충

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

족할 경우, 협동교수 또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협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학생을 담당하게될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교과교

사까지도 장애학생 교수에 필요한 정보와 부가적인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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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학생들은 통합 환경에서 일반교사의 역할과 태도에 따라 학교생

활 적응, 통합교육 성공 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차미영, 2003), 일

반교사들을 위한 지원은 유연한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 할

수 있다(최선실, 박승희, 2001). 일반교사를 위한 지원에는 장애학생에 대

한 정보 제공, 장애학생의 수업 참여를 돕기위기 위한 다양한 교수 방법

제공, 문제 행동 수정에 대한 자문 등이 포함될 수 있다(김번영, 박승희,

2007; 박승희, 정영희, 2002; 최선실, 박승희, 2001; Carter, et al., 2005).

여섯째, 장애학생 가족을 위한 지원이다. 가족지원은 장애학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전환기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으로,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성장과 함께 보호자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

이나 교육적 지원을 포함한다. 중학교 전환과 관련하여 가족지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데(Akos, 2002; Greenen, et al., 2001;

Lehmann, 1999; Polloway, et al., 2001), 그 중의 하나는 장애학생과 가족

들에게 장애학생의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

그들의 전환 요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장애학생들

은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보편적인 요구와 동시에 자신의 가정환경, 심리

적 상황, 장애특성으로 인해 개별적인 요구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선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개별적인 지원을 통해 장해학

생들과 가족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하

여, 변화에 순탄히 적응하기 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

로, 가족들에게도 중학교 교육과정 체제와 운영방법, 학교생활 및 환경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이에 필요한 전환 기술의 내용을 교

육하여 가정에서도 전환에 필요한 기술이 연계적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족들이 가장 놓치지 쉬운 청소년기 장애학생과의 의사



- 36 -

소통 방법이나 심리적, 행동적, 신체적 변화 특성에 대해 이해시키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치 방법도 교수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환 시기에

놓인 장애학생들이 도움과 정보를 적재적소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족과

가족 간의 가족결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다(김미영, 박지연, 2004).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

에 충분한 교육을 받은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를 1:1로 결연을 맺게 하

는 프로그램으로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서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학생 가족들 간의

상호적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으로 전문가 지원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

는 개별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Singer, Marquis, Powers,

Blanchard, DiVenere, Santelli, Ainbinder, & Sharp,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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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개념도 연구

개념도 방법(Concept Mapping)은 통계적으로 다차원 분석과 군집분석

에 기초하고 있는 연구로, 연구주제와 관련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용과 구

조에 대하여 개념도라는 최종 결과물을 산출해내는 방법이다. 개념도 연

구가 질적 연구이냐 양적 연구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으나 이

를 정확하게 구분 짓는 것은 무의미하다. Paulson과 동료들(1999)는 개념

도 연구방법은 질적인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방식의 연구방법

이라 하였고, Kane과 Tromchim(2007)은 특정한 집단이나 조직이 공유하

고 있는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구조화 방법으로 연구 방

법에는 질적·양적 요소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개념도

연구방법은 질적인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연구 참여자의 생각이나 개념을

추출하지만, 개념도 도출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다차원 분석과 군집분

석으로 양적 연구 방법이 상대적으로 볼 때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개념도 연구법은 현상 경험을 가진 연구 참여자의 인지구조를 기술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는 현상이나 구성 요소, 잠재적인 구조 등을 밝히는

데 활용도가 높고, 연구 절차에서 기초 자료 구성과 최종 결과를 얻기 위

한 자료의 조직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만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 가지는 제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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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주관적 시각의 개입이 최소화 된다는 장점을 가진다(Kane &

Trochim, 2007). 또한 이 연구방법은 이론적인 근거는 있으나 체계가 불

충분한 분야의 탐색 단계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고, 연구 참여자나 집

단 구성원이 원하는 기획이나 프로그램 기획이나 구성, 평가를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공통된 틀을 개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Kane &

Trochim, 2007). 개념도 방법에서 활용하는 다차원 분석은 한 현상에서

추출한 여러 컨텐츠 또는 요소 간의 관계를 객관적 또는 주관적 관계에

의한 수치적 자료로 정리하여 다차원 공간상에 구조화 시키는 분석으로

이러한 관계 구조를 공간 상의 그림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차원 공간의 차원 해석을 통하여 목적물이나 요소를 구분하는

일련의 인식 차원도 탐색할 수 있다(고은영, 2011). 특수교육 분야에서 개

념도 방법은 특정한 현상이나 프로젝트와 고나련하여 사업의 방향 및 방

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미흡할 때,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주제 및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단계적으로 구조화하

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박상희, 홍성두, 2008).

개념도 작성 절차는 필수적인 세 단계로 제시되고 있다(정찬석, 2005;

Paulson et al., 1999). 먼저, 특정한 질문에 대해 자기보고식 설문이나 면

담 응답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경험에 따른 내용을

수집하는 과정이 요구되고,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가 직접 아이디어 수집

과정을 통해 도출된 진술문에 대하여 유사도와 중요도를 평정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다차원 척도법과 위계적 군집 분석을 통해 개념도

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요구된다.

Kane과 Trochim(2007)은 개념도의 연구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6단계

를 거쳐 제시하였다[그림 1]. 첫째, 개념도 연구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아

이디어 촉진 질문을 구성하고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연구 참여자를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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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둘째, 아이디어 수집 단계로서 개념도 연구의 기초석이 되는

단계라 볼 수 있으며,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다.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되 논

점이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각의 아이디어 간에 링크(Link)를 강

조하는 아이디어 구성 방법으로, 개별 면담, 집단 모임, 우편, 인터넷 사이

트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셋째는 최종 아이디어 목록 도출

단계로,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아이디어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중복되는

내용은 하나로 통합하고 연구 주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는 삭제

하는 등 종합과 편집 과정을 거쳐 최종 아이디어 목록을 산출한다. 넷째,

최종 아이디어 진술문을 토대로 분류와 평정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이해되는 방식’으로 또는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것끼리’,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것끼리’ 분류하고 ‘중요성’, ‘우선

성’ 등에 따라 평정한다. 분류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진술

문 카드를 제작하여 직접적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중요도는 리

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주로 사용한다(민경화, 최윤정, 2007). 다섯째,

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차원 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개념도를

산출한다. 다차원 척도법과 군집 분석 실시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자료를 코딩하여 유사성 행렬표를 만들고, 각각의 행렬표를 합산한 자료

를 구성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차원 척도법 실시 결과 얻어진 좌표

값을 토대로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정에 의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

하여 개념도를 완성한다. 여섯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개념도를 연

구 목적에 따라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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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1단계 준비

Ÿ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를 명확히 하고 관

련 이해당사자를 파악하여 이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섭외

자료

수집

2단계

아이디어

생성

Ÿ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과 의견을

모으고, 아이디어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류

3단계

진술문

구조화

Ÿ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진술문

(statement) 형식으로 축약, 편집하고, 진술문을

분류, 평정

자료

분석

4단계

개념도

분석

Ÿ 각 참가자들이 구조화한 아이디어를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개념도 지도 산출

Ÿ 각 진술문이 지도에서 공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하

는지 보여주는 다차원척도를 통한 포인트 지도

확인

Ÿ 각 포인트들이 어떤 군집으로 묶이게 되는지 결

정하는 군집분석을 통한 클러스터지도 확인

구조

해석

5단계

지도해석

Ÿ 구조적이고 참여적이며, 이해당사자 중심의 해석

Ÿ 진술문 목록, 클러스터 목록, 포인트 지도, 클러

스터지도, 평정지도, 클러스터 평정 지도 : 각 지

도들이 각 진술문들과 서로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확인

Ÿ 패턴매치(사다리그래프), Go-zone : 평정 변수들

의 비교, 평정 변수의 평균값 이상인 진술문은

무엇인지 확인

6단계 활용

Ÿ 지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기획(기획구성, 욕구, 우선순위 파악), 평

가(측정도구 개발, 지침)

[그림 1] 개념도 연구 단계(Kane& Trochi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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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연구방법은 연구자의 연구 주제나 목적, 절차나 방법에 맞게 유

연하게 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민경화, 최윤정, 2007). 개념도 연구를 크

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차원구조 분석과 집단 구조 분석으로 나눌 수 있

다. 차원 구조 분석은 다차원의 공간상에서 공간을 나누는 축에 따라 진

술물간 간격이 서로 멀거나 가깝게 나타나는 특성에 기초하여 차원을 제

시하는 것이고, 집단 구조 분석은 다차원 공간상에서 각 진술문 간의 근

접성이 높은 것 끼리 집단을 이루게 될 때, 진술문들의 집단 구조를 파악

하는 것이다. 집단 구조 분석은 다차원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군집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각 범주에 중요도에 따른 위계는 어떠

한지 알아볼 수 있다(박안나, 2013). Kane과 Trochim(2007)은 자료의 시

각화 측면에서 군집분석을 통한 범주간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범주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대부분의 개념도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연

구 대상이 속한 특정한 현상이나 경험에 대한 인식 내용, 구조 등을 몇

개의 범주 또는 요소인가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김은숙, 2010).

1) 연구 개념도

본 연구의 연구 개념도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얻고자 하는 성과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단계를 거쳐, 경험적 고찰 단계로 넘어갔다.

경험적 고찰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교

육적 지원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중점주제를 토대로 브레인스토밍 20명,

분류 및 평정 40명을 섭외하고, 아이디어 수집, 진술문 구조화, 분류 및

평정 단계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Concept

System Core 4.0 소프트웨어를 사용, 개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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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초·중등 학교급 전환 교육 지원 요소를 도출하고 초

등교사와 중등교사간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론적

고찰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를 명확히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를

파악하여 이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섭외

경험적

고찰

준비

초중등 전환(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교육적 지

원 요소는 무엇인가?

Ÿ 브레인스토밍 : 초등특수교사 11명, 중등특수교사 11명

Ÿ 분류 및 평정 : 초등특수교사 20명, 중등특수교사 20명

자료

수집

Ÿ 아이디어 수집 :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생성

Ÿ 진술문 구조화 : 수집된 아이디어를 진술문 형식으로

축약 및 편집

Ÿ 분류 및 평정 : 참여자를 대상 진술문 분류 및 평정

자료

분석

Ÿ Concept System Core 4.0 활용하여 분석

Ÿ 지도산출 (포인트지도, 클러스터 지도, 클러스터평정지

도, 패턴매치, Go-zone)

구조

해석

Ÿ 클러스터 수 결정 : 초중등 전환(교육)에 구성요소 분

류항목 수 결정

Ÿ 초중등교사 인식 비교 분석 : 초등특수교사와 중등특수

교사가 인식한 학교급 전환의 교육지원요소 차이 분석

결과

도출

지적·자폐성 장애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에 필요한

교육 지원 요소 제시

[그림 2] 연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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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1) 촉진 질문 개발 참여자

면담을 위한 촉진 질문 개발과정에는 연구자를 포함한 총 4인의 전문가

가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석사학위 소지 초등특수교사 1인과 박사학위

소지 중등특수교사 1인, 특수교육 박사 학위자 1인으로 총 3인이다. 이들

은 현직에서 특수교사를 하고 있는 2인과 현재 대학에서 특수교육과 전환

교육 관련 과목 강의자 1인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학교급 전환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연구자가 사전에 작성한 촉진 질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성과 타당성

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예비연구용과 본 연구용 촉진 질문 개발

에 모두 참여하였다.

2) 아이디어 수집 참여자

아이디어 수집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단계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수는 총 22명으로 초등 특수교사 11명과

중등 특수교사 11명으로 구성되었다. Kane과 Trochim(2007), Goodyear

등(2005)에 따르면 개념도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수는 크게 제한되어 있

지는 않고 최소 8명에서 40명 이하가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때로는

한 명의 개인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많게는 75-80명까지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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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면담 참여자들 수를 살펴

보면,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었다(이윤희, 2015; 고은영,

2011; 권해수, 서정아, 정찬석, 2007; 정찬석, 2005; 조영미, 김동민, 송경

수, 유지현, 2009; 최윤정, 김계현, 2007). 본 연구에서는 Johnsen, Biegel

과 Shafran(2000)의 최소 10명이상의 참여대상을 권고한다는 제안에 따라

각 집단(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최소 10명 이상을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총 20명 이상을 면담을 위한 잠재적 모집인원으로 설

정하고 연구목적에 최적화된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

로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초중등 학교급 전환시기의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들 즉, 초등의 경우 6학년, 중등의 경우 1학년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를 모집하였다. 현재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나 과거 특

수학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특수교사, 현재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특수교사들도

연구 주제에 대한 충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연

구 참여 모집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

고 있어 초등과 중등의 간극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특수교사들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학교급 전환교육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분명한 커리

큘럼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경력, 학교 소재

지역, 도시 규모 등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

였다. 따라서 대상을 가능한 다양하게 모집하고자 하였다. 초등특수교사

연구 참여 선정자는 교육 경력은 최소 3년 이상으로 5, 6학년을 담당한

적이 있는 교사로 구성되었고, 중등특수교사 경력 역시 최소 3년 이상으

로 제한하였다. 또한 지역적 특색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각 광역시·도별로

고르게 특수교사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초등특수교사 11명,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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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학교급 성별
교육

경력(년)

특수학급

재직(년)
지역 면담방법

교사1 중등 여 4 4 서울 (예비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

교사2 증등 여 5 5 경기

교사3 중등 여 7 3 경기

교사4* 초등 여 20 20 서울 (예비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

교사5 초등 여 16 16 서울

교사6 초등 여 20 18 서울

교사7 초등 여 4 4 서울 개별면담

교사8 중등 여 18 14 서울 개별면담

교사9* 중등 여 28 28 서울 개별면담

특수교사 11명으로 총 22명의 특수교사가 참여하였다. 교육경력은 최소 3

년부터 28년까지 다양하였고, 성별은 11:1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

을 보였다. 특수교육현장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성교사의 비율이 높은 탓

에 성별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 소재 지역은

서울, 경기가 50% 이상이고 전라도, 충정도, 경상도, 강원도 등 전국의 대

부분 지역을 포함시켰다. 학교 소재 도시는 서울, 인천, 울산, 대전 등 대

도시와 마산, 예산, 춘천, 의정부, 안산, 익산 등 중소도시를 포함하였다.

개념도 연구는 아이디어 수집을 통해 개념을 형성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 참여자의 전문성이 매우 부각된다.

<표 3>에서 별(*) 표시가 된 교사4와 교사9의 경우 초등특수학급에만 20

년, 중등특수학급에만 28년 근속 근무한 연구 참여자로 1980년대 통합교

육이 권장되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특수

학급 역사를 경험한 특수교육 현장의 산증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디어

수집 연구 참여자의 자세한 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아이디어 수집 참여자 인적 및 경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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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10 중등 남 7 7 서울 개별면담

교사11 초등 여 6 6 경남 개별면담

교사12 초등 여 12 8 경남 개별면담

교사13 중등 여 18 10 경기 개별면담

교사14 중등 여 23 8 인천 개별면담

교사15 초등 여 6 6 서울 개별면담

교사16 초등 여 6 6 대전 개별면담

교사17 초등 여 6 6 충남 개별면담

교사18 중등 여 6 6 전북 개별면담

교사19 중등 여 21 15 전북 개별면담

교사20 초등 여 14 14 강원 전화면담

교사21 초등 여 12 12 울산 전화면담

교사22 중등 남 8 8 강원 개별면담

3) 진술문 구조화 과정 참여자

진술문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총 두 그룹의 참여자들이 참여하였는데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단계와 확정하는 단계에서 각각 2명씩 총 4명이 참

여하였다. 먼저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단계에서 특수교육 전공 박사수료생

2명이 핵심어별 분류를 재검토하고 아이디어 수준을 정하여 수준보다 넓

은 범위는 분리하고 좁은 범위는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아이디어

가 2개 이상 포함된 진술문 분리하였다. 두 번째 아이디어를 확정하는 단

계에서 초등특수교사 1인과 중등특수교사 1인이 참여하여 연구목적을 고

려하였을 때 아이디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출된 진술문이 주관적 의견

인지 혹은 특정 학교급에 치우친 내용인지를 확인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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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중등

참여자 성별
교육

경력

학급/

학교
지역 참여자 성별

교육

경력

학급/

학교
지역

교사1 여 8 학급 경기 *교사21 여 4 학급 서울

교사2 여 12 학급 대전 교사22 남 6 학교 서울

교사3 여 3 학급 대전 교사23 여 7 학급 서울

*교사4 여 7 학급 대전 교사24 여 9 학교 서울

*교사5 여 4 학급 서울 교사25 남 3 학급 경기

4) 중요도 평정 및 유사성 분류 참여자

최종적으로 선정된 진술문의 중요도 평정과 유사성 분류를 위하여 총

60명의 초·중등 특수교사가 참여하였으나 제출 자료의 불완전성, 미흡함

등의 이유로 총 40명의 연구 참여자 결과만 반영하였다. 참여 방법은 진

술문 카드 출력본이 동봉된 봉투를 우편으로 제공받아 분류 및 평정을 수

행한 연구 참여자가 25명, 이메일 및 구글(Google) 링크를 전달받아 온라

인으로 참여한 연구 참여자가 15명으로 두 그룹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각

각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이 작업은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추가

모집을 몇 차례 반복하여 실시되었으며, 참여한 40명 가운데 11명은 아이

디어 수집을 위한 면담에도 참여하였던 교사들로 자세한 인적 정보 및 경

력은 <표 4>와 같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특수학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근무지는 초등교사의 경우 모두 특수학급, 중등교사는 20명

중에 6명(특수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특수학급이었다. 중등교사의 경우,

중학교 특수학급 근무 경력이 있으면서 현재 특수학교 고등부 또는 고등

학교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도 포함되었다.

<표 4> 중요도 평정 및 유사성 분류 참여자 인적 및 경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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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6 여 4 학급 충남 *교사26 여 4 학급 경기

*교사7 남 9 학급 충남 교사27 여 3 학교 경기

교사8 여 3 학급 충남 *교사28 여 3 학급 경기

교사9 남 17 학급 서울 교사29 여 6 학교 경기

교사10 여 20 학급 서울 교사30 여 5 학급 경기

*교사11 여 19 학급 서울 교사31 여 5 학급 경기

교사12 여 3 학급 서울 교사32 여 9 학교 경기

*교사13 여 19 학급 서울 *교사33 여 23 학급 인천

교사14 여 18 학급 경기 교사34 여 9 학급 강원

*교사15 여 8 학급 서울 교사35 남 3 학교 충남

교사16 여 7 학급 서울 교사36 여 6 학교 대전

교사17 여 9 학급 서울 교사3 여 17 학급 대전

교사18 여 4 학급 서울 교사38 여 6 학급 충남

교사19 여 6 학급 경기 교사39 남 3 학급 울산

*교사20 여 13 학급 경남 교사40 여 4 학급 경남

*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수집 단계에도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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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절차

1.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촉진 질문 구성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촉진 질문은 총 3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의 사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초·중등 학교급 전환과 관련한 개념

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개념을 바탕으로 1차 촉진 질문을 구성하였다. 1차

촉진 질문을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취득한 현(現)초등특수교사 1인과 특수

교육 박사학위를 취득한 현(現) 중등특수교사 1인, 전환교육을 전공한 박

사학위 취득자 총 3인에게 검토를 요청하였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수

정을 거쳐 예비연구용 촉진 질문이 <표 5>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5> 예비연구용 촉진 질문이 정확하게 초·중등 특수교사에게 전달

되어 경험과 인식, 개념을 이끌어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초등 특수교사

3인과 중등 특수교사 3인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위한 파일럿 면담을 실

시하였다. 파일럿 면담은 포커스그룹 인터뷰로 각 그룹 당 3시간~3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파일럿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의 촉진 질문들

은 질문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는 방향으로 구체화시켜 수정되었다. 수정

과정에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수용하여 현직 교사들이 이해하

기 쉬운 용어로의 변환이 포함되었다. 또한 면담 내용은 본 연구 결과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예비연구 참여자 정보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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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예비연구용 촉진 질문

개념 촉진 질문

학교급

전환 개념

및 인식

Ÿ 학교급 전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유사 개념은 알고 계셨나요?

Ÿ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

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Ÿ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 놓인 학생들과 관련

하여 특별히 기억나는 경험이 있으시나요?

학교급

전환 지원

실태

Ÿ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시기(6학년 2학기)에

중학교 적응과 관련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중등교

사의 경우, 어떤 준비가 되어 있길 기대하시나요?)

Ÿ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막 입학한 시기(1학년 1학기)에

학교 적응과 관련해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초등교사의

경우, 어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교급

전환 시기

어려움

Ÿ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지적장애학생들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까요?

Ÿ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학교급 전환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나요?

학교급

전환지원

필요 요소

Ÿ 학교급 전환 시기에 학습되어야 할 전환 기술에는 어떤 것들

이 있을까요?

Ÿ 초·중등 학교급 전환 시기에 제공 되어야 할 전환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Ÿ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위해 초·중등 학교급 전환교

육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Ÿ 학교급 전환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공감

하신다면, 프로그램 운영 및 주관 기관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

요?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운영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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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촉진 질문

학교급

전환 개념

및 인식

Ÿ 학교급 전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보신 적

이 없다면 유사 개념은 알고 계셨나요?

Ÿ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는 어떤 측면에서 의

미가 있을까요?

Ÿ 초등학교 졸업시기, 중학교 입학 시기의 학생들과 관련하여

특별히 기억나는 경험이 있으시나요?

학교급

전환 지원

실태

Ÿ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 시기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

별히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계시나요?

Ÿ (초등교사) 학생들을 중학교로 올려 보내는 시기, 초등 특수

교사로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Ÿ (중등교사) 학생들의 입학을 기다리며 중등 특수교사로서 어

떤 준비를 하시나요?

<표 6> 예비연구 참여자 정보

초등 중등

면담 실시 2016. 10. 16 면담 실시 2016. 11. 2

참여자1

성별 여

참여자4

성별 여

지역 서울 지역 서울

교직경력 19년 교직경력 4년

참여자2

성별 여

참여자5

성별 여

지역 서울 지역 경기

교직경력 16년 교직경력 5년

참여자3

성별 여

참여자6

성별 여

지역 서울 지역 경기

교직경력 19년 교직경력 7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촉진 질문은 동일한 4개의 개념 하

에 총 14개로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본 연구용 촉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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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전환 시기

어려움

Ÿ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에 갓 입학한 중

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시기 겪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변화로 인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Ÿ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 학생들은 학교급 전

환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나요?

Ÿ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학교급 전환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나요?

학교급

전환 지원

필요 요소

Ÿ 초등에서 중등으로 유연하게 전환되기 위해 학생들이 갖춰

야 할 기본적인 능력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Ÿ 초·중등 학교급 전환 시기에 제공 될 수 있는 교사차원, 학

교차원, 교육청차원의 교육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Ÿ 지적장애학생들을 위해 초·중등 학교급 전환교육 프로그램

이 개설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Ÿ 학교급 전환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공감

하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운영되는 것이 가장 적합

할까요?

2. 아이디어 수집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생성 및 수집은 2016년 10월 수행된 예

비연구를 포함하여 2017년 1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이 단계에 참여한 현직

초등·중등 특수교사는 총 22명이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예비

연구 참여자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6명의 면담 참여자들은 모두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직접면담이 어려운 2명은 전화 면담을 실시하

였다. 면담 참여자 정보는 <표 8>에 나타나있다. 개별 면담 시간은 짧게

는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30분까지 진행하였다. 면담 과정은 먼저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간략하게 요약된 연구계획서, 촉진 질문지 등을 이메

일로 전송하여 개별면담으로 인한 긴장감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면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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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촉진 질문지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인

터뷰 소요시간, 녹음 이유, 추후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연구윤리과정 참여 동의서를 함께 읽

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의 제안을 반영하여 연구자

는 참여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가능한 다양하고 솔직한 응답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하였다. 촉진 질문이

비교적 구체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가지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한 뒤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표 8> 아이디어 수집 연구 참여자 정보

초등 (11명) 중등(11명)

성별
남자 -

성별
남자 2명(18%)

여자 11명(100%) 여자 9명(82%)

경력

5년미만 1명(9%)

경력

5년미만 2명(18%)

10년미만 4명(36%) 10년미만 4명(26%)

20년미만 4명(36%) 20년미만 2명(18%)

20년이상 2명(18%) 20년이상 3명(27%)

지역

서울 5명(46%)

지역

서울 4명(36.5%)

경기 - 경기 4명(36.5%)

충청 - 충청 -

전라 2명(18%) 전라 2명(18%)

경상 3명(27%) 경상 -

강원 1명(9%) 강원 1명(9%)

개별면담이 끝난 후, 연구자는 참여자가 진술한 학교급 전환에 필요한

교육 지원 요소를 개념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생생한 아이디

어 정리 및 구조화를 위하여 면담 녹취본을 면담 실시 당일에 전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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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였다. 전사본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수집된 아이디어를 충분히 숙지

한 후 다음 면담을 시작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참여자들이 언급하는

개념들이 새로운 개념인지 이미 도출된 개념인지를 연구자가 분명히 확인

하기 위해서이다. 이윤희(2015)의 연구에서는 총 20명의 면담 대상자 수를

결정하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17∼8번째 면담자부터는 새로운 개념이 더

이상 도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고, 박경민(2016)의 연구에서도

30명의 참여자 면담을 모두 마칠 쯤 아이디어 포화상태를 느껴 면담을 마

무리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절차에 의해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지 않은 포화지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초등 특수교사와 중

등 특수교사 모두 11명에 이르면서 도출된 개념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진술문 구조화

분류 및 평정에 활용되는 진술문은 면담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

탕으로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편집하거나 복합적인 아이디어를 분류하는

과정 등을 거쳐서 최종 진술문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핵심어 (keywords analysis) 분석이다. Kane과 Trochim(2007)은

진술문을 효율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핵심어 추출법을 제안하였는데 그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어 추출법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진술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특수학급에 배치된 지적·자

폐성 장애 학생들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 시기에 필요한 교육지원 요소에

대하여 초등 특수교사 11명, 중등 특수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둘째, 아이디어가 포함된 총 1027개의 문장을 도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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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총 22명의 연구 참여자 면담 결과로서 축어록을 바탕으로 주

제와 관련 없는 내용들만 삭제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 아이디어 문장은

초등교사 그룹은 591개, 중등교사 그룹은 436개가 도출되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각 문장이 내포하는 핵심어를 찾아 정리한 후, 같은

핵심어 별로 묶어 중복되는 아이디어를 삭제하고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문장을 삭제하여 총 476개의 분석대상 문장을 도출하였다.

핵심어 선택 :

전사본에서 축어록, 축어록에서 핵심어로 개념을 줄여가면서

잠재적으로 불필요한 아이디어 삭제

⇩

아이디어 조직 :

핵심어, 주제, 개념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조직화(Grouping)

⇩

아이디어 선택 :

유사한 아이디어끼리 하나의 개념으로 묶기

⇩

명료화 :

본래의 아이디어를 손상시키지 않고 가독성과 이해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명료화

⇩

복합 아이디어 분류 :

하나의 진술문에 2개 이상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별적

진술문으로 분류하기

⇩

진술문 확인 :

선택된 아이디어에 대한 일치도 확인

[그림 3] 진술문 추출 과정(Kane & Trochi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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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연구자와 특수교육전공 박사수료생 2인을 포함한 3인이 476개의

분석대상 문장을 대상으로 각 문장이 가지는 핵심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류하였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하나의 문장에 2개 이상의 개념이 포함되

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같은 핵심어로 추출된

문장이라 하더라도 대상이나 방식이 다른 문장은 두고, 거의 흡사한 문장

들만 통합하는 작업을 거쳐 126개의 아이디어 목록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태도를 달리해주어야 하는데 그

러지 못하는 것이 사춘기의 아이들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라는 문장과 ‘학교급 전환

시기에 특수학교를 갈 것인지 특수학급을 갈 것인지 정하는 문제나 특수

학급도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중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어떤 난관을 겪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라는 문장은 ‘학부모 연수 필요성’라는 공통된 핵심어로 분류되었지만 전

자는 학부모의 태도 변화를 위한 연수, 후자는 중학교 배치 정보 제공을

위한 연수로 세부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통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

이들 학교 적응에 99%는 또래관계로 이게 어려우면 학교생활이 힘들다.’

라는 문장과 ‘아이들이 중학교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는 친구들하고

잘 못 지내는 건데, 아무래도 아이들 친구관계가 좀 복잡하고 더 친밀한

형태로 바뀌니까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문장은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라는 같은 핵심어로 분류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후자의 문장

으로 통합하였다.

다섯째, 특수교육 연구 참여자 2인(현직 초등 특수교사 1인, 중등 특수

교사 1인)이 개별적으로 각 아이디어에 목록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살펴보

고 아이디어가 핵심어와 정확하게 동일한 개념을 내포하는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또한 3인의 개별 검토를 거쳐 특정 집단(초등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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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역 특성, 교육경력 등)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면담결과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핵심어를 선별한 후, 최종적으로 70개의 아이디어 목록을 도출

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은 개념도 연구방법에서 진술문을 제작 시,

한 진술문에 다른 진술문과 중복되지 않는 한 가지 아이디어만을 포함할

것을 강조하였고, 연구주제에 가장 적절한 진술문을 구성하여 유사성 분

류와 중요도 분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100개 이하의 진술문 수

를 권고하였다. 연구자는 선별된 핵심어가 전달하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핵심어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문장을 선별하고자 하였

다. 이 때 되도록 아이디어 목록에 있는 문장 가운데에서 선정하고자 노

력하였는데, 이는 현장교사가 들려주는 생(生)언어로 진술문을 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네 번째 단계에서 참여한 현직 특수교사들에게 진

술문을 이메일로 제공하고 이해력과 가독성이 떨어지는 표현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선정된 문장의 내용이 다소 빈약하거나 모호한 표현이 있

는 경우에는 문장을 부분 수정하였다. 그 결과 총 70개의 교육지원 요소

진술문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으며, 분류 및 평정 연구 참여자들이 의미

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문은 간결하게 제시하되 구체적인 예

시를 괄호 안에 포함하였다. 진술문 구조화 절차는 [그림 4]와 같으며, 진

술문 최종 수정 작업 예시는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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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어록

Ÿ 초등특수교사 11명, 중등특수교사 11명 대

상으로 진행한 포커스그룹인터뷰(예비연구),

개별심층면담 축어록 작성

-

아이디어

도출

Ÿ 아이디어가 포함되지 않거나 중복되는 문장

삭제

Ÿ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문장 도출

Ÿ 이론적 구조화를 토대로 아이디어 분류

1027개

핵심어

추출

Ÿ 아이디어를 대표하는 핵심어를 추출

Ÿ 핵심어별로 아이디어 분류 및 정리

1027개

↓

476개

아이디어

선별

Ÿ 특수교육전공자 3인이 핵심어별 분류 재검토

Ÿ 아이디어 수준을 정하여 수준보다 넓은 범

위는 분리하고 좁은 범위는 통합

Ÿ 아이디어가 2개 이상 포함된 진술문 분리

476개

↓

126개

아이디어

확정

Ÿ 현직 특수교사 2인, 연구자가 아이디어의

적정성 검토

Ÿ 주관적 의견 혹은 특정 학교급에 치우친 내

용 삭제

126개

↓

70개

수정 및

편집

Ÿ 아이디어별 대표문장을 선정하여 진술문 확정

Ÿ 현직 특수교사 2인의 피드백을 통해 현장언

어 활용, 모호한 표현 수정, 예시 포함, 부가

설명 추가 등 진술문 수정

70개

[그림 4] 진술문 추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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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진술문 최종 수정 작업 (일부)

축어록 핵심어 대표문장 명료화
아이디어

분류
피드백 최종 진술문

초

Ÿ (a-81) 중학교과정은 사회와 마찬가지. 신변

처리능력이 안되는 학생은 특수학교를 권해드

려요.

Ÿ (k-74) 신변을 해결하지 못하면 통합환경에

있기가 참 어렵더라구요.

⦙(중략)
Ÿ (i-50) 신변관리를 좀 신경써달라. 혼자 밥먹

는 것, 대소변 가리는 것만 제대로 할 수 있

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고 하시죠.

신변

처리

신 변 관 리

를 좀 신

경써 달라.

혼자 밥

먹는 것,

대소변 가

리는 것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별다른 문

제가 없겠

다고 하시

죠.

통합 환경

적응을 위

해 혼자 식

사하기, 대

소변 가리

기 등 신변

처리 능력

이 요구된

다.

스스로

옷 입기

옷 입기 기

술에 대해

서 세부적

인 방법을

예로 들 것.

옷 입기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예, 단추 끼우기,

벨트 차기, 신발

끈 매기 등 포함)

중

Ÿ (g-41) 자조기술같은 경우 신변처리 이런거는

전부 초등학교에서 잘 교육시켜서 중학교를

올라왔으면 해요.

⦙(중략)
Ÿ (f-23) 화장실 스스로 가기 그 런부분들.. 옷

입는 문제 이런것들을 잘못한다는 거죠. 왜냐

면 다 해줬거든요.

Ÿ (c-6) 적응의 준비행동이라는 것은 일반 발달

상에 같이 가는 데 그런 부분.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통학하는 것 그런 것 들은

연습을 하는 게 이 아이들의 적응에 좋죠.

대소변

가리기

스스로 화

장실 사용

하기로 수

정하고 중

복장애에는

예외를 달

것.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신체적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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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도 평정 및 유사성 분류

최종 확정된 70개의 진술문 구조화를 위여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중

요도 평정 및 유사성 분류를 실시하였다. 중요도 평정과 유사성 분류를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연구 참여자

는 총 40명으로 초등교사 20명, 중등교사 20명이 참여하였다. 먼저 중요도

분석은 중요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2=별로 중

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중요하다, 5=매우 중요하다)를 활용하였

다 다음으로, 유사성 분류는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 끼리’, ‘서

로 비슷하게 여겨지는 것 끼리’,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분류하도록 하였

고, 단 하나의 진술문으로 하나의 범주(group)를 만들 수 없고 모든 진술

문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Kane & Trochim,

2007)을 명시하였다. <표 10>에서와 같이 평정과 분류를 위하여 브레인

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수집 단계에 참여하였던 11명이 재참여 하였고,

이 단계에서 새롭게 50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나 유사성 분류 단

계에서 1개 이상의 진술문을 자신이 구성한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참여

자, 중요도 평정 단계에서 1개 이상의 진술문에 평정을 실시하지 않은 참

여자를 제외하여 총 29명의 참여자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상황과 선호를 반영하여 우편, 이메일, 구

글(Google) 인터넷 설문지 링크의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먼저, 우편

으로 설문지를 받아보길 원하는 참여자들을 조사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목적과 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 평정 설문지, 유사성 분류를 위

한 진술문 카드 등을 우편으로 전송한 후, 진술문 카드 활용 방법은 유선

으로 안내하였다. 진술문 카드는 두꺼운 종이에 진술문을 편집하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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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7cm × 4cm 크기의 카드로 제작하였다. 진술문 카드 위에 자신이

생각하는 핵심어 또는 중요 내용 등을 메모할 수 있는 빈 칸을 제공하여

유사도 분류의 편의성을 돕고자 하였다.

<표 10> 평정 및 분류 연구 참여자 정보

초등 (20명) 중등(20명)

성별
남자 2명(10%)

성별
남자 4명(20%)

여자 18명(95%) 여자 16명(80%)

경력

5년미만 6명(30%)

경력

5년미만 8명(40%)

10년미만 7명(35%) 10년미만 10명(50%)

20년미만 6명(30%) 20년미만 1명(5%)

20년이상 1명(5%) 20년이상 1명(5%)

지역

서울 9명(45%)

지역

서울 4명(20%)

경기 3명(15%) 경기 10명(50%)

충청 6명(30%) 충청 4명(20%)

전라 1명(5%) 전라 -

경상 1명(5%) 경상 2명(10%)

다음으로, 이메일과 구글(Google) 인터넷 설문지 링크는 우편과 마찬

가지로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목적 및 방법 소개서, 평정 설민지, 유사성

분류를 한 문서로 만들어 개별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메일과 인터넷 설문

지를 활용하는 참여자들 역시 원활한 유사성 분류를 돕기 위해 진술문 목

록에 절취선을 표시하여 인쇄한 후 카드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편의를 제

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개념도연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컨

셉 시스템 코어 4.0 (Concept system software core 4.0)’은 컨셉 시스템

사(Concept System Inc.)에서 개발한 제작도구로 브레인스토밍부터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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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이르기 까지 개념도 연구의 전 과정을 소프트웨어에 연구 참여자

가 직접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특성상 한

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연구 참여자들에게 직접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끔 권고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평정 및 분류결과를 연구자가 직접 소프트웨어에 입력하였다.

5. 개념도 분석 및 해석

평정 및 분류 참여 결과를 바탕으로 개념도 작성을 위해 만들어진 소프

트웨어 ‘컨셉 시스템 코어 4.0 (Concept system software core 4.0)’를 사

용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진술문 생성, 범주별 분류, 분류된 진술문으로

부터 산포도(Scatter plot) 산출, 개념도 생성을 위한 진술문 범주화, 개념

도의 해석 등 다섯 단계로 나눠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소프트웨어와

컨셉 매핑(Concept mapping)방식을 통해 채택되는 브레인스토밍, 진술문

분류 및 평정, 범주화 등의 절차는 기존의 SPSS 등의 통계프로그램을 활

용한 행렬표, 다차원분석, 군집분석 등의 방식보다 한층 효율적이며 특정

한 주제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는 교육 프로젝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

용될 수 있다. 특히, 특정 그룹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기초가 되

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나 장애유형에 대한 교사 인식 확인을 통해 장애

학생에게 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Pearson, 2014).

본 연구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진술문 70

개를 데이터로 진술문 목록, 지도, 패턴매치, 고존(Go-zone) 등과 같은 자

료를 산출하였다. 먼저, 가용 데이터로 만들기 위하여 진술문을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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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입력해 넣어야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도

록 되어있어 처음 예비연구를 수행했을 때는 모든 진술문을 영어로 번역

하여 입력하여 넣었다. 그러나 추후 브레인스토밍을 제외한 평정 및 분류

단계를 연구자가 참여자를 대신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직접

입력해 넣으면서 다시 한국어 진술문을 활용하였다. 또한 진술문을 입력

하면서 진술문에 번호를 붙여 유사성 분류에 있어서 혼동을 줄이고자 하

였다. 개념도 분석 결과는 범주화를 위한 포인트 지도(Point map), 클러스

터 지도(Cluster map), 명명된 클러스터 지도(Labeled cluster map), 중요

도 분석을 위한 클러스터 평정지도(Cluster rating map), 초등특수교사와

중등교사간의 인식 차이를 보기 위한 패턴매치(Patten match), Go-zone

등의 개념도를 산출하였다.



- 64 -

교육지원 요소 최종 진술문

1
3월은 학교적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활용할 수 있

는 교육 지원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2
IEP는 장애학생의 정서상태, 행동발달, 가정환경 등의 정보를 제

공하는 문서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3
도보 이동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예, 학교-집, 친구집-집, 복지관-집 등)

4 화폐 사용법이 학습되어야 한다.

5 수 인식, 간단한 덧셈과 뺄셈이 학습되어야 한다.

6 색 구분이 학습되어야 한다.

7 시계 보기가 학습되어야 한다.

Ⅳ. 연구결과

1. 초·중등 학교급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요소

초등 특수교사와 중등 특수교사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에 대한 인식과

교육 지원 요소를 탐색하기 위하여 특수교사자격을 소지하고 현재 특수교

사로 재직 중인 특수교사를 2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인

터뷰 결과, 도출된 최종 진술문은 <표 11>과 같다.

<표 11> 최종 진술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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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쓰기 능력이 학습되어야 한다.

9 읽기 기술이 학습되어야 한다.

10 교내 이동수업 지도가 필요하다. (예, 체육실, 과학실, 음악실 등)

11
성공적인 학교급 전환을 위하여 특수교사, 부모, 실무사, 일반교

사, 복지사 등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12
신변처리, 학습수준, 사회적 관계, 심리정서 등을 일목요연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받을 수)있는 평가 자료가 필요하다.

13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예, 늦지 않게 기상하고 취침하기, 책가방 정리하기 등)

14
예의범절과 상황에 맞는 행동하기 등 매너를 몸에 익힐 수 있도

록 지도해야 한다.

15

상급학교를 체험해볼 수 있는 일회성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 상급학교 체험 프로그

램, 중학교 선배의 초등학교 방문 프로그램 등)

16
물건 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예, 이동수업, 교과 교실제로

인해 사물함 또는 홈베이스 등에 자신의 물건 보관, 준비물 등)

17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다루는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18
자신과 관련한 일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

정기술 지도가 필요하다.

19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도록 수행

능력 및 태도를 길러야 한다.

20 문화생활, 여가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21 시간 관리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22
스스로 음식물을 먹고 뒤처리를 하는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예, 급식소에서 스스로 급식을 받고 잔반처리 하기 등)

23
옷 입기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예, 단추 끼우기, 벨트 차기, 신발 끈 매기 등 포함)

24 위생 관리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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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손 씻기, 세수하기, 머리감기, 생리대 갈기, 갈아입기 등)

25
장애학생의 학급 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반편성에 친

한 친구를 배치한다.

26
신체연령에 맞는 발달과업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성 행위,

월경 등과 같은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발달과업에 한함)

27 장애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개별상담 지원이 요구된다.

28
대인관계 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예, 긍정적 대화 기술, 공감적 대화 기술 등)

29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학교급 전환 관련 연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30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 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 모두 포함)

31
준 성인으로서 건전한 이성관계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32
외모 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예, 머리 빗기, 깔끔하게 단장

하기, 자신에게 어울리도록 코디하기 등)

33
대중교통 이용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예, 버스, 지하철, 택시 등)

34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 신체적 장애가 동반된 경우 제외)

35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을 선택해서 입을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된

다. (예, 체육복, 교복, 사복, 잠옷 등)

36 자신의 감정을 알고 조절할 수 있도록 감정 조절 지원이 요구된다.

37
학교급 전환을 포함하여 전환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38

초·중등 특수교사를 위한 전환교육 연수가 요구된다.

(전환개념, 학교급 전환, 전환교육활동, 학년별 수준 커리큘럼 재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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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초등학교(수행평가)에서 중학교(중간·기말고사)로 평가제도에 변

화가 생기므로 지필고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40
중학교 중간·기말고사를 대비하여 OMR 카드 작성에 대한 준비

가 필요하다.

41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따른

지도가 필요하다. (예, 성범죄, 흡연, 음주, 절도 등)

42
장애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중학교 적응

을 수월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3
학교급 전환 교육은 학업 외 전반적 생활교육이 중요하므로 가

정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44
장애학생의 학업수준을 전달 및 파악하는 문서로 IEP를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45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환경,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급 전환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46

중학교 입학 초,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예, 학업부진, 또래관계, 환경부적응 등)

47
중학교 입학 초, 문제행동의 효율적인 개입을 위해 초·중등 교

사 간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48
휴대전화 관련 안전 교육이 지원이 요구된다. (예, 게임 중독 예

방, 채팅 어플을 통한 범죄 예방, 스팸 문자 관련 범죄 예방)

49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일어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

50

성(性)적인 부분과 연관된 문제행동 수정은 조기에 이뤄질 수 있

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예, 문제행동이 성 범죄와 연관되지 않도록 조기중재가 중요함)

51
학교급 전화교육을 포함하여 전환교육 개념이 반영된 교육과정

이 체계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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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장애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하며 설렘, 기대 등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3
장애학생이 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변화에 당황하지 않도록 변

화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54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성(性) 인식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 및

방식에 차별성을 두어 지도해야 한다.

55
학교급 전환교육을 포함한 전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업 시

수 확보가 요구된다.

56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의사소통 기

술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57
사춘기를 겪고 있는 비장애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고려하여 장애

이해교육 컨텐츠와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58
자기주장, 자기표현, 자신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는 자기옹호

기술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59
성공적인 학교급 전환을 위해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간의 활발

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60

학교급 전환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예, 진학가능 상급학교 목록, 상급학교

교육과정 정보, 상급학교 장애시설 정보 등)

61
학교급 전환교육은 장기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2

학기부터 겨울방학, 중학교 1학년까지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62
학교급 전환 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일반교사, 학교관

계자(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필요하다.

63
학교급 전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방학을 활용하여 2~3주

집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64
학교급 전환교육을 실시할 때는 단체참여 프로그램과 각각의 장

애 상황에 맞는 개별프로그램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65

학교급 전환 시기 장애학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 함양을 위해 생

활교육 연계 차원으로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예, 신변처리, 옷 입기, 밥 먹기, 이동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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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학교급 전환시기 장애학생을 준 성인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학부

모의 태도 변화를 위하여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예, 장애학생 학교 적응 예상 주기, 장애학생에게 예상되는 변

화, 장애학생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등)

67
학교급 전환시기에 환경변화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행동이 증폭되지

않도록 학부모와 교사간 연계를 통한 적응 지원이 필요하다.

68
장애학생의 성(性)적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

반교사,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69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된다.

70

현재 학교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학교급 전환 개념을 토대로 실시

되는 교육 지원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

요하다.

2. 초·중등 학교급 전환의 교육 지원 요소 구조화

기존의 개념도 연구 방법은 진술문 목록을 분석 가능한 자료로 만들기

위해 유사성 행렬표를 비유사성 행렬표로 변환, 다차원 분석을 실시하여

차원 수를 결정하고, 진술문의 분포 및 차원을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차원

의 해석은 다차원 분석을 통해 얻어진 좌표값을 통해 이뤄진다. 구체적으

로 다차원 척도법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 점수를 X-Y 그래프의 구성에

적합한 이변량 분포로 지도 위에 점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그래프를 포

인트 지도(point map)라 한다. 포인트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진술문

간 상대적 거리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 값(stress vlaue)를 측

정하는데, 이는 .205~.365 사이의 값을 적정한 것으로 본다(최윤정, 김계

현, 2007; Kane& Trochim, 2007). Kane과 Trochim(2007)에 따르면 진술

문의 수와 분류에 참여한 사람의 수가 많거나 구조화하고자 하는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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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단순하고 일반적일수록 낮은 값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

의 스트레스 값을 살펴보면, 박경민(2016)은 .264, 이윤희(2015)는 .29, 박

안나 외(2014)는 .29, 민경화(2012)는 .35, 조영미 외(2009)는 .34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다차원 분석 결과 생성된 좌표값을 이용해 군집화 하는 계

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고 군집을 다차원 상에 표

상하여 클러스터 지도(cluster map)를 그리게 된다. 즉, 클러스터 지도가

바로 개념도 연구 방법에서 의미하는 개념을 포함하는 지도 ‘개념도’라 할

수 있다. 이 클러스터 지도는 다차원 분석을 통해 얻은 포인트 지도를 바

탕으로 클러스터를 분류하는 것으로 같은 클러스터 안에 포함되는 진술문

은 서로 인접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 클러스터의 수는 연구자의 전문지식

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군집 수를 바꿔보면서 병합되는 진

술문의 내용과 개수를 파악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사용되는 방법은

위계적 트리 구조로 클러스터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이면서 결합력을 보여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컨셉 시스템 코어 4.0(Concept system software

core 4.0)‘ 소프트웨어는 다차원 분석을 실시하여 자동으로 2차원 상에 각

각의 진술문의 위치를 나타내며, 위치에 따른 좌표값은 산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개념도 연구방법에서는 차원의 수를 합치도, 해석가능성, 효율

성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제안한다(최한나, 2010). 합치도는

개인이 평정한 유사성 자료와 최종적으로 결정된 공간 도면간의 불일치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스트레스 값으로 설명된다(노형진, 정한열, 2008).

즉, 스트레스 값이 낮을수록 불일치 정도가 낮아 안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석가능성은 분류된 차원들이 실제 속성에 근거해 충분한 해석

가능한가 여부이며, 효율성은 해석가능성과 합치도를 모두 함께 고려할

때 가능한 가장 단순하고 낮은 차원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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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연구에는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다차원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값을 각

각 산출하여 비교할 수 없었으므로 차원의 수를 연구자가 합치도를 통해

결정하지 않고, 2차원의 스트레스 값, 해석가능성, 효율성에 근거하여 차

원의 수가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실제 본 연구의 2차원 상의 스트레스 값

은 .219로 적정수준에 해당하는 합치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해석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2차원 상에 나타난 진술문간의 가깝고 먼 거리를 확인하였을

때 이론적으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차원은 효

율성 측면에서도 비교적 단순한 차원이므로 계속 연구를 진행하였다.

군집분석은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위계적 군집 분석 절차와 동일하게 연

구자가 군집의 수를 결정하여 유사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념도 연

구를 통해 도출되는 주요 분석 결과는 이차원의 평면에 진술문간의 유사

성을 거리로 나타내어 각각의 진술문을 점으로 표현하여 그려진 지도

(Map)로서, 본 연구에서는 포인트 지도(point map), 클러스터 지도

(cluster map), 명명된 클러스터 지도(labeled point cluster map), 클러스

터 평정 지도(cluster rating map), 패턴매치 그래프, Go-zone 그래프 등

을 제시하였다.

1) 차원 분석을 위한 개념도

① 포인트 지도(point map)

이 포인트 지도는 다차원 분석을 통해 진술문을 지도상에 점으로 찍어

보여주는 것으로, 진술문의 유사도가 높은 것을 거리가 가깝게 표시되고

유사도가 낮은 것은 거리가 멀게 표시된 그림이다[그림 5]. 이 포인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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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표 13>의 유사도 행렬을 바탕으로 형성되는데, 유사도 행렬에서의

숫자는 각각의 진술문을 다른 진술문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한 연구 참여

자의 수이다. 즉, 연구 참여자 수가 40명인 본 연구에서는 유사도 행렬에

서의 값이 0∼40까지로 분포될 수 있으며, 40은 모든 연구 참여자가 두

진술문을 같은 그룹으로 분류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0은 두 진술문을 같

은 그룹으로 분류한 연구 참여자가 한명도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유사도 행렬을 살펴본 결과, 0∼39까지의 분포를 보였는데, 예를 들어 진

술문 9번과 5번은 39명의 연구 참여자가 같은 범주로 분류하였고 59번과

63번은 10명의 연구 참여자가 같은 범주로 분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5] 포인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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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시스템 코어 소프트웨어에서는 각 진술문의 좌표를 제공하지 않으

므로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포인트 지도를 4분면으로 나누고 가로축을 X,

세로축을 Y로 정하였다[그림6]. 포인트 지도[그림5]에 위치한 진술문을 면

밀히 검토해본 결과, X축의 가장 좌(左) 방향에 위치한 진술문은 17번, 66

번, 65번, 60번, 43번, 68번, 67번 11번, 25번 등으로 학교급 전환 시기에

필요한 학부모 지원, 교사지원, 또래 지원 등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

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들을 위한 지원이 주로 분포되어 있었고,

X축의 우(右) 방향에는 18번, 22번, 23번, 21번 등으로 학교급 전환과정에

서 장애학생이 반드시 습득하여야 할 학업기술, 사회성 기술, 자조기술 등

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전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인 장애학생 당

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Y축의 경우, 하(下) 방향은 42번 25번 27번, 39번 50번, 5번, 9번, 8번등

으로 교육지원 요소 전반을 놓고 볼 때 학교급 전환이 시작되는 전, 후

시점에서 장애학생, 교사, 또래 등을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상

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지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상(上) 방향은

30번, 37번, 2번, 44번등으로 전환 과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공식

화, 교육과정 수정, 전환 수업 시수 증가, 초등교사·중등 교사 간 공식적

연계, 전환교육을 위한 관계자 협력 체제 구축 등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전에 미리 선행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할 제도나 체계, 프로그

램, 구성 등의 지원이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X축(1차원은) 지원

대상 차원으로 장애학생 당사자(Students-self)와 협력자(Supporters)로

명명하고, Y축(2차원)은 지원 형태 차원으로 선행지원(Prerequisite)과 상

시지원(Ongoing support)으로 명명하였다[그림 6],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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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차원*2차원 축에 의한 포인트 지도

[그림 6]을 살펴보면 첫째, 지원 대상은 협력자이면서 지원 형태는 선행

지원 측면인 1사분면에 속하는 진술문들의 내용은 초·중등 특수교사 간

연계(29번, 59번), 전환교육 교사 연수(38번), IEP 재구성(44번), 학부모,

일반교사, 특수교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장애학생 주

변에서 장애학생의 학교급 전환을 돕는 협력자를 대상으로 기관이나 제도

차원에서 학교급 전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 골든 타임(Golden time)

이전에 미리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지원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

교급 전환 지원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아주 짧게는 졸업

후 입학 사이의 겨울방학 또는 6학년 2학기에서 중학교 1학기에 집중적으

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탄탄한

선행 제도 및 계획들을 필요로 한다.



- 75 -

두 번째로 지원 대상이 장애학생이면서 지원 형태가 선행 지원 측면인

2사분면에 속하는 진술문은 단 1개로 장애학생에게 학교급 전환시기와 맞

물려 학교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진술문

(49번)이 포함되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며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교사 및 학교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리 마련된 가이드 또는 프로그램 등을 통하

여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지원 대상이 장애학생이면서 지원 형태가 상시지원인 3사분

면은 장애학생의 독립성, 사회성, 자기결정 등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 시

상급학교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립능력과, 학업수행능력,

수업참여능력, 사춘기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성(性)적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 등 다수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학생의 장애상

황, 학업수준, 성격이나 성향 등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요

구에 따라 상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지원 대상이 협력자이면서 지원 형태가 선행지원 측면인 4

사분면은 학부모 정서 및 심리 상담 지원(17번), 또래관계 안정화를 위한

반배치 및 학교배치(25번, 42번), 학부모의 원활한 전환 과정 참여를 위한

학부모 연수(43번, 60번, 65번, 66번, 68번) 등이 포함되었다. 비장애학생이

나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상담 및 연수 프로그램은 주제에 따라

미리 기획되어야 하고, 학교 배치 또는 반배치는 장애학생의 중학교 입학

이전에 조정되어야 하는 지원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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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방향 진술문 내용

X

좌측

17.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불안을 다루는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66. 학교급 전환시기 장애학생을 준 성인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태도 변화를 위하여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68. 장애학생의 성(性)적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

여 일반교사,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67. 학교급 전환시기에 환경변화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행동이

증폭되지 않도록 학부모와 교사간 연계를 통한 적응 지원

이 필요하다.

11. 성공적인 학교급 전환을 위하여 특수교사, 부모, 실무사,

일반교사, 복지사 등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5. 장애학생의 학급 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반편

성에 친한 친구를 배치한다.

우측

18. 자신과 관련한 일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기술 지도가 필요하다.

22. 스스로 음식물을 먹고 뒤처리를 하는 기술이 갖춰져야 한

다.

23. 옷 입기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21. 시간 관리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Y 하측

42. 장애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중학교

적응을 수월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5. 장애학생의 학급 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반편

성에 친한 친구를 배치한다.

27. 장애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개별상담 지원이 요구된

다.

<표 12> 2차원 포인트 지도의 주요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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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초등학교(수행평가)에서 중학교(중간·기말고사)로 평가제

도에 변화가 생기므로 지필고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50. 성(性)적인 부분과 연관된 문제행동 수정은 즉각적으로 이

뤄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5. 수 인식, 간단한 덧셈과 뺄셈이 학습되어야 한다.

9. 읽기 기술이 학습되어야 한다.

8. 쓰기 능력이 학습되어야 한다.

상측

30.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객관적으

로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37. 학교급 전환을 포함하여 전환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가가 필요하다.

2. IEP는 장애학생의 정서상태, 행동발달, 가정환경 등의 정보

를 제공하는 문서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

하다.

44. 장애학생의 학업수준을 전달 및 파악하는 문서로 IEP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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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유사도 행렬

진술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1 14 4 1 1 2 1 1 1 4 13 17 2 3 14 … 3 18 3 10 4 16 19 19 15 4 4 5 4 3 28

2 14 0 0 0 0 0 0 0 0 10 22 0 0 8 … 0 14 1 12 3 11 9 10 9 2 2 7 4 0 18

3 4 0 17 11 13 14 13 11 38 0 1 23 21 4 … 15 0 18 2 0 1 2 1 2 2 2 3 4 19 0

4 1 0 17 33 35 36 34 33 19 0 2 19 15 2 … 13 0 16 2 0 1 0 0 2 2 2 2 3 14 0

5 1 0 11 33 35 34 38 39 12 1 1 13 11 2 … 10 0 12 1 0 0 0 0 2 2 2 1 2 10 0

6 2 0 13 35 35 38 36 35 14 0 1 17 14 2 … 12 0 13 1 0 0 0 0 3 1 1 1 2 12 1

7 1 0 14 36 34 38 35 34 15 0 1 18 15 2 … 14 0 15 1 0 0 0 1 2 1 1 1 2 13 0

8 1 0 13 34 38 36 35 38 13 0 1 14 13 2 … 10 0 13 2 0 0 1 0 2 1 1 2 2 11 0

9 1 0 11 33 39 35 34 38 12 0 1 14 11 2 … 10 0 12 1 1 0 0 0 2 1 1 1 2 11 0

10 4 0 38 19 12 14 15 13 12 0 2 24 21 4 … 16 0 19 2 0 2 1 1 2 2 2 2 4 20 0

11 13 10 0 0 1 0 0 0 0 0 13 0 0 9 … 1 12 1 7 7 10 9 9 7 7 8 7 6 1 16

12 17 22 1 2 1 1 1 1 1 2 13 2 1 11 … 1 13 3 12 7 14 13 13 10 5 4 7 3 1 18

13 2 0 23 19 13 17 18 14 14 24 0 2 25 3 … 19 0 21 1 2 0 0 0 1 4 2 2 4 22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3 1 18 16 12 13 15 13 12 19 1 3 21 29 3 … 28 0 3 1 2 1 2 3 3 3 4 4 26 1

59 10 12 2 2 1 1 1 2 1 2 7 12 1 1 11 … 1 17 3 12 12 10 10 11 9 8 15 10 1 10

60 4 3 0 0 0 0 0 0 1 0 7 7 2 0 9 … 0 8 1 12 8 10 9 8 32 33 17 15 2 7

61 16 11 1 1 0 0 0 0 0 2 10 14 0 0 22 … 0 21 2 12 8 33 34 22 7 8 15 8 0 21

62 19 9 2 0 0 0 0 1 0 1 9 13 0 1 26 … 0 20 1 10 10 33 38 25 8 9 13 9 0 23

63 19 10 1 0 0 0 1 0 0 1 9 13 0 0 27 … 1 20 2 10 9 34 38 26 8 8 13 9 0 24

64 15 9 2 2 2 3 2 2 2 2 7 10 1 1 21 … 2 15 3 11 8 22 25 26 7 7 11 9 1 22

65 4 2 2 2 2 1 1 1 1 2 7 5 4 2 7 … 2 9 3 9 32 7 8 8 7 37 22 19 3 6

66 4 2 2 2 2 1 1 1 1 2 8 4 2 2 7 … 2 9 3 8 33 8 9 8 7 37 22 19 3 6

67 5 7 3 2 1 1 1 2 1 2 7 7 2 4 9 … 3 18 4 15 17 15 13 13 11 22 22 15 2 8

68 4 4 4 3 2 2 2 2 2 4 6 3 4 3 7 … 4 11 4 10 15 8 9 9 9 19 19 15 5 6

69 3 0 19 14 10 12 13 11 11 20 1 1 22 23 2 … 20 0 26 1 2 0 0 0 1 3 3 2 5 1

70 28 18 0 0 0 1 0 0 0 0 16 18 0 0 17 … 0 20 1 10 7 21 23 24 22 6 6 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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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주 분석을 위한 개념도

① 클러스터 지도(cluster map)

클러스터 지도는 위계적 트리구조에 근거하여 각 진술문간의 관계를 분

화시키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념도 분석을 위해 위계적

군집 분석(Ward 방법)을 실시하는 연구에서는 군집의 수를 결정할 때 비

계층적 군집분석(K-means)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초기 군집에 각 진술

문을 할당하게 되는데(이성규, 홍성언, 박수홍, 2006), 이를 통해 군집의

개수 범위를 설정한 후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가장 적합한 군집의 개수를

찾아간다(이윤희, 2015; 강성현, 2005; 허명회, 양경숙, 2011). 본 연구에서

는 김재희(2008)의 제안에 따라 적절한 군집의 개수를 설정한 후, 진술문

의 배치를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다양한 클러스터 수를 시도하여 분

석한 후, 연구자와 특수교육 전공 교수 1인의 합의하여 클러스터(군집)의

수를 8개로 결정하였다[그림 7]. 학교급 전환을 위한 교육 지원요소를 가

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클러스터 즉, 개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분류되었던 5개부터, 각 클러스터가 부분적으로 쪼개

지며 비슷한 개념을 가진 진술문끼리 제대로 잘 묶이는 8개까지 다양한

클러스터 개수를 시도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8개의 클러스

터는 [그림 7]과 같으며 각 클러스터에 속한 진술문 개수와 내용은 아래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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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클러스터 지도

<표 14>클러스터 별 진술문 수와 번호

클러스터 진술문 수 진술문 번호

1 17개
1, 2, 12, 15, 30, 37, 38, 44, 45, 51, 55, 57, 61,

62, 63, 64, 70

2 5개 11, 29, 47, 59, 67

3 6개 17, 43, 60, 65, 66, 68

4 3개 25, 27, 42

5 22개
3, 10, 13, 14, 16, 18, 19, 20, 21, 22, 23, 24, 28,

32, 33, 34, 35, 36, 48, 56, 58, 69

6 8개 4, 5, 6, 7, 8, 9, 39, 40

7 6개 26, 31 ,41, 50, 53, 54

8 3개 46, 49, 52

총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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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명된 클러스터 지도(labeled cluster map)

각 클러스터 명명 작업을 위해 브릿징 값(Bridging values)은 산출하였

다. 브릿징 값은 클러스터 또는 진술문에 부여할 수 있는 값으로 항상

0~1사이의 값으로만 나타난다. 브릿징 값은 진술문이 다른 진술문과 얼마

나 가깝게 분류되었는가, 지도상에서 얼마나 더 멀리 분류되었는가를 확

인해주는 값이다. 브릿징 값은 지도의 특정 영역과 관련된 컨텐츠를 해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브릿징 값이 낮은 명령문은 브릿징 값이 높

은 명령문보다 해당 명령이 위치한 지도의 의미를 더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브릿징 값 산출 결과, 클러스터 5은 0.05로 클러스터에

속한 진술문들이 본 연구의 클러스터 지도상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 클러스터 1(0.2)과 클러스터 6(0.2),

다음으로 클러스터 7(0.37), 클러스터 2(0.45), 클러스터 3(0.49), 클러스터

8(0.74), 클러스터 4(0.95)로 나타나 클러스터 8과 4가 가장 이질적인 진술

문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클러스터 8과 4에 속한

진술문은 각각 3개로 매우 적은 편에 속해 브릿징 값이 높게 측정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클러스터에서 브릿징 값이 낮은

진술문들이 클러스터의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명명과정에 반영하였다. 각 클러스터에 포함된 진술문의 상위, 하위 브릿

징 값과 진술문 목록은 <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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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별 진술문
브릿징

값

클러스터 1 0.2

2. IEP는 장애학생의 정서상태, 행동발달, 가정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하

는 문서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0.09

12. 신변처리, 학습수준, 사회적 관계, 심리정서 등을 일목요연하고 구체

적으로 전달할 수(받을 수)있는 평가 자료가 필요하다.
0.11

44. 장애학생의 학업수준을 전달 및 파악하는 문서로 IEP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0.12

⦙(중략)
15. 상급학교를 체험해볼 수 있는 일회성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

도록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0.36

1. 3월은 학교적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교

육 지원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0.36

클러스터 2 0.45

59. 성공적인 학교급 전환을 위해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간의 활발한 소

통이 이뤄져야 한다
0.26

29.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학교급 전환 관련 연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0.31

⦙(중략)
47. 중학교 입학 초, 문제행동의 효율적인 개입을 위해 초·중등 교사 간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0.63

클러스터 3 0.49

65. 학교급 전환 시기 장애학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 함양을 위해 생활교

육 연계 차원으로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0.37

66. 학교급 전환시기 장애학생을 준 성인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태도 변화를 위하여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0.37

⦙(중략)
68. 장애학생의 성(性)적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교

사,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0.69

클러스터 4 0.95

27. 장애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개별상담 지원이 요구된다. 0.9

42. 장애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중학교 적응을 수

월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0.94

<표 15> 클러스터별 상·하위 진술문 브릿징 값(Bridging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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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애학생의 학급 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반편성에 친한

친구를 배치한다.
1

클러스터 5 0.05

20. 문화생활, 여가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0

3.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0.01

16. 물건 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0.01

⦙(중략)
48. 휴대전화 관련 안전 교육이 지원이 요구된다. 0.14

36. 자신의 감정을 알고 조절할 수 있도록 감정 조절 지원이 요구된다. 0.17

클러스터 6 0.2

4. 화폐 사용법이 학습되어야 한다. 0.11

6. 색 구분이 학습되어야 한다. 0.13

8. 쓰기 능력이 학습되어야 한다. 0.14

⦙(중략)
40. 중학교 중간.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OMR 카드 작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0.3

39. 초등학교(수행평가)에서 중학교(중간·기말고사)로 평가제도에 변화가

생기므로 지필고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0.4

클러스터 7 0.37

53. 장애학생이 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변화에 당황하지 않도록 변화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0.3

50. 성(性)적인 부분과 연관된 문제행동 수정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

록 지원되어야 한다.
0.35

⦙(중략)
41.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따른 지

도가 필요하다.
0.41

클러스터 8 0.74

52. 장애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하며 설렘, 기대 등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0.72

49.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일어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0.75

46. 중학교 입학 초,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심리

상담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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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명명을 위하여 브릿징 값을 참고하는 것은 물론, 클러스터에

포함된 진술문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참여자들이 유사도 분류를 실시하면

서 범주마다 붙인 주제어도 참고하였다. 진술문과 주제어만으로 클러스터

의 개념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진술문이 도출되었던 축어록을 다

시 살펴보면서 명명하였다. 특히, 클러스터의 브릿징 값이 크고 이질성이

높은 클러스터 4와 클러스터 8의 경우는 클러스터에서 가장 브릿징 값이

큰 진술문들을 확인하여 축어록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표현들을 다시 한

번 검토, 진술문의 맥락과 내용을 추가 점검하여 클러스터 명명에 참고하

였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 8의 46번 ‘중학교 입학 초 적응에 어려움을 호

소하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중학교 가기 싫다고 안온다고 하는 애들도 있기는 했어요. 왜 안 오고

싶냐고 물어보면 선생님들 일단 무섭고 교실도 싫고 그런것 때문에.. 그리

고 자기도 반항기가 온 거예요. 사춘기죠. 말하자면.. 자기주장도 생기고.

사춘기가 시작되는거죠. 그럼 특수학급에 내려와서 계속 이야기 듣고 얘

기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죠. 상담이 지원되면 좋은데, 상담선생님도 특수

애들은 특수학급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게 있어서..”

“입학 초에 어려워 하는 거는 대체로 심리적인거? 애들도 달라지고 선

생님 달라졌는데 그전 초등학교가 너무 좋았어, 그리워, 뭐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럼 일단 특수교사가 살갑게 다가가야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심리적 안정을 어느 한 곳에서는 주어야 하니까. 오늘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도 봐주고요.” <부록4> 참고

49번)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일어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제공되어야 한

다.’의 경우는

“중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이 학교가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분위기

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일반 애들도 사춘기니까 아무래도

까칠하고, 선생님들도 좀 차분하달까? 냉정하달까? 그러니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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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잘 적응하려면 특수학급은 어떤 때 가야되는지, 양호실 이용하

거나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 이런 데는 못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고..”

“어떨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정보가 필요하죠. 학교 처음 오면 뭐

가 뭔지 모르잖아요. 의사결정은 이제 아이가 아니니까 스스로 하게

두고, 필요한 정보는 교사가 줘야죠. 선생님에 대한 정보도 주고, 학

교에 대한 정보도 주고. 그래야 자기결정능력도 생기고 학교생활도 스

스로 개척하고 하는 것 아닐까요?” <부록4> 참고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입학 초’라는 공통개념을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클

러스터 1을 전문성 강화 지원, 클러스터 2를 협력체계 지원, 클러스터 3을

학부모 지원, 클러스터 4를 정서 안정화 지원, 클러스터 5를 독립성 지원,

클러스터 6을 학습지원, 클러스터 7을 사춘기 지원, 클러스터 8을 입학초

적응 지원으로 명명하였으며[그림 8], 명명된 8개의 클러스터에 포함된 진

술문은 <표 16>과 같다.

[그림 8] 명명된 클러스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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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 진술문

1.

학교급

전환

전문성

강화

지원

1. 3월은 학교적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지원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2. IEP는 장애학생의 정서상태, 행동발달, 가정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

하는 문서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12. 신변처리, 학습수준, 사회적 관계, 심리정서 등을 일목요연하고 구

체적으로 전달할 수(받을 수)있는 평가 자료가 필요하다.

15. 상급학교를 체험해볼 수 있는 일회성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30.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

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37. 학교급 전환을 포함하여 전환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

요하다.

38. 초·중등 특수교사를 위한 전환교육 연수가 요구된다.

44. 장애학생의 학업수준을 전달 및 파악하는 문서로 IEP를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45.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환경,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급 전환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51. 학교급 전환교육을 포함하여 전환교육 개념이 반영된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55. 학교급 전환교육을 포함한 전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업 시수

확보가 요구된다.

57. 사춘기를 겪고 있는 비장애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고려하여 장애이

해교육 컨텐츠와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61. 학교급 전환교육은 장기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2

학기부터 겨울방학, 중학교 1학년까지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62. 학교급 전환 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일반교사, 학교관

계자(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필요하다.

<표 16> 클러스터별 명명과 진술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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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학교급 전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방학을 활용하여 2~3주 집

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64. 학교급 전환교육을 실시할 때는 단체참여 프로그램과 각각의 장애

상황에 맞는 개별프로그램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70. 현재 학교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학교급 전환 개념을 토대로 실시되는

교육 지원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협력

체계

지원

11.성공적인 학교급 전환을 위하여 특수교사, 부모, 실무사, 일반교사,

복지사 등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9. 초등학교 중학교 간 학교급 전환 관련 연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47. 중학교 입학 초, 문제행동의 효율적인 개입을 위해 초·중등 교사

간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59. 성공적인 학교급 전환을 위해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67. 학교급 전환시기에 환경변화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행동이 증폭되

지 않도록 학부모와 교사간 연계를 통한 적응 지원이 필요하다.

3.

학부모

지원

17.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불안을

다루는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43. 학교급 전환 교육은 학업 외 전반적 생활교육이 중요하므로 가정

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60. 학교급 전환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학

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65. 학교급 전환 시기 장애학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 함양을 위해 생활

교육 연계 차원으로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66. 학교급 전환시기 장애학생을 준 성인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학부모

의 태도 변화를 위하여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68. 장애학생의 성(性)적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

교사,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4.

정서

25. 장애학생의 학급 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반편성에 친한

친구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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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지원

27. 장애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개별상담 지원이 요구된다.

42. 장애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중학교 적응을

수월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

독립성

지원

3. 도보 이동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10. 교내 이동수업 지도가 필요하다.

13.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14. 예의범절과 상황에 맞는 행동하기 등 매너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16. 물건 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18. 자신과 관련한 일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

기술 지도가 필요하다.

19.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도록 수행능

력 및 태도를 길러야 한다.

20. 문화생활, 여가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21. 시간 관리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22. 스스로 음식물을 먹고 뒤처리를 하는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23. 옷 입기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24. 위생 관리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28. 대인관계 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32. 외모 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33. 대중교통 이용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34.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35.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을 선택해서 입을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된다.

36. 자신의 감정을 알고 조절할 수 있도록 감정 조절 지원이 요구된다.

48. 휴대전화 관련 안전 교육이 지원이 요구된다.

56.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의사소통 기술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58. 자기주장, 자기표현, 자신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는 자기옹호 기

술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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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

력이 요구된다.

6.

학업

지원

4. 화폐 사용법이 학습되어야 한다.

5. 수 인식, 간단한 덧셈과 뺄셈이 학습되어야 한다.

6. 색 구분이 학습되어야 한다.

7. 시계 보기가 학습되어야 한다.

8. 쓰기 능력이 학습되어야 한다.

9. 읽기 기술이 학습되어야 한다.

39. 초등학교(수행평가)에서 중학교(중간·기말고사)로 평가제도에 변화

가 생기므로 지필고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40. 중학교 중간.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OMR 카드 작성에 대한 준비

가 필요하다.

7.

사춘기

지원

26. 신체연령에 맞는 발달과업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31. 준 성인으로서 건전한 이성관계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41.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따른

지도가 필요하다.

50. 성(性)적인 부분과 연관된 문제행동 수정은 조기에 이뤄질 수 있

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53. 장애학생이 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변화에 당황하지 않도록 변화

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54.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성(性) 인식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 및

방식에 차별성을 두어 지도해야 한다.

8.

입학초

적응

지원

46. 중학교 입학 초,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49.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일어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제공되어

야 한다.

52. 장애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하며 설렘, 기대 등 긍정적인 정서를 가

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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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도 분석을 위한 개념도

① 클러스터 평정 지도(cluster rating map)

클러스터 평정 지도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지도와 동일한 지도이지만,

평균 클러스터 평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층(layer)을 겹쳐진 모양으로 나타

낸다는 특징이 있다. 겹쳐진 모양이 많을수록, 즉 높이가 높을수록 평정

값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요도 평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정

평균값은 4.35, 초등교사 평정 평균값은 4.32, 중등교사 평정 평균값은 4.4

정도로 나타났다<표 17>.

[그림 9] 클러스터 평정 지도

[그림 9]의 클러스터 평정 지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겹쳐진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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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된 클러스터별 진술문
전

체

초

등

중

등

중

-초

학교급 전환 전문성 강화 지원
4.20

(.28)

4.19

(.25)

4.21

(.35)
0.02

1. 3월은 학교적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활

용할 수 있는 교육 지원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4.08 4.1 4.05 -0.05

2. IEP는 장애학생의 정서상태, 행동발달, 가정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자

료가 필요하다.

3.95 3.7 4.2 0.5

12. 신변처리, 학습수준, 사회적 관계, 심리정서 등을 일

목요연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받을 수)있는 평가

자료가 필요하다.

4.55 4.4 4.7 0.3

15. 상급학교를 체험해볼 수 있는 일회성 방문 프로그램

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4.28 4.35 4.2 -0.15

30.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객관

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4.15 4.35 3.95 -0.4

37. 학교급 전환을 포함하여 전환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3.53 3.85 3.2 -0.65

38. 초·중등 특수교사를 위한 전환교육 연수가 요구된다. 4.25 4.2 4.3 0.1

44. 장애학생의 학업수준을 전달 및 파악하는 문서로

IEP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

다.

4.35 4.3 4.4 0.1

는 총 5개가 겹쳐진 독립성 지원과 학부모 지원이고, 4개가 겹쳐진 협력

체계 지원, 사춘기 지원, 입학초 적응지원이 다음 순으로, 2개가 겹쳐진

전문성 강화 지원과 학습지원이 그 다음으로, 정서 안정화 지원이 가장

적게 겹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클러스터의 겹쳐진 층의 평정값은 맨

아래 첫 번째 층인 경우 4.27∼4.17, 두 번째 층인 경우 4.17∼4.27, 세 번

째 층인 경우 4.27∼4.37, 네 번째 층인 경우, 4.37∼4.47, 다섯 번째 층인

경우 4.47∼4.58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7> 각 클러스터 및 진술문 평정 점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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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학교급 전환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환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4.33 4.4 4.25 -0.15

51. 학교급 전화교육을 포함하여 전환교육 개념이 반영

된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4.25 4.25 4.25 0

55. 학교급 전환교육을 포함한 전환교육을 실시할 수 있

는 수업 시수 확보가 요구된다.
3.9 3.9 3.9 0

57. 사춘기를 겪고 있는 비장애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고

려하여 장애이해교육 컨텐츠와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

요가 있다.

4.47 4.45 4.5 0.05

61. 학교급 전환교육은 장기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초

등학교 6학년 2학기부터 겨울방학, 중학교 1학년까지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4.28 4.2 4.35 0.15

62. 학교급 전환교육은 장기적(6개월이상), 단기적(2~3

주), 일회적(체험위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4.25 4.25 4.25 0

63. 학교급 전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방학을 활용

하여 2~3주 집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3.78 3.7 3.85 0.15

64. 학교급 전환교육을 실시할 때는 단체교육뿐만 아니

라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개별지도가 필요하다.
4.47 4.4 4.55 0.15

70. 현재 학교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학교급 전환 개념을

토대로 실시되는 교육 지원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발

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4.5 4.4 4.6 0.2

협력 체계 지원
4.42

(.11)

4.37

(.09)

4.47

(.18)
0.1

11. 성공적인 학교급 전환을 위하여 특수교사, 부모, 실

무사, 일반교사, 복지사 등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4.58 4.5 4.65 0.15

29.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급 전환 관련 연계가 공식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28 4.35 4.2 -0.15

47. 중학교 입학 초, 문제행동의 효율적인 개입을 위해

초·중등 교사 간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4.3 4.2 4.4 0.2

59. 성공적인 학교급 전환을 위해서 초등교사와 중등교

사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4.47 4.45 4.5 0.05

67. 학교급 전환시기에 환경변화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

행동이 증폭되지 않도록 학부모와 교사간 연계를 통

한 적응 지원이 필요하다.

4.58 4.4 4.75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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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지원
4.58

(.12)

4.5

(.14)

4.65

(.13)
0.15

17.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학부

모의 불안을 다루는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4.47 4.3 4.65 0.35

43. 학교급 전환 교육은 학업 외 전반적 생활교육이 중

요하므로 가정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4.38 4.3 4.45 0.15

60. 학교급 전환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

지도록 하는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4.58 4.6 4.55 -0.05

65. 학교급 전환 시기 장애학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 함

양을 위해 생활교육 연계 차원으로 학부모 연수가 필

요하다.

4.68 4.65 4.7 0.05

66. 학교급 전환시기 장애학생을 준 성인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태도 변화를 위하여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4.63 4.55 4.7 0.15

68. 장애학생의 성(性)적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교사,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가 필요하

다.

4.72 4.6 4.85 0.25

정서 안정화 지원
4.07

(.28)

4.03

(.26)

4.1

(.33)
0.07

25. 장애학생의 학급 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반편성에 친한 친구를 배치한다.
3.98 3.85 4.1 0.25

27. 장애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개별상담 지원

이 요구된다.
4.45 4.4 4.5 0.1

42. 장애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중학교 적응을 수월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78 3.85 3.7 -0.15

독립성 지원
4.48

(.17)

4.42

(.14)

4.54

(.22)
0.12

3. 도보 이동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4.3 4.3 4.3 0

10. 교내 이동수업 지도가 필요하다. 4.35 4.4 4.3 -0.1

13.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4.63 4.45 4.8 0.35

14. 예의범절과 상황에 맞는 행동하기 등 매너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4.4 4.4 4.4 0

16. 물건 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4.33 4.4 4.25 -0.15

18. 자신과 관련한 일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기술 지도가 필요하다.
4.5 4.55 4.45 -0.1

19.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도록 수행능력 및 태도를 길러야 한다.
4.38 4.4 4.35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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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문화생활, 여가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3.95 3.95 3.95 0

21. 시간 관리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4.4 4.3 4.5 0.2

22. 스스로 음식물을 먹고 뒤처리를 하는 기술이 갖춰져

야 한다.
4.7 4.5 4.9 0.4

23. 옷 입기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4.65 4.6 4.7 0.1

24. 위생 관리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4.75 4.65 4.85 0.2

28. 대인관계 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4.45 4.25 4.65 0.4

32. 외모 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4.6 4.5 4.7 0.2

33. 대중교통 이용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4.45 4.3 4.6 0.3

34.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4.58 4.5 4.65 0.15

35.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을 선택해서 입을 줄 아는 능

력이 요구된다.
4.55 4.45 4.65 0.2

36. 자신의 감정을 알고 조절할 수 있도록 감정 조절 지

원이 요구된다.
4.55 4.45 4.65 0.2

48. 휴대전화 관련 안전 교육이 지원이 요구된다. 4.58 4.5 4.65 0.15

56.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의사소통 기술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4.58 4.45 4.7 0.25

58. 자기주장, 자기표현, 자신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

는 자기옹호 기술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4.53 4.5 4.55 0.05

69.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

록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4.33 4.35 4.3 -0.05

학습 지원
4.18

(.22)

4.14

(.29)

4.22

(.18)
0.08

4. 화폐 사용법이 학습되어야 한다. 4.33 4.2 4.45 0.25

5. 수 인식, 간단한 덧셈과 뺄셈이 학습되어야 한다. 4.13 4.2 4.05 -0.15

6. 색 구분이 학습되어야 한다. 4.35 4.45 4.25 -0.2

7. 시계 보기가 학습되어야 한다. 4.3 4.3 4.3 0

8. 쓰기 능력이 학습되어야 한다. 4.2 4.2 4.2 0

9. 읽기 기술이 학습되어야 한다. 4.47 4.45 4.5 0.05

39. 초등학교(수행평가)에서 중학교(중간·기말고사)로 평

가제도에 변화가 생기므로 지필고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3.88 3.7 4.05 0.35

40. 중학교 중간.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OMR 카드 작성

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3.8 3.65 3.9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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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지원
4.46

(.17)

4.44

(.17)

4.47

(.2)
0.03

26. 신체연령에 맞는 발달과업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4.1 4.1 4.1 0

31. 준 성인으로서 건전한 이성관계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4.53 4.45 4.6 0.15

41.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므

로 이에 따른 지도가 필요하다.
4.5 4.4 4.6 0.2

50. 성(性)적인 부분과 연관된 문제행동 수정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4.6 4.55 4.65 0.1

53. 장애학생이 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변화에 당황하지

않도록 변화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4.58 4.55 4.6 0.05

54.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성(性) 인식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 및 방식에 차별성을 두어 지도해야 한다.
4.45 4.6 4.3 -0.3

입학초 적응 지원
4.4

(.11)

4.33

(.2)

4.47

(.2)
0.14

46. 중학교 입학 초,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학

생들을 위한 심리상담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

다.

4.47 4.5 4.45 -0.05

49.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일어나는 환경변화

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47 4.45 4.5 0.05

52. 장애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하며 설렘, 기대 등 긍정적

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25 4.05 4.45 0.4

클러스터 별로 진술문의 평정 평균값을 비교하면 평균값은 4.07~4.58사

이로 가장 낮게 나온 범주는 정서 안정화 지원(Average=4.07, Std=.28)으

로, 학습지원(Average=4.18, Std=.22), 전문성 강화 지원(Average=4.2,

Std=.28), 입학초 적응지원(Average=4.4, Std=.11), 협력체계 지원

(Average=4.42, Std=.11), 사춘기 지원(Average=4.46, Std=.17), 독립성 지

원(Average=4.48, Std=.17), 학부모 지원(Average=4.58, Std=.12) 순으로

나타났다. 각 클러스터별 T-test를 실시한 결과, 범주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전문성 강화 지원에 대하여 협력체계 지원, 학부모 지원, 독립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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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강화

지원

협력

체계

지원

학부모

지원

정서

안정화

지원

독립성

지원

학습

지원

사춘기

지원

입학초

적응

지원

전문성

강화

지원

협력

체계

지원

-2.58*

학부모

지원
-4.5** -2.19

정서

안정화

지원

0.77 2.06 2.98*

독립성

지원

-3.61*

*
-0.91 1.61 -2.45*

학습

지원
0.21 2.55* 4.27** -0.36 3.43**

사춘기

지원
-2.67* -0.45 1.39 -2.21 0.24

-2.66

*

입학초

적응

지원

-2.17* 0.25 2.23 -1.91 1.09 -2.2 0.63

원, 사춘기 지원, 입학초 적응지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고, 협력체계 지원에 대하여 학습지원과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학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정서 안정화 지원과 학습지원의 차

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정서 안정화 지원은 독립성 지원과 차이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지원은 학습지원과 학습지원은 사춘기 지원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표 18>에 나타나있다.

<표 18> 각 클러스터별 T-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 **=p<0.001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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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중등 특수교사 인식 비교 분석을 위한 개념도

① 패턴 매치 그래프

패턴 매치는 각 클러스터가 얻은 초등교사가 평정한 중요도와 중등교사

가 평정한 중요도를 각각의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그림 10]의 왼

쪽에 그려진 축이 초등학교, 오른쪽에 그려진 축이 중학교이다. 두 축의

최소 및 최대값은 각각의 클러스터의 실제 최소, 최대 평균값으로 자동적

으로 설정된다. 이 패턴 매치가 의미하는 바는 평행으로 그려진 두 축을

연결한 선이 축과 직각을 이루면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가 생각하는 학교급

전환의 지원 요소로서의 중요도가 거의 동일하게 평정된 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초등은 4.03과 4.50을 최소, 최대값으로 보고 수직

의 막대에 각 클러스터의 상대적 위치를 점으로 찍고, 중등은 4.10에서

4.65를 최소, 최대값으로 보고 수직의 막대에 점으로 각 클러스터의 위치

를 나타낸 것이므로 각 클러스터 점을 선으로 이어 나타난 간격은 상대적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정값만 놓고 봤을 때 모든 클러스터에서 초등교사보다 중등교사의 평

정값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중등교사가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본 패턴 매치는 각각의 평정값이 아니라

상대적 위치(우선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축 사이에 그려진 그래프를 활용하여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간의 학교급 전환 지원 요소로 도출된 각 클러스터에 대한 중요도의 평정

을 바탕으로 각 클러스터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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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패턴매치 그래프

[그림 10]에서 보면, 두 교사 그룹 모두에서 평정 값이 가장 높게 나왔

던 학부모 지원과 가장 낮게 나왔던 정서 안정화 지원은 패턴매치 그래프

에서도 평정변수 간 차이를 크게 드러내지 않고 수평에 가까운 막대를 보

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독립성 지원과 협력체계 지원, 학습지원은 크지

않은 부적 기울기를 보이며 초등에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성 지원은 초등에서는 세 번째로, 중등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우선순위에 있어 두 그룹 간 상대적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으며, 협력체계 지원은 두 집단 모두에서 네 번째,

학습지원은 초등에서는 일곱 번째로 중등에서는 여섯 번째로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사춘기 지원과 학교급 전환 전문성

강화 지원은 비교적 큰 부적 기울기를 보이며 초등에서 더 높은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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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는데, 사춘기 지원은 초등에서는 두 번째로, 중등에서는 세 번째

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학교급 전환 전문성 강화지원은 초등에서

는 여섯 번째, 중등에서는 일곱 번째로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등에서 상대

적 중요도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양적 기

울기를 보인 입학초 적응 지원은 초등과 중등에서 모두 다섯 번째로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중등에서 조금 더 높은 상대적 위치를 가진 것으

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초등 특수교사들은 8개의 클러스터 가운데 학부모지원, 사

춘기 지원, 독립성 지원, 협력체계 지원, 입학초 적응지원, 전문성 강화지

원, 학습지원, 정서 안정화 지원 순으로 중요도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 간격 역시 대체로 고른 편이었다. 중등 특수교사

들은 반면에 학부모 지원, 독립성지원, 사춘기 지원, 협력체계 지원, 이학

초 적응 지원, 학습 지원, 전문성 강화 지원, 정서 안정화 순으로 나타났

으며 사춘기, 협력체계, 입학초 적응 지원은 거의 동일하게, 학습지원과

전문성 강화 지원도 거의 유사하게 중요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Go-zone 그래프

Go-zone 그래프는 각각의 진술문에 대하여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상

대적 차이를 보여주는 분석 결과로, 각 클러스터별 진술문의 초등교사 인

식과 중등교사 인식을 모두 합해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패턴매치와는 약

간 다른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한다. 각각의 진술문, 즉 교육지원 요소에

대하여 초등교사가 인식한 중요도와 중등교사가 인식한 중요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변수를 서로 대립시키는 것으로 X축은 초등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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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인식이고 Y축은 중등교사의 중요도 인식으로 설정하여 결과를 확

인하였다. 총 70개의 진술문에 대한 초등교사 중요도 인식과 중등교사 중

요도 인식 이변량 도표는 [그림 11]과 같이 나타나며, 이 그림에서의 번호

는 진술문 번호이다.

이 Go-zone 그래프에서 가로축(X축)은 초등 특수교사, 세로축(Y축)은

중등 특수교사들의 중요도 평정으로 하여 2차원 그래프 상에 점으로 두

평정 변수 사이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4개의 구역을 나누었다. 초등교사

중요도 평정은 3.65~4,65로 평균값인 4.32가 기준이 되고, 중등교사 진술문

별 중요도 평정은 3.2~4.9로 평균값인 4.4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11] Go-zone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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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구역을 왼쪽 윗부분부터 시계방향 순으로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중등교사 평정값이 높고 초등교사 평정값이 낮은 구역

(High-level zone, Big meaninful zone, 7개), b) 중등교사와 초등교사 평

정값이 모두 높은 구역(High-high zone, Go-zone, 31개), c) 중등교사 평

정값은 낮고 초등교사 평정값이 높은 구역(Low-level zone,

Well-readiness zone, 11개), d) 중등교사와 초등교사의 평정값이 낮은 구

역(Low-low-level, Need attention zone, 21개)이다.

<표 19>를 보면 초·중등교사의 인식이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진술문

은 총 52개로 70개의 약 70%이상을 차지하였고, 특정 학교급이 더 높거

나 낮은 것으로 인식한 진술문은 18개로 두 학교급 교사 간 인식이 큰 격

차를 보이는 요소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9> Go-zone 그래프 구역별 진술문

구분 a 구역 b 구역 c 구역 d 구역

진술문

번호

4. 17. 21. 28.

33. 43. 52.

9, 11, 12, 14,

18. 22. 23. 24.

27. 31. 32. 34.

35. 36. 41. 46.

48. 49. 50. 53.

56. 57. 58. 59.

60. 64. 65. 66.

67. 68. 70.

6. 10. 14. 15.

16. 19. 29. 30.

45. 54. 69.

1. 2. 3. 5. 7.

8. 20. 25. 26.

37. 38. 39. 40.

42. 44. 47. 51.

55. 61. 62. 63.

진술문 수 7개 31개 11개 21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

환을 위한 교육지원요소는 차원 분석 결과, 학부모, 또래, 교사 등의 협력

자와 장애학생 당사자 차원으로 나뉘었다. 본 Go-zone 그래프 해석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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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학생의 전환 능력 또는 역량만을 초·중등교사 인식을 바탕으로 점검하

고자 한다. 그 이유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인식차이가 장애학생에 평

가에서 가장 위험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으로, 협력자 지원은 장애학생

의 전환에 윤활적 지원하는 것이 때문에 초·중등 교사의 인식 차이가 협

력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만큼의 영향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초등교사

와 중등교사의 교육가치관,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들의 평가 방식, 주변 환

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인식 차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1학기의 장애학생들이 발달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학생들임에도 불

구하고 장애학생을 각각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과대평가 혹은 과

소평가로 이어져 장애학생이 적합한 지원을 받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차이에 바탕 하여 Go-zone 그래프를 통해 나타는 4개의 구

역을 이해하기 쉽게 명명하였다. 먼저, a) 구역은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가

인식한 학교급 전환 지원 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차이가 큰 영역으로 초

등교사는 낮고 중등교사는 높게 인식하여 학생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구역(High-level zone)으로 연구 결과로서 의미가 큰 구역(Meaningful

zone)이다. 장애 학생의 능력과 관련한 이 구역의 포함 요소를 살펴보면,

화폐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주고받기(4번), 등하교 및 수업, 쉬는 시간 점

심시간 등을 잘 지키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줄 아는 시간

관리 능력(21번), 긍정적 대화기술 및 유행어 습득 등을 통한 대인관계능

력(28번),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활용한 이동능력(33번), 새로운 환

경이나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하는 환경적응 능력(52번) 등이 포함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학생의 자립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에 관련한

내용으로 초등교사의 경우는 장애학생이 갖춰야할 자조기술이나 사회성

수준을 비교적 낮게, 중등교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게 생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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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b) 구역은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중요도 인식 정도가 모두 높

은 구역(High-high zone)으로 4개의 구역 중에 가장 많은 진술문인 33개

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이 구역은 본 그래프에서 찾고자 했던 영역인

Go-zone에 해당한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가 가장 높게 인식한 진술문은

스스로 급식을 받아서 먹은 뒤 잔반까지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 능력(22

번)과 단추 끼우기, 벨트차기, 신발 끈 매기 등의 기초적인 옷 입기 기술

(23번), 체육복, 교복, 사복, 잠옷 등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스스로 골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옷 입기 기술(35번), 손 씻기, 세수하기, 생리대 갈기

등의 위생관리기술(24번)이 가장 높게 나타나 기본적인 자조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초·중등교사 모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기초학습기술 중에서는 읽기 능력(9번), 건전한 이성관계(31번),

과거보다 조숙해진 중학생 수준을 반영한 성교육(50번), 깔끔하고 자신에

게 어울리는 외모관리(32번),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대화에서

도 조절할 줄 아는 감정조절 능력(36번) 등 사회성과 관련한 영역도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역에서는 장애학생들의 독립

성 측면에서도 특히 자조기술 요소가 대부분 포함되어 초등교사와 중등교

사들이 지적장애학생과 자폐성장애학생의 통합교육환경 적응에 가장 기본

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자조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c) 구역은 중등교사의 중요도 인식은 낮고 초등교사의 중요도 인

식은 높은 구역(Low-level zone)으로 초등 수준에서 준비해야 할 요소가

다수 포함된 영역(Well-readiness zone)이다. 이 구역은 중등교사들의 낮

은 중요도 인식을 다양하게 해석 할 수 있는데, 이미 초등 수준에서 충분

히 갖추고 왔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 중등수준에서는 낮다고 평정하였을

수도 있고, 장애학생의 초·중등 전환 수준에서는 수행되기 어려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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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라서 오히려 중요도가 낮다고 평정하였을 수도 있다. 버스나 지하

철 노선을 구분하기 위한 색 구분 능력(6번), 교실-음악실, 과학실 등 교

내에서의 이동능력(10번), 예의범절이나 매너를 지키는 것(14번) 등이 전

자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나 끝까지 해내는

수행 능력(19번),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거나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문제해결능력(69번) 등은 후자에 포함될 수 있다.

넷째, d) 영역은 중등교사와 초등교사의 중요도 인식이 모두 낮은 구역

으로(Low-low zone) 인식의 재구성이 필요하거나,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요소들이 포함된 영역(Need-attention zone)이라 할

수 있다. 포함 요소를 살펴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집, 집-마트 등

도보로 가능한 이동능력(3번), 전화번호를 읽고 누를 수 있는 수인식과 간

단한 연산능력(5번), 초침과 분침, 시침을 읽을 줄 아는 시계보기(7번), 간

단한 이름이나 학교명, 주소 쓰기(8번) 등의 영역은 기초학습이나 자조기

술에서도 낮은 수준의 기술, 기초 자립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기

술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여가생활(20번)과 변화된 시험평가 적응(39, 40

번) 등도 이 구역에 포함되었는데, 이 역시 장애학생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 취미생활 영위나 학업적 성취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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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연구의 요약 및 논의

1) 개념도를 통한 초·중등 학교급 전환 교육 지원 요소 도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

환에 필요한 교육지원 요소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직 초등특

수교사와 중등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면담은 현재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 11명과 중학

교 특수학급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 11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두

그룹, 각 3명씩 총 6명), 개별면담 14명, 전화면담(2명)이 이루어졌다. 포

커스 그룹 인터뷰는 촉진 질문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로서 초등교사 3명,

중등교사 3명이 참여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용 촉진 질문을 완성하

여 나머지 16명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리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목적 및 방법 요약, 촉진 질문 목록 등을 이메일로 제공받은

후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 30분정

도 소요되었다.

면담을 위한 촉진 질문 중, 가장 초점이 되는 질문은 현재 특수학급에

배치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학교급 전환 시기, 즉 초등학교 졸업과 중

학교 입학 시기에 벌어지는 많은 변화들을 어떻게 수용 및 극복하고 있으

며, 그 과정에 필요한 교육적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에 대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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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총 70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진술문 도출

과정은 축어록 분석을 바탕으로 총 1027개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문장을

추려내었고, 핵심어 분석을 통해 476개의 문장을 도출하였다. 주제에 적합

한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아이디어 수준을 정하여 넓은 범위는 분리, 좁은

범위는 통합하는 단계를 거쳐 126개의 문장이 선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아이디어 적정성 검토와 함께 주관적 의견이거나 특정 학교급에만 적용되

는 문장들을 삭제하여 70개의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초등특수교사 1인과 중등특수교사 1인, 특수교육전공자 2인이 연구자와

함께 진술문 도출 과정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별된 최종 진술문을 살펴보면,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되는 자조기술, 자기결정기술, 사회성기술등을 다수 포함하고, 학부모

와 일반교사,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한 연

수 및 상담 지원도 포함하고 있어 교육적 지원 대상을 장애학생에만 한정

짓지 않고 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학교 또는 가정, 지역사회)과 협력자

(또래, 특수교사, 학부모)까지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교육지원 요소에는 심리상담, 연수, 방학 프로그램, 1년과정의 장기프로그

램, 학교 및 반 배치 조정 등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차원의 지원 형태

를 포함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진술문들은 특수학급 현장에서 근

무하고 있는 초·중등 특수교사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초등

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되는 시기에 대한 중요성과 필수적 지원에 대한

인식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운

영을 위한 제도나 체제의 변화 요구 역시 진술문에서 확연하게 나타나 아

직까지도 초·중등 학교급 전환의 실천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초중등 학교급 전환 시기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규칙이나 절차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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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인식(Chung, Elias, & Schneider,

1998; Crockett, Peterson, Graber, Schulenberg, & Ebata,1989)이 과거에

서부터 존재해왔으며, 그 이후로도 초·중등 학교급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들(나

수현, 박승희, 2008; 차미영, 2003; Carter, et al., 2005; Chedzoy &

Burden, 2005; Polloway, Patton, & Serna, 2001)이 적지 않게 발표되었지

만, 실질적으로 초·중등 학교급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과 포괄적인

교육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밝힌 선행 연구(나수현, 2008) 결과에서

크게 발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초·중등 학교급

전환 시기를 겪는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학부모, 일반교사, 특수교사들이

모두 통합 환경에서의 적응에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데 비해, 교육부 또는 교육청 같이 상위 기관 차

원에서의 인식이 여전히 발전되지 않아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활발히 운영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상위기관의 학교급 전

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전환 지원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밑거름

이 되어줄 수 있으며, 또한 장애학생이 본격적으로 학교급 전환 시기를

겪는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짧은 시기에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제도 및 체제 확보에

강력한 뒷심이 되어 줄 것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 제기는 초·중등 학교급

전환뿐만 아니라 중·고등 학교급 전환에서도 나타나는데, 중학교에서 고

등학교로의 전환과정에서도 학업 수행과 또래관계, 학교생활 적응 측면에

서 다양한 어려움을 밝히고 있으며, 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학

교급 전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낮은 중요성 인식으로 인한 적절한 정보와

지원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한미애, 장기연, 곽내화, 2011; Frasier, 2007).

다시 말해, 학교급 전환은 단순히 교사 차원, 학부모 차원에서 접근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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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여 실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교육청 차원, 교육부 차원, 더 넓게는

정부차원에서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과제라는 인

식이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① 초·중등 학교급 전환의 교육 지원 요소 차원

[그림 12] 초·중등 학교급 전환의 교육지원요소 차원 모형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상의 스트레스 값(Stress values)이 .219으로 지적

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을 위한 교육 지원 요소

의 차원을 해석하였다. [그림 12]와 같이 1차원(X축)은 지원 대상 차원으

로 좌 방향으로 협력자(Supporters), 우 방향으로 장애학생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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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self)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

편적으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개발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대상은 지원을 받는 당사자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공자이다(이성하, 나운

환, 2012). 초·중등 학교급 전환에 있어 지원 당사자는 장애학생이며, 장애

학생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은 학교 환경에서는 교사, 또래관계에서는

친구, 가정 환경에서는 부모일 것이다. 이들은 장애학생에게 교육적 지원

을 제공하는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협력자이기도 하므로 이들이 장애학생의 학교급 전환에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토대로 수퍼바이징

(Supervising)을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장애학생의 전환을 돕는 것과

같은 이치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학생과 자폐성 장애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 시기 학교 적응을 돕는 협력자 지원에 학부모, 교사,

비장애학생(또래) 등을 위해서는 정보제공, 협력, 전문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와 학교급 전환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방안, 초중등교사간 연

계 등의 지원이 포함되었고, 교육지원을 받는 당사자인 장애학생의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자조기술, 사회성 기술, 자기결정 기술 등의 독

립성 지원과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신체의 성숙과 더불어 겪는 성적 가치

관, 변화 등에 대처하는 사춘기 지원, 기초적인 학습지원 등이 주요하게

포함되었다. 교육적 지원 요소를 꼽을 때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받는 대상

의 요구와 수요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당사자와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협

력하는 관계자들의 목적과 요구까지 지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당사자가 교

육적 지원을 제공받는 특정한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충

분히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Carter, et. al., 2005). 이

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육 지원 요소를 도출함에 있어 당사자 중심의 지

원요소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또래, 교사, 학부모들을 위한 지원이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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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지원 요소는 교육지원 요소를 포괄적이면서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다.

다음은 2차원(Y축)은 지원 형태 차원으로 하 방향은 장애학생, 교사, 학

부모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형태(Ongoing-support)의 지원

이 분포되어 있었고, 상 방향은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기 이전

에 학교, 교육청, 정부 등 기관차원에서 선행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해야 하

는 형태(Prerequisite)의 지원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학교급 전환 지

원은 한 학교급에서만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며 단 기간 내에 이

뤄지는 일회적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차원인 지원 대상과 연관 지어 볼 때 장애학생 당

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는 상시적으로 시시때때로 장애학생의 상태

와 요구에 맞춰 맞춤형 지원 요소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었던 반면에, 학

부모, 특수교사, 일반교사, 또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는 전환 교육

제도나 체제, 프로그램 등 미리 마련되어 있어 대상들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선행지원 요소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보편적으로 학교급 전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한 제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백정옥(2009)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교육지원 요소에서는 미흡한 초·중등 교사 간 연계가 특히 문

제점으로 많이 지적되었고 교육과정 재구성, 전환 수업 시수 확보 등의

제도변화를 촉구하는 요소들이 다수 도출되었는데, 이는 학교급 전환이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선행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제도, 체계, 교육과정,

연계체계 등에 대한 초·중등 특수교사의 불만족스러운 목소리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학교급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요구에 맞춘 상시적 지원은 물론, 잘 짜인 제도나 체제, 장애학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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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협력자들이 참여하여 장애학생들의 전환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일조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구성 등 선행지원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그림 12]에서 나타난 범주와 함께 살펴보면, 선행지원 차원에서 대상을

장애학생과 협력자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선행 지원 차원에

서 협력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원 범주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

는 협력체계 지원, 학교장 또는 교육청 관계자,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관

여하여 마련되어야 하는 학교급 전환 전문성 강화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

초등학교 교장 협회나 전국 중학교 협회등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진입하

는 초·중등 학교급 전환 시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 교장, 상담

사, 학생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강조하였다(김규원,

2014). 협력적인 관계는 무엇보다도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 관계망을 형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제도 마련, 협력 팀 구성, 프

로그램 기획 등이 요구된다. 또한 선행적 지원 차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은 장애학생이 학교에 막 입학하였을 때 겪는 어려움이나 곤란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입학초 적응의 일부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학교에

서 장애학생 입학 초 적응 프로그램이나 가이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학생의 적응을 돕는 것으로 재해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시지원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장애학생과 협력자로 나누어

포함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학생의 자립기

술, 사회성 기술, 자기결정기술 습득이 두드러지게 포함된 독립성 지원과

질풍노도의 시기에 접어들며 겪는 신체적 성숙과 성적 성숙, 정신적 성숙

등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춘기 지원,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화폐알기, 색구분하기 등 학습능력과 더불어 시험 및 평가 적응

등을 포함하는 학습지원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이 드러났다. 흔

히 장애학생의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전환 기술이나 역량을 전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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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평가하게 되는데, 전환 사정의 주 영역은 장래계획, 자기결정이나

자기주장, 학습이나 행동기술, 지역사회생활기술, 직업 기술 등을 포함한

다(Miller, 2007).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학교급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요소

에서도 자립기술, 사회성기술, 자기결정 기술, 학습기술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학생이 중학교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급 전환

의 교육 지원 요소가 종적에는 사회로의 전환을 성공으로 이끄는 근본적

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협력자의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

로 제공하는 학부모 지원, 일반교사, 상담교사 또는 또래학생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정서 안정화 지원이 포함되었다. 학부모들의 학교급 전환과 관

련한 요구사항은 장애학생의 사회성 정도, 학업수준 정도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수 및 상담을 필요와 요구에 따

라 제공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② 초·중등 학교급 전환 교육 지원 요소의 범주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각 클러스터에 포함된 진술문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유

사도 분류를 실시하면서 각 범주마다 붙인 주제어와 브릿징 값을 참고하

여 각 클러스터를 1) 제도 및 프로그램 지원, 2) 정서 및 가족 지원, 3)

독립성 지원, 4) 학업 지원, 5)사춘기 지원으로 이름 붙였다. 이러한 범주

를 바탕으로 [그림 13]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의 초·중등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열매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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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초·중등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모형

[그림 13]에 따라 여덟 개의 범주를 다섯 단계에 걸쳐 세밀하게 살펴보

면, 첫째, 학교급 전환 전문성 강화 지원과 협력체계 지원은 초·중등 학교

급 전환이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하여 이뤄져야 할 선행적인 지원으로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들

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밭 다지기」 지원에 해당한다.

먼저, 학교급 전환 전문성 강화 지원의 포함 내용은 다양한 유형의 초·

중등 학교급 전환 프로그램, 학업, 문제행동 연계를 위한 신뢰로운 평가

및 교육 자료, 교사 대상 전문 연수,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컨텐

츠 개발 등으로 학교급 전환교육이 체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를 아우르는 전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중학교 입학 직전과 진학 초기의 집중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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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 선행연구(Akos & Galassi, 2004; Burton, 2005; Hamill &

Everington, 2002; Hirsch & Rapkin, 1987; Perkins & Gelfer, 1995)에서

도 초·중등 학교급 전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

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장애학생의 중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불안정

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학교급 전환을 포

함하여 초등학교 수준의 전환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실감하고 있다고 하

였다(안춘영, 2005). 이는 단순히 초등학교급에서만 나타나는 요구가 아니

라 중학교의 일반교사, 학교관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

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장애학생들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상호 영향

을 주고받는 협력자들이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협력체계 지원은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두 학교급간 연계,

교사 간 공식적, 비공식적 연계, 학부모와의 연계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Carter외 동료들(2005)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

사 간 협력이 장애학생 성공적인 전환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한 주장과

도 일맥상통하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지원 요소

이다. 초등과 중등의 연계는 비단 특수교육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초

등학교에서 교육적 효과를 크게 거두었다 하더라도 중학교에서 후속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며 그 효과는 상실될 수 있어 교육의 연계성은 일반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이대균, 1990). 게다가 초등학교와 중

학교 교사의 인식 차이가 교사들이 느끼는 것보다 심각하게 벌어져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장애학생의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지연 외, 2013) 교사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져놓는

것은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건너는 다리를 튼튼히 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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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둘째, 학부모 지원, 정서 안정화 지원, 입학초 적응 지원은 장애학생과

협력자들을 대상으로 윤택하고 싱싱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과

빛, 거름을 제공하는 「양분주기」에 해당한다. 학부모 지원은 장애학생의

학교급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신체적 변화, 환경적 변화, 심리

적 변화에 학부모가 적절히 대처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 연수와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다루는 심리상담 지원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애학생’

의 가정환경과 부모와의 관계를 안정화 시켜 정서적으로 흔들림 없이 학

교급 전환 시기를 유연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kos(2002)는

중학교로의 전환에 있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반드시 장애학생의 가족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가족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

는 것을 강조하였다(정지희, 박지연, 2010). 이는 본 연구에서 분류된 학부

모 지원과 맞닿아있는 것으로 장애학생과 가장 밀접하게 많은 시간을 보

내는 학부모가 학교급 전환 시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장애학생의 변화와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학부모가

호소하는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것이 동시에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정서 안정화 지원은 장애학생의 개별상담과 같은 정서적 지원을 포함하

여 초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같은 중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

거나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을 같은 반에 배치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또래관계를 안정화시켜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다. 이 지원은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독특한 지원으로,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 및 반에 배치되는 일반학생 그리고 학부

모들까지 동의를 얻어 시행되어야 하지만 ‘장애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이끄는데 특효’가 있는 방법이라고 연구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 하

였다. 학교급 전환 시기는 학교 환경 변화와 더불어 또래관계 변화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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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폭으로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 낯선 친구들과의 관

계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한다(김근아, 2002). 따라

서 반배치, 학교 배치에 장애학생의 또래관계를 고려하여 조정이 가해진

다면 장애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급 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이는 학교장, 일반교사의 협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또래학생

의 의견과 학부모 동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필수적인 지원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학교 입학 초 적응 지원은 학교 적응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상담과

환경변화에 따라 습득하여야 할 즉각적인 정보 제공, 환경 변화에 따른

감정 등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등이 포함되어 초등학교

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며 겪게 되는 다양한 학교 환경변화 적응에 중점을

둔 지원이다. 중학교 입학 초는 학교급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

다. 성공적 학교급 전환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생활을

염두에 둔 준비가 필요하고, 중학교 생활 내내 학교 적응을 위한 여러 지

원들이 요구되지만 중학교 입학 직후는 장애학생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 이므로 강도 높은 지원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Carter, et al., 2005).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며 장애학생들은 담

임교사의 지속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과 학교 규모의 확장, 늘어난

수업 과목 등에 혼란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차미영, 2003)

이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입학초 적응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방식의 지원 요소들이 도출되었다.

장애학생들이 중학교 생활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 설렘 등 긍정적인 느

낌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지원,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가이드 또는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 정

보를 제공’ 지원,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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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지원 등은 학교 또는 교사차원에서 많은 예산이나 거창한 기획이 없

더라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양분주기」단계는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직접적이고 복잡

한 관계를 이루는 학부모와 또래친구에게도 해당된다. 장애학생들이 중학

교 입학을 앞두고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영역은 새로운 환경과 새

로운 친구와 교사에 대한 적응(유순화, 2007)이므로 이 시기를 적극 활용

한 개별적인 상담과 지속적 관찰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여

러 선행연구들에서 학교급 전환 프로그램에 가족지원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조하였다(Akos, 2002; Greenen, et al., 2001; Lehmann, 1999;

Polloway, et al., 2001).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또래나 학부모를 장애학생

의 성공적인 학교급 전환에 양분을 제공하는 협력자로 인식하여 이들에게

도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독립성 지원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교육 지원 영

역으로 장애학생이 학급 구성원, 학교구성원, 사회 구성원 더 나아가 독립

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접어드는 초·중등 학

교급 전환 시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튼튼하게 땅 속 깊이 「뿌리내

리기」지원에 해당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의미하는 독립성은 크게 자조기

술, 사회성 기술, 자기결정 기술로 구분되어 제시될 수 있는데, 자조기술

은 이동성, 신변처리 등을 포함하고, 사회성 기술은 의사소통, 휴대폰 사

용,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 등이 포함되며, 자기결정기술은 자기옹호, 문

제해결능력, 자기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자조기술은 독립된 생활

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서 중학교 환경에서 가장 강조

되는 기술이며, 통합학급에서는 학년과 상관없이 비장애학생과의 수준 차

이가 점차적으로 현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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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최선실, 박승희, 2001). 다음으로, 사회성 기술은 연구자마다의 정의

에 차이가 있지만 장애학생이 타인과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익혀야 하는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야 하기 때문에(Elliott & Gresham, 1990), 반드시 학습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룹화와 서열화 등 또래관계 특성이 두드러지며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학교급이 중학교(Hirsch & Rahpkin, 1987)임을 고려

할 때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 사회성 기술 지원이 반드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기술은 보호자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부

모로부터 과보호를 받아온 장애학생들에게서 가장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

고되는 기술로서 박승희와 동료들(2006)은 학교급 전환을 중점으로 한 종

합적 전환 교육 모델을 제시할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출할 때 갖춰

야할 중요한 기술로 연령에 적합한 자기결정기술을 언급하였다.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화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가운에 하나로 자기결정 기술

(조인수, 2013)이 꼽히는 만큼 중학교로 진입하는 청소년기에 반드시 시작

해야할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습지원은 기초학습기능 교수와 수업 및 시험(평가) 준비 등과

관련한 개념이 포함된 범주로 장애학생들이 사회 통합이라는 궁극적인 열

매를 맺기 위해 먼저 「싹 틔우기」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스스로 땅에

뿌리는 내린 다음, 하늘로 뻗어나가는 성장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지적

장애학생과 자폐성장애학생 수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초학습능력과 학

교 수업 및 시험 등의 참여에 목적을 둔 수업지원이 포함된다. 기초학습

능력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름, 학교, 간단한 문장 등을 ‘읽는 것’과, 자

신과 부모님, 주소, 자신이 좋아하는 몇 가지의 단어 등을 ‘쓰는 것’, 시침

과 초침을 읽을 줄 아는 ‘시계 보기’, 디지털시계, 전화번호 읽고 누를 줄

아는 ‘수 인식’, 거스름 돈 확인에 필요한 간단한 ‘연산’과 ‘화폐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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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 지하철 노선도나 버스 승차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색깔

구분’ 등의 기초학습능력이 포함되었다. 또한 시험제도 변화에 따른 OMR

카드 작성법과 통합학급에서 시험·평가를 치르기 위한 준비 등이 포함되

었다. 중학교 과정은 학업내용이 심화됨에 따라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

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비장애학생들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업능력 자체에 대한 것은 강조될 수도 강조되

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초학습능력 습득과 수업 및 시험 대비 능력 습득

은 다소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중학교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

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학생에게 기대하는 전환 기술로 이름쓰기, 숫

자 읽고 쓰기, 단어 읽기 등의 기초학습능력이 우선순위로 강조되었다(나

수현, 박승희, 2008). 또한 과제 점검이나 노트 필기, 수업참여, 시험 보기

와 같은 기술들이 학습기술로서 장애학생들의 중학교 적응에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영계, 안종민, 2001). 따라서 학업지원은 단

순히 학문적 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인기를 준

비하는 단계에서 통합사회 전환까지 힘차게 줄기를 뻗을 수 있는 기초학

습에 대한 요소, 변화된 학교 수업 및 시험 제도에 대한 적응 지원 요소

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사춘기 지원은 2차 성징 발현 시기를 고려하여 신체 변화, 정서

변화에 대한 적응 지원과 성 교육 지원이 포함되었다. 사춘기 지원은 더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성장에 유리한 조건

을 만들어 주는 「가지치기」에 해당한다. 사춘기 지원이라는 용어는 선

행연구들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용어로서 학교급 전환 시기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며, 중학생으로서 청소년기의 첫발을 딛게 된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준성인, 사춘기, 중학생

으로서의 ‘성(性)’을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장애학생까지 모두 올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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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도록 하는 성교육 또는 연수 지원과 건전한 이성관계, 휴대폰 채팅

앱 등을 활용한 장애학생의 가출, 성범죄 노출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 범주의 요소들은 사춘기라는 초·

중등 학교급 전환시기의 특성, 예를 들어, ‘중2병’과 같이 이 시기에서만

나타나는 독특성이 분명히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장애학생들에게도 똑

같이 적용된다는 인식을 협력자들이 반드시 가지도록 강조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초·중등 전환기에 있어 ‘성(性)’에 대한 부분을 쉽게 간과하

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나수현, 2008), 이는 부모와 특수교사 모두

장애학생들의 신체적 성숙을 인지적 발달 수준과 동일시하여 발생하는 문

제로 중학교 장애학생을 여전히 7살 어린아이로만 대하는 등 장애학생들

에게 일어나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성적 행동들을 의미 있게 수용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되는 시기에 장애학생들

에게 일어나는 여러 신체적, 정서적 성적 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가정에서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에도 이를 포

함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림 13]과 같이 본 연구결과인 범주를 토대로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 열매 모형을 제안할 수 있

다. 먼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을 위하여

전문적인 학교급 전환 제도나 프로그램을 대상과 접근 유형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학교 및 교사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학생이 성장하기 좋

은 기름진 「밭」을 다진 후, 장애학생이라는 「씨앗」을 심는다. 다음으

로, 장애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불안하지 않은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돕는 정서 안정화 지원과 입학초 적응

지원을, 그리고 장애학생들과 동시에 학교급 전환의 어려움과 혼란을 경

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부모 지원을 「양분」으로 공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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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와 새로운 환경(중학교)과 비바람(사춘기)에

도 스스로 잘 버틸 수 있도록 독립성을 키우는 지원을 통해 「뿌리」를

튼튼히 내린 후, 기초학습과 학교수업참여 증진을 위한 학습 지원을 제공

하여 앞으로 이뤄질 모든 사회 학습의 기초가 되는 「싹」을 틔우도록 한

다. 마지막으로 성인기 진입에 반드시 요구되는 이성관계와 성교육, 사춘

기와 관련한 신체변화, 심리적 변화 적응 지원을 통해 큰 나무로 성장하

기 위하여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가지치기」실시하여야 비로소 성

공적인 초·중등 전환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③ 초·중등 학교급 전환을 위한 교육 지원 요소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70개의 교육 지원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론적 검

토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진술문들을 2009년 국립특수교육

원의 특수교육 교육성과 평가 방안 연구(안수경, 김동일, 김현진, 신현기,

2009)에서 제시한 교육성과목록과 비교해보았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제시

한 교육성과목록은 특수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구

체적인 요소 탐색을 목적으로 특수교육 활동을 통하여 실제 성취되고 있

거나 졸업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 성과들을 목

록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위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성과 가운데 생애단계

별 핵심 교육성과 목록,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성취되어야 할 교육성

과 영역을 발췌하여 비교하였다<표 20>.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급에 배치된 즉, 통합 환경에서 교육받는 지적장

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으로 한정하여 학교급 전환에 요구되는 교육지원

요소를 탐색하였기 때문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

는 장애보상 영역과 학교 적응과는 동떨어진 개념인 접근성 영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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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육성과(초등학교)
초중등 학교급 전환

교육지원 요소

차원 영역 소영역 핵심어(진술문 번호)

개인

역량

강화

학업

능력

(11)

학업준비기술
Ÿ 읽기 (9번)

Ÿ 쓰기 (8번)

Ÿ 수 인식 및 기초연산하기

(5번)

Ÿ 시계보기 (7번)

Ÿ 색 구분(6번)

Ÿ 시험(평가) 대비(39번,

40번)

Ÿ 화폐사용(4번)

읽기

쓰기

수

셈

생활수학

과학교과적 상식

사회교과적 상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정보통신 활용

한자

하였다. 그 외의 영역인 개인역량강화 차원의 학업능력 영역, 의사소통영

역, 생활기술 영역, 사회성 영역, 건강증진 영역, 성인기 준비 영역과 참여

증진 차원의 인간관계 참여 증진 영역, 단체 활동 참여 증진 영역, 환경변

화 영역인 인적자원 변화 영역에서 유사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수의

유사점(교육성과 11개 영역에서 장애보상 및 접근성 영역 제외한 8개 중

6개 충족)을 발견하였다. 또한 교육성과 목록 64개 중에 장애보상과 접근

성 증진에 속하는 목록 13개를 제외하고 51개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38개를 충족하여 약 75%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장애학생들이 초등

학교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성과는 초등학교 졸

업과 동시에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장애학생의 학교급

전환 시기 장애학생의 역량 증진을 위하여 또는 역량 충족을 위하여 제공

되는 지원 요소와 75%의 유사점을 가진다는 것은 본 연구결과로 나타난

교육 지원 요소가 의미 있게 도출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20> 특수교육 교육성과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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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통

(8)

수용언어

Ÿ 의사소통 기술 (56번)

Ÿ 예의범절 및 매너(14번)

모방하기

요구하기

항변하기

설명하기

대화시작하기

예의바른 말하기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기

생활

기술

(10)

식사 Ÿ 이동성(3번)

Ÿ 화장실 사용 (34번)

Ÿ 옷입기 (23번)

Ÿ 음식먹기(22번)

Ÿ 위생관리 (24번)

Ÿ 물건관리 (16번

Ÿ 시간관리 (21번)

Ÿ 화폐사용하기(4번)

Ÿ 여가관리 (20번)

착탈의

용변

위생

등교

수업태도

가정생활기술

지역사회생활기술

경제생활기술

여가생활기술

사회성

(7)

지시따르기

Ÿ 예의범절 및 매너(14번)

Ÿ 대인관계 능력 (28번)

Ÿ 감정조절 능력 (36번)

Ÿ 자기옹호 (58번)

Ÿ 자기결정 (18번)

돕기/배려하기

참기/기다리기

호감 표현하기/예절

자기결정

자아개념

함께 놀기

건강

증진

(6)

심리적 안정 Ÿ 신체변화 적응 (53번)

Ÿ 정서변화 적응 (52번)

Ÿ 장애학생 심리 상담

(27번)

Ÿ 또래관계 안정화 (25번,

42번)

신체적 활력

운동능력

영양섭취

질병관리

생활안전

성인기

준비
성인기 준비

Ÿ 생애발달과업 달성(26번)

Ÿ 2차성징 변화 적응(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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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증진

인간

관계

참여

증진

인간관계 참여

단체

활동

참여

증진

학급의 의미 있는 일원되기

학교의 의미 있는 일원되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

람

환경

변화

인적

자원

변화

(5)

가족의 인식, 양육기술 변화
Ÿ 전환 관련 교사 전문 연수

(37번, 38번, 62번)

Ÿ 장애이해 교육 컨텐츠

(57번)

Ÿ 학부모 상담 (17번)

Ÿ 학부모 정보제공 연수

(60번)

Ÿ 학부모 태도변화 관련

연수 (66번)

Ÿ 학부모 문제행동 수정

관련 연수 (44번, 65번,

68번)

장애아동 개인에 대한 교사

의 이해 확장

급우들의 인식과 대응 변화

기타 주변인의 인식 변화

정책적 발전에 의한 인적 자

원 확충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육성과(2009)와 비교하였을 때, 특수교육 성과에서

는 다뤄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진 독특한 요소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표 21>에는 본연구의 차별화된 교육지원 요소 도출

목록이 나타나있는데, 독립성 지원의 대중교통, 과제수행능력, 외모 관리,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 선택, 감정조절, 휴대전화 안전지원 등이 있고, 사

춘기 지원 영역의 범죄 안전 지도, 성적 문제행동 수정, 건전한 이성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본 비교 분석에는 특수교육 교육성과가 장애학생의 역

량을 나타낸 목록이므로 지원 대상이 장애학생이 아닌 전문성 강화 지원,

협력체계 지원, 학부모 지원, 정서 안정화 지원 등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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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차별화된 교육 지원 요소 (특수교육 교육성과 불포함)

Ÿ 대중교통 이용(33번)

Ÿ 주어진 시간에 맞춘 과제수행능력(19번)

Ÿ 외모 관리(32번)

Ÿ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선택(35번)

Ÿ 감정조절능력(36번)

Ÿ 범죄관련 안전 지원(41번)

Ÿ 휴대전화 안전 지원(48번)

Ÿ 성적 문제행동 수정 지원(50번)

Ÿ 건전한 이성관계 (31번)

Ÿ 성 발달을 반영한 성 교육 (54번)

<표 21> 특수교육 교육성과 불포함 교육지원 요소

분석 결과, 대중교통 이동, 과제수행능력, 외모관리,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선택, 감정조절, 휴대전화 안전 지원, 범죄 관련 안전 지원, 성 교육

등이 추가 포함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내에서

이동수업에 따른 이동과 학교-집, 도서관, 지역사회 내의 도보이동, 대중

교통을 활용한 이동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보다 중학

교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때와 장소

에 맞는 옷차림 알기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사복을 입을 때 데이트를 할

때, 활동이 많이 예정되어 있을 때, 옷과 신발, 가방 등을 어울리게 코디

하기 등을 의미한다. 이 영역은 외모 관리와도 연관되어 단순하게 위생적

인 옷차림, 단정한 옷차림을 넘어선 고차원적인 기술로서 높은 사회성이

요구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고등학생의 성인기 전환에서 장애

학생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교육 지원 요소가 외모관리과 코디하기(박경

희, 박승희, 2014)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화장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시

작되는 사춘기, 초·중등 학교급 전환 시기에 이러한 교육 지원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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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보아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더불어 채팅 앱 등으로 인한 범죄까지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안전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학생들

의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키즈폰(Kids phone)에서 스마트폰(Smart phone)으

로 교체가 잦게 이뤄지므로 초·중등 학교급 전환 시기에 휴대전화 안전

지도는 더 의미가 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성인이나 학생, 어린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 이슈로서, 스마트폰 중

독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장애, 가성세계지향성, 내성 등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과 감정조절 능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적정 시

간을 조절하여 사용하면 오히려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기도 한다(김병년,

2013). 현재 많은 연구들에서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전환 전략, 학습 전략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하여 효과

를 입증하고 있고(조규영, 김창배, 2016, 김영준 도명애, 이춘옥, 박정미,

2014, 김수현, 이숙향, 2012, 김영준, 강영심, 2013, 최희승, 김남진, 2015),

스마트 폰의 정적기능 역시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시급

하게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폰 안전 지도는 범죄와도 직결된다. 범

죄 관련 안전지원의 경우, 장애학생의 성(性) 문제와 연관성을 가지게 되

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특히 인지적 능력이 낮은 지적장

애학생이나 자폐성 장애 학생들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Chatting

application)을 통해 낯선 상대를 만나고 성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현재

에도 일어나고 있다. 2016년 지적장애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이후

떡볶이를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이라 판결한 소위 ‘떡볶이 화

대 사건’(아시아경제, 2016. 05. 13.)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또한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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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역시 초등학교에서보다 중학교에서 그 강도나 빈도가 높아져 범죄까지

이어질 수 때문에 장애학생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윤주와 공마리아(2014)는 장애학생의 약 66%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주로 괴롭힘, 위

협, 욕설, 폭행, 따돌림, 성폭력 등이 이뤄졌다고 보고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상담 활성화, 즉각적인 대처방안 교수 등이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범죄는 일반 학생들 사이에

서도 가볍게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인지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학생들의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의 피해자 혹은 가

해가자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중재가 제

공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性)적 문제행동은 장애학생의 공공장소에서의 자위, 노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적 행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중학생은

준 성인으로 인식되어 이러한 문제행동을 했을 경우, 주변의 또래학생들

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고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

한 문제행동 수정 지원이 반드시 초·중등 전환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 특

히 중학교에 막 입학한 초·중등 전환기의 장애학생들은 낯선 환경으로 인

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문제행동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초·중

등 교사 간 연계를 통하여 성적문제행동 수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

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적 문제행동 수정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행동을

바로 잡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적 가치관 성립을 돕는데 두

어야 한다. 이는 건전한 이성관계에 대한 가치관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

로 성인기에 들어서 결혼이라는 발달과업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이루어진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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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특수학급 성교육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박상희, 2015) 평균적으로 학

기당 3회의 성교육을 외부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수준

에 그쳤고, 특수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나 설비가 부족하고,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여 직접적인 성교육 제공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의 성적 문제행동 수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사, 특수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설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수교사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

뤄져야 할 것이다.

2) 중요도 분석을 통한 초중등 특수교사의 학교급 전환에 대한 인식

① 초·중등 특수교사의 중요도 인식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 전환에 필요한 교육 지원 요소에 대한 진술문 70

개를 선별한 후, 초등특수교사 20명, 중등특수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중요

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중요도 분석 결과 전체 진술문에 대한 초중등 특

수교사의 평정은 4.35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를 평정값으

로만 판단하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범주는 학부모 지원이었다.

이는 교사들의 인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와의 연계가 순탄치

않거나 학부모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학교급 전환 지원에 어려움을 겪

었던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독립성 지원과 사춘기 지원

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는데, 사춘기 지원은 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 정서,

성적 변화에 대한 지원이므로 독립성 지원과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 없지

만 성인기를 준비하는 청소년기의 장애학생들이 ‘홀로서기’, ‘사회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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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측면에서 볼 때 약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초등특수교사와 중등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의 적응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서 독립적인 기능, 긍정적 대인관계 기능을 생각하는 것으

로도 이해된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일반 중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가장 어려운 점으로 대인관계와 관련한 영역인 교우관계

(27.11%), 교사관계(11.62%), 학교폭력(3.17%)과 독립성과 관련한 영역인

학교환경변화적응(8.45%), 자기관리(5.63%), 자기옹호(3.87%), 자조기술

(3.87%)라고 응답한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나수현, 2008).

반면에 가장 낮은 범주는 학습 지원(4.18)과 정서 안정화 지원(4.07)이

다. 이는 본 연구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단계인 면담에서 수차례 언급되

었던 내용으로 장애학생에게 기대하는 학업 수준이 일반적으로 비장애학

생들보다 낮고, 중학교,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학업수준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모두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

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폐성 장애학생의 부모를 대상

으로 초중등 전환 시스템을 탐색한 이원희, 곽승철(2014)의 연구 결과에서

도 자폐성 장애 학생을 위한 전환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

면서도 또래와의 통합, 특수교사와의 관계, 사회 통합 측면에서 사회성,

독립성을 제외한 다른 영역, 예를 들면 학업에 대한 기대는 미비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 또한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초·중등 학교급 전환 기술

가운데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학업기술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기 어렵

기 때문에(Akos & Galassi, 2004), 초등에서 중등으로의 전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나수현(2008)의 연구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통합

환경에서 교육받는 지적장애학생, 자폐성 장애학생에게 학업기술은 학교

적응에 있어 상대적으로 의미가 낮은 영역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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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서 안정화 지원은 장애학생의 개별적 상담과 더불어 안정적 또

래관계를 의도적으로 형성해줌으로 인해 학교와 학급의 첫 적응에서 어려

움을 덜어주는 지원이기 때문에 교사 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또래관

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진정한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김동희, 박승희, 2008), 일반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는 측면에서도 조심스럽게 시도되어야 하는 지원으로 사료된다.

② 초·중등 특수교사의 중요도 인식 차이

먼저 중요도 평정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학교급 전환 교육 지원 범주

에 8개 모두에 대해 초등특수교사와 중등특수교사의 중요도는 근소한 차

이로 중등교사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

전환 교육이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환 과정에서 일

어나는 변화에 직접적인 적응을 거치는 시기가 중학교인데서(이원희, 곽

승철, 2014) 비롯할 수 있다. 실제로 면담과정에서 한 초등교사는 상급학

교로의 전환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상급학교 적응과 관련

한 학교급 전환 교육은 상급학교 교사 소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중등교사는 전환관련 기술 습득 미달이 중학교 적응에 있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중학교에 올라와

서 자신이 가르치면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중학교 교사가 학교급

전환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장애아동

의 부모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초등학교에서보다 중학교에서 학교급 전

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이원령, 2010)도 이미 익숙한 환경의 초

등학교에서보다 낯선 환경에 놓여있는 중학교에서 불안정도가 크기 때문

이며, 중등특수교사가 학교급 전환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도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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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초·중등 학교급 전환에 필요한 교육지원 요소(진술문) 각각에

대한 초중등 특수교사의 중요도 차이를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요소는 ‘학교급 전환을 포함하여 전환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

요하다.’는 전문교사 양성 요소로 초등교사가 중등교사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는데(.65), 이는 초등교육과정에서는 전환이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실제 면담에서 초등교사는 ‘전환개념’을 녹여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초등수준에서 전환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

해 고민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호소하였다. 반면에 중등교육과정에서

의 전환은 성인기 직업전환에 맞물려 상대적 중요성이 크며, 중등특수교

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등 수준 전환에 대한

개념이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전문 전환교사 양성 중요성을 크게 인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큰 차이를 보인 요소는 ‘IEP는 장

애학생의 정서상태, 행동발달, 가정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으로 IEP외의 추가 자료 제공 요

소이다. 이번에는 중등교사가 초등교사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는데, 이

는 초등교사가 작성하여 올려 보낸 IEP(Individual Education Plan)를 통

해 학업 수준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장애학생의 특성이나 가정환경, 학교

생활 에피소드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지

체하게 된다는 점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장애초등학생의 중학교로의 전

이기 지원과 관련한 실태연구(주용근, 2008)에 의하면, IEP 중학교 이관과

관련하여 초등교사는 63% 이관하지 않는 것으로, 중등교사는 75% 이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IEP 조차 원활하게 이관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중등 전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장

애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기록되어야 함을 강조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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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장애학생의 평가와 관련하여 충분한 자료가 없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간 중요도 인식 차이에서 주목해야 할

차이점은 초등교사는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였으나 중등교사는 높게 인식

한 진술문들이다. 이 진술문들은 Go-zone 그래프의 a) 구역에 속한 진술

문들로 이를 재해석하면, 초등교사들은 다른 전환 지원 요소와 비교하였

을 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여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

았을 수 있는 요소이며, 중등교사들에게는 통합 환경의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더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하여 집중저

긍로 평가 또는 지원이 이뤄지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 속한 진술

문들은 장애학생으로 하여금 중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두 학교급 교사들

간의 중요도 인식 차이로 인한 큰 혼란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이

다. 이 영역의 진술문을 살펴보면, 거스름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화폐 사용법이 학습되어야 한다.’, 등하교시간과 친구와의 약속 시간 지키

기, 점심시간이 끝나면 교실로 돌아오기 등 ‘시간 관리 기술이 갖춰져야 한

다’, 긍정적인 대화기술이나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

을 아는 등 ‘대인관계 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버스나 지하철

을 혼자서 이용할 줄 아는 ‘대중교통 이용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사춘기

시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또래관계, 학교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의 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으로 인한 환경변화로부

터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이 요구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업지원의 기초학습능력에서도 화폐 알기는 가장 생

활 교육적 측면이 두드러지는 요소이고, 시간관리 기술은 자조기술 중에서

도 자기관리에 가까운 고급 자조기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동성 지원이 교내, 도보이동, 대중교통이동으로 이동범위와 수단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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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시되었는데 이 영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대중교통 사용 이동이

포함되었으며, 정서적 지원은 중학교 입학시기의 환경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장애학생에게 기대

하는 독립성 수준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학급 전환

교육 실행 현장에서는 교사 철학과 일관된 교육과정 운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 간 철학이 다르거나 일관된 교육과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

생들은 단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이혜정, 2013). 때문에 특정

교육환경에 대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인식차이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이

러한 인식차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 장애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음

을 지적하며, 이 간격을 좁히고 서로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최지연 외, 2013; 최정미, 박외곤, 2012). 따라서 같은 생

활연령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아직 ‘어린아이’로 중학교 교사는 ‘준성

인’으로 기대치가 다른 것은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혼란을 가중시키며, 교

사 연계, 풍부하고 체계적인 평가자료 등의 방안 모색을 통해 초·중등 교사

간 인식을 좁혀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③ 학교급간 교사 인식차이에 기반한 정책 실천 방향 제안

위 연구결과의 교육지원요소별 중요성, 초·중등 교사 간 인식차이를 바

탕으로 초·중등 학교급 전환을 위한 정책 실천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하고

자 한다.

첫째,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1학기 또는 1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초등

교사와 중등교사가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공식적인 소통 통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간 거리가 가깝거나 초·중등 전

환이 많이 이뤄지는 학교끼리 지역적으로 묶어 소규모(5~6곳 이하)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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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야 하며, 초등학교 고학년(특히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담당하는

담당특수교사의 참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통의 장을 통해 장

애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자료(예, 개별화교육

지원계획)에서 찾을 수 없는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한 이러한 주기적 소통을 통해 동일 생활연령의 학생(초등학교 6학년~중

학교 1학년)에 대하여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기대수준 차이가 있음을 스

스로 인식함으로 인해 장애학생이 초·중등 학교급 전환 시기 교사 태도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시, 구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전환에 대한 전

문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등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초등교육과정 수

준의 전환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환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한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조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

수’와 제 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 향상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적 교육 및 연수를 실시

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 6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가 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전문성 신장 연수는

방학 기간 동안 신청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고, 1정 연수 과목에 포함되

어 공식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전환 개념

이 성인기 직업전환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수직적 전

환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초등교육과정 수준에서의 전환교육 연수

를 통해 초등특수교사들의 전환 전문성이 신장되면, 장애학생들이 고등학

교와 전공과에 닥쳐서 직업기술을 익혀 취업전선에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통합사회 적응에 중점을 두고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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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를 준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초·중등특수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춘기

특징을 반영한 성교육 연수 자료를 개발하고, 더불어 장애학생의 장애유

형에 따른 성 교육 컨텐츠도 개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제 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따라 성교육 컨텐츠 및 자료가 개

발·공급될 근거를 가진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조

(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

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도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여

교사나 학부모가 지속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

전환 시기의 장애학생들은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성 인식의 변화도 함께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춘기 특징을 반영하여야 하며, ‘금지’가 아니라

‘적절한 방법’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초등교사과 중등교사가

모두 장애학생의 성교육 실시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학교급 교사간

의 장애학생 역량에 대한 기대와 인식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교육 자

료를 통해서 초·중등 교사간의 인식차이를 좁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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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첫째, 본 연구는 수직적 전환 개념의 하나인 학교급 전환을 선택하고,

그 중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초등학교-중학교 학교급 전환에 요구되는

교육 지원 요소를 도출하고 정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초중등 학교급

전환 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과거부터 주장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활발한 교육 지원 실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하고

꼭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지원요소를 제공하였다는데 1차적인 의의가 있으

며, 교육적 지원을 상담, 학부모 연수, 교육 프로그램 적용 등으로 확장하

였다는데 2차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지원 요소를 70개의

진술문으로 도출하고 이를 통해 2차원을 구축, 범주화, 구조화시킴으로써

현장에서 근무 중인 초등특수교사와 중등특수교사들이 학교급 전환에 대

한 개념 형성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계획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원은 지원대상(장애학생-협력자),

지원형태(상시지원-선행지원) 추후 지적 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의 초

중등 학교급 전환을 연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학교급

전환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요소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다양한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 요소들은 학교급 전환 프로그램이

개발 및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초·중등 교사 간 효율적 연계를 강조하며 전환 프로그램의 효

과를 높이기 위한 장단기, 일회적 방식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 위한 계획이나 교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때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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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중학교 학교급 전환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뤄

져왔지만 초중등 교사간의 인식 비교를 바탕으로 현상을 파악하였거나 부

족한 인식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의 연구들

만 수행되어져 이론적으로 근본적인 초석을 마련하지는 못했었다. 본 연

구에서는 질적 연구 자료 분석을 토대로 계량적, 통계적,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는 ‘개념도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초중등 학교급 전환에 요

구되는 교육지원 요소를 경험적이면서 과학적으로 탐색하였기에 현장 활

용도가 높은 직접적이면서도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자료를 도출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거 단순히 특수교사의 인식만을 바탕으로 설

문연구를 실시하거나 면담 연구만을 실시하여 초중등 학교급 전환 개념을

추출하였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장면에 대한 교사

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연구자의 사전적 배경 지

식 만에 근거하지 않고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범주화하였기 때문에 초

중등 학교급 전환에 대한 교육적 지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가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로 구성되었고 구성비율을 1:1

로 두었기 때문에 특정 학교급에 치우친 구성요소가 아니며, 현재 교직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수집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장성

이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교

육 지원 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현재 초등특수

와 중등특수 사이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초중등 학교급간 연계와

전환교육을 위한 협력체계가 다수의 진술문에서 추출된 만큼 본 연구결과

는 이에 대한 강조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많은 선행연구

들이 주장해왔던 학교급 전환을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할 학교급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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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연계를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는 초·중등 학교급 전환 시기적 특성에 중점을 두

어 사춘기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성(性)적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지원 요소가 다수 도출되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성

(性)교육 지원이 강조되었다. 이는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소위 ‘중2병’

이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교

육적 지원 도출은 매우 유익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인

식 및 관심 부족, 제한적 정보 등으로 인해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사

춘기 지원이나 정서 안정화 지원, 독립성 지원 가운데에서도 ‘외모관리’,

‘때와 장소에 맞는 옷 코디하기’, ‘휴대폰 안전 지원’, ‘범죄 관련 안전 지

원’ 등이 새롭게 도출되어 구체적이고 현장 친화적이며, 학교급 전환 시기

에 특히 두드러지는 이슈들을 교육지원요소에 녹여내었다는데 의의가 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지적장애학생과 자폐성장애 학생의 제도적

차원의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구성하거나 개별적 차원에서 교사

수준 전환 지원을 계획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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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과정과 방법, 그리고 결과 도출에서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

및 재구성하여 향후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들의 통합 환경에서의

적응을 돕는 학교급 전환 연구들이 더 많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평정 및 분류를 위한 연구 참여자 참여방법이 우편, 이메일, 구글

링크(Google link)등으로 일관되지 못했으며, 연구 참여자들을 특수교사로

만 한정하였다는데 제한이 있다. 연구 참여자 참여방법은 되도록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절차에서는 자료의 불성

실성 등을 이유로 기간이 지체되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특수교사로만 한정되어 도출된 교육지원요소가 모든 협력자의

인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데 제한이 있다. 학교급 전환에는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실무사, 복지사, 치료사 등 장애학생을 가운데 두고 유

기적 관계를 가지는 모든 관계자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 특수교사와 중등 특수교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하

여 교사 인식에 바탕한 교육지원요소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기초한 지원 요소들이 도출되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급 전환 교육

에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대상자를 포함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 연구에서 추출된 구성요소

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특수교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구성요소의 차이점

을 비교해 보는 연구가 이뤄진다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다차원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을 소프트웨어로 대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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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에 2차원상의 개념도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에 수많은 연구에

서 사용해온 다차원척도법과 위계적 군집분석이 아닌 새로운 개념도 연구

방법을 시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고 사실상 다차원 분석을 실시했던 대부

분의 연구에서도 2차원으로 분석하여 2차원에 따른 해석을 내놓았다는 점

에서 큰 제한을 가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로서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제한점으

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특수교육 교육성과 목록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반드시 성취

해야 할 참여증진 영역 부분이 교육지원요소에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시한 초중등 특수교육 교육성과 목록(안수

경 외, 2009)과 비교 분석한 결과, 다른 영역에서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

도출되었으나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참여 지원 전략, 참여 증진 영역에서

만 일치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아이디어 촉진 질문에도 들어가

지 않은 개념으로 물론 독립성의 자기결정과 대인관계, 의사소통 등의 사

회성 영역에서 참여증진에 대한 개념을 일부 포함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클러스터의 개수를 더 많이 설정하였거나 도출된 진술

문의 해석을 조금 달리하면 학교생활 참여 증진을 위한 기술들이 본 연구

결과에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학교생활 참여 지

원을 비장애학생들과 동일하게 학급이나 학교에서 ‘제 역할’을 성실히 수

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성인기 전환

에서의 지역사회 참여와 같이 학교생활에서의 참여증진은 지적·자폐성 장

애학생들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이르면서 사회 통합 환

경으로 유연하게 진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춰져야 할 성취이며, 학교현

장에서 일어나는 유기적 활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구성 요소가

뚜렷하게 도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현재 우리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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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직까지 장애학생의 평등한 학교생활 참여에까지 이르지 못함을 반증

하는 결과일 수도 있으나 장애학생의 학교급 전환에 대한 구성요소 도출

을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 교사의 시각과 경험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면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었던 부분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

서는 학급의 의미 있는 일원되기, 학교의 의미 있는 일원되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보람 찾기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적응에 있어 장애학생

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하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성과는 지적·자폐성 장애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을

위한 교육 지원 요소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환

전략이나 계획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

서는 초중등 학교급 전환에 필요한 교육지원 요소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급간 차이를 반영하여 각 학교급에서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

인 전환 전략과 계획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실험 연구를

실시한다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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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아이디어 수집 면담 촉진질문지

지적자폐성 장애학생의 초등학교-중학교 학교급 전환에 

요구되는 교육 지원 요소 탐색 : 개념도 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지적장애학생들의 초등학교-중학교 
학교급 전환에 요구되는 교육지원 요소 탐색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특수교사, 
중등특수교사의 학교급 전환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교육 지원 요소에 관련한 다
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용 어 설 명 ----------------------------
S 전환 :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시기에 겪게 되는 것으로 “한 가지 형태, 환경, 

조건, 혹은 장소에서 다른 형태나 환경, 조건, 장소로 이동해 가는 과정”
S 학교급 전환 지원 :상급학교 진학 시 발생하는 적응 문제를 돕기 위한 전환 서

비스로 이전 학교와 상급학교 모두에게 실시 권고되고 있으며, 졸업과 입
학 사이 1~2달 집중 지원이 보편적임.

S 초·중등 학교급 전환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으로, 일반학생에게도 큰 
환경변화로 인해 적응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시기로 자신에게 부여된 새로운 
역할, 높아진 학업기대, 또래관계의 변화, 신체적 2차 성징, 학교환경변화
(담임제→교과담임제)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수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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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 진 질 문 ■ 

● 학교급 전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유사 개념
은 알고 계셨나요?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는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 초등학교 졸업시기, 중학교 입학 시기의 학생들과 관련하여 특별히 기억나는 경
험이 있으시나요? 

●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 시기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어떤 점에 중
점을 두고 계시나요?

● (초등교사) 학생들을 중학교로 올려 보내는 시기, 초등 특수교사로서 어떤 마음
이 드시나요? 

● (중등교사) 학생들의 입학을 기다리며 중등 특수교사로서 어떤 준비를 하시나
요? 

●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에 갓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이 이 시기 겪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변화로 인해 느끼는 감정
은 어떤 것일까요?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 학생들은 학교급 전환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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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학교급 전환과 관
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나요?

●  초등에서 중등으로 유연하게 전환되기 위해 학생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능
력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초·중등 학교급 전환 시기에 제공 될 수 있는 교사차원, 학교차원, 교육청차원
의 교육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지적장애학생들을 위해 초·중등 학교급 전환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학교급 전환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신다면 어떠한 방
식으로 얼마나 운영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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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평정 및 분류 참여자용 설문지

  

평정 및 분류 설문지

  안녕하세요? 먼저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특수교육 박사논문으로 <특수학급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
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을 위한 어려움과 교육지원요소 분석>을 주제로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시기 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사춘기로 인한 심리정
서적 변화, 학급담임제에서 교과담임제 등으로 인한 학교환경 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하여 특수학급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교육지원은 무엇인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총 22명의 초등 - 중등 특수교사와의 개별심층면접을 토대로 특수학급에 
배치된 지적 자폐성 장애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학교급 전환"시기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지원은 어떤 것
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총 진술문 수는 어려움 요소 38개, 교육지원 요소 70개로 총 108개이며, 선생님
께서 참여해주시는 영역은 중요도 분석과 유사도 분석입니다. 
  먼저 중요도 분석은 각 진술문에 대해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로 어려움이 심각하
다, 어느 정도로 지원이 필요하다를 판단하시어 5점 척도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서 
체크해주시는 것입니다. 유사도 분석은 모든 진술문들을 면밀히 읽어보시고 유사한 
개념끼리 한 그룹으로 묶는 것으로 어려움 요소와 교육지원요소를 각각 읽어보시
고 각 요소별 진술문들을 총 2개 이상의 그룹으로 분류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분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함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고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연구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
(mijilee@snu.ac.kr) 또는 휴대전화(010-6609-034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의 참여 사례로 약 1만원 상당의 커피+케잌 모바일 쿠폰이 증정될 예정
입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설문지 수거 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이미지(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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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 자   정 보 -------------------------

        이    름 :   (                     )

성    별 :   (      남   / 여      )

소속학교 :   (                     )학교

교직경력 :   (                     )년

휴대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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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요소 진술문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1
3월은 학교적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지원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2
IEP는 장애학생의 정서상태, 행동발달, 가정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
하는 문서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3
도보 이동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예, 학교-집, 친구집-집, 복지관-
집 등)

4 화폐 사용법이 학습되어야 한다.

5 수 인식, 간단한 덧셈과 뺄셈이 학습되어야 한다.

6 색 구분이 학습되어야 한다.

7 시계 보기가 학습되어야 한다.

8 쓰기 능력이 학습되어야 한다.

9 읽기 기술이 학습되어야 한다.

10
교내 이동수업 지도가 필요하다. (예, 체육실, 과학실, 음악실 등 
학교 내)

11
성공적인 학교급 전환을 위하여 특수교사, 부모, 실무사, 일반교사, 
복지사 등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중요도 분석

1. 특수학급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 교육지원 요소 

  아래 설문에는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학생들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요소>> 에 해당하는 70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진술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중요도를 하나만 선택하시어 (ü)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도는 번호순으로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조금 중요하다〕 〔③ 보통이
다〕 〔④ 조금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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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변처리, 학습수준, 사회적 관계, 심리정서 등을 일목요연하고 구
체적으로 전달할 수(받을 수)있는 평가 자료가 필요하다.

13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예, 늦지 않게 기상하고 취침하기, 책가방 정리하기 등)

14
예의범절과 상황에 맞는 행동하기 등 매너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15

상급학교를 체험해볼 수 있는 일회성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 상급학교 체험 프로그

램, 중학교 선배의 초등학교 방문 프로그램 등)

16
물건 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예, 이동수업, 교과 교실제로 인
해 사물함 또는 홈베이스 등에 자신의 물건 보관, 준비물 등)

17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다루는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18
자신과 관련한 일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
기술 지도가 필요하다. 

19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도록 수행능
력 및 태도를 길러야 한다.

20 문화생활, 여가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21 시간 관리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22
스스로 음식물을 먹고 뒤처리를 하는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예, 급식소에서 스스로 급식을 받고 잔반처리 하기 등)

23
옷 입기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예, 단추 끼우기, 벹트 차기, 신발 
끈 매기 등 포함)

24
위생 관리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예, 손 씻기, 세수하기, 머리감기, 생리대 갈기, 갈아입기 등) 

25
장애학생의 학급 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반편성에 친한 
친구를 배치한다.

26
신체연령에 맞는 발달과업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성 행위, 월경 등과 같은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발달과업에 한
함)

27 장애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개별상담 지원이 요구된다.

28
대인관계 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예, 긍정적 대화 기술, 공감적 대화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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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초·중등 특수교사 간 전환 관련 연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0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
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 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 모
두 포함)

31
준 성인으로서 건전한 이성관계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32
외모 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예, 머리 빗기, 깔끔하게 단장하
기, 자신에게 어울리도록 코디하기 등)

33 대중교통 이용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예, 버스, 지하철, 택시 등)

34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 신체적 장애가 동반된 경우 제외)

35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을 선택해서 입을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된
다. (예, 체육복, 교복, 사복, 잠옷 등)

36
자신의 감정을 알고 조절할 수 있도록 감정 조절 지원이 요구된
다.

37
학교급 전환을 포함하여 전환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
요하다. 

38
초·중등교사를 위한 전환교육 연수가 요구된다.
(전환개념, 학교급 전환, 전환교육활동, 학년별 수준 커리큘럼 재구
성 등)

39
초등학교(수행평가)에서 중학교(중간·기말고사)로 평가제도에 변화
가 생기므로 지필고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40
중학교 중간.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OMR 카드 작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41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따른 
지도가 필요하다. (예, 성범죄, 흡연, 음주, 절도 등)

42
장애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중학교 적응을 
수월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3
학교급 전환 교육은 학업 외 전반적 생활교육이 중요하므로 가정
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44
장애학생의 학업수준을 전달 및 파악하는 문서로 IEP를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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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환경, 학생 수준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
교급 전환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46
중학교 입학 초,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심
리상담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예, 학업부진, 또래관계, 
환경부적응 등)

47
중학교 입학 초, 문제행동의 효율적인 개입을 위해 초·중등 교사 

간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48
휴대전화 관련 안전 교육이 지원이 요구된다. (예, 게임 중독 예방, 
채팅 어플을 통한 범죄 예방, 스팸 문자 관련 범죄 예방)

49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일어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제공되어
야 한다.

50
성(性)적인 부분과 연관된 문제행동 수정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예, 문제행동이 성 범죄와 연관되지 않
도록 조기중재가 중요함)

51
학교급 전화교육을 포함하여 전환교육 개념이 반영된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52
장애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하며 설렘, 기대 등 긍정적인 정서를 가
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3
장애학생이 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변화에 당황하지 않도록 변화
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54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성(性) 인식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 및 
방식에 차별성을 두어 지도해야 한다.

55
학교급 전환교육을 포함한 전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업 시수 
확보가 요구된다.

56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의사소통 기술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57
사춘기를 겪고 있는 비장애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고려하여 장애이
해교육 컨텐츠와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58
자기주장, 자기표현, 자신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는 자기옹호 기
술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59
성공적인 학교급 전환을 위해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간의 활발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60 학교급 전환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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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예) 진학가능 상급학교 목록, 상급학교 교육과정 정보, 상급학교  
장애시설 정보 등

61
학교급 전환교육은 장기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부터 겨울방학, 중학교 1학년까지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62
학교급 전환 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일반교사, 학교관
계자(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필요하다.

63
학교급 전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방학을 활용하여 2~3주 집
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64
학교급 전환교육을 실시할 때는 단체참여 프로그램과 각각의 장애 
상황에 맞는 개별프로그램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65
학교급 전환 시기 장애학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 함양을 위해 생활
교육 연계 차원으로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예) 신변처리, 옷 입
기,  밥 먹기, 이동성 등

66

학교급 전환시기 장애학생을 준 성인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학부모
의 태도 변화를 위하여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예, 장애학생 
학교 적응 예상 주기, 장애학생에게 예상되는 변화, 장애학생의 변
화에 대처하는 방법 등)

67
학교급 전환시기에 환경변화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행동이 증폭되
지 않도록 학부모와 교사간 연계를 통한 적응 지원이 필요하다.

68
장애학생의 성(性)적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
교사,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69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
력이 요구된다.

70
현재 학교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학교급 전환 개념을 토대로 실시되
는 교육 지원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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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분석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을 위한 교육 지원요소에 해당하는 각각
의 진술문들을 면밀히 읽어보시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여겨지는 진술문끼리 묶어주시면(그룹
핑) 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든 진술문을 꼼꼼히 읽는다. 
2) 진술문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을 토대로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것끼리 분류(그룹핑) 한다.
3) 그룹의 수는 반드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한 그룹에 반드시 2개 이상의 진술문이 포함되

어야 한다. (38개, 70개의 진술문을 모두 하나의 그룹에 넣을 수 없으며, 1개의 진술문만
으로 그룹을 만들 수 없다는 뜻)

4) <분류결과>표에 총 그룹의 수를 적고, 그룹별로 포함된 진술문 번호를 적는다.

Tip! 아래 진술문을 출력하여 절취선대로 자르신 후, 카드처럼 만들어 진술문의 
핵심개념을 번호 옆의 빈 공간에 적으시고 유사한 개념의 진술문들을 겹쳐 놓
으면서 분류하시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시) 사춘기 중학생과 부모와의 갈등 요인

① 친구들과는 
공유하기 쉬운 
아이돌, 유행 
드라마 등을 

이야기 해도 잘 
모른다.

② 부모님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마뜩치 
않게 여기는 경우 

충돌한다.

③ 매일 
공부하라는 

잔소리만 하기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 않다.

총 그룹 수 (  3  )개

그룹 1 그룹 2 그룹 3

④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원래 

좋지 않다.

⑤ 부모님이 늘 
강압적인 말투로 
명령하기 때문에 

듣기가 싫다.

⑥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부모님을 늘 일을 

하시니 마주칠 
시간도 없다.

(공감

대 

부족)

① ② 

⑦

(가정

환경, 

부모태

도)

③ ④ 

⑤ ⑥

(무감

각)

⑧ ⑨

⑦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

⑧ 우리 집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⑨ 대화단절이 
너무 길어져 이제 

무슨 말을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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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3월은 입학적응에 
제일 중요한 시기임
과 동시에 제일 바
쁜 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이나 가이
드가 제공되어야 한
다.

IEP는 장애학생의 
정서상태, 행동발
달, 가정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문
서가 필요하다.

근거리인 초등학교
와 달리 중학교는 
버스, 지하철을 타
고 이동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동성 훈
련 지원이 필요하
다.

화폐 계산하는 능력
이 필요하다.

5 6 7 8

사칙연산 가운데 덧
셈과 뺄셈은 학습되
어야 한다.

색 구분이 학습되
어야 한다.

시계보기가 학습되
어야 한다.

쓰기 능력이 갖춰져
야 한다.

9 10 11 12

읽기 기술이 학습되
어야 한다.

버스, 지하철을 경
험해보는 초등학생 
단계에서 스스로 
버스, 지하철을 타
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과 방법 등
을 알고 있도록 지
도가 필요하다.

특수교사, 부모, 실
무자, 일반교사, 복
지사, 보조교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
여 학교급 전환 교
육 프로그램을 구성
해야 가장 효과적이
다.

신변처리, 학습수준, 
사회적 관계, 심리
정서 등을 일목요연
하고 구체적으로 전
달할 수(받을 수)있
는 평가자료가 필요
하다.

13 14 15 16

아침에 일어나 세수
하고 옷입기, 학교 
가방 챙기기, 식사전
에 손씻기 등의 생
활습관 훈련이 되어
야 한다.

예의 범절과 상황
에 맞는 행동 하기 
등 매너를 몸에 익
힐 수 있도록 지도
해야 한다.

유연한 학교급 전환
을 위해서 상급학교 
견학프로그램, 중학
교 선배의 초등학교 
방문 프로그램 등 
일회성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
이 된다.

이동수업이나 교과
교실제 운영학교는 
사물함 또는 홈베이
스에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기 때문에 물
건관리 능력이 요구
된다.

1. 특수학급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 교육지원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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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자녀의 중학교 입학
과 관련하여 학부모
의 불안한 심리를 
다루는 심리상담 지
원이 필요하다.

자신과 관련한 일
들은 스스로 생각
하고 결정할 수 있
는 자기결정기술 
지도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과
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도
록 노력하는 수행능
력 및 태도를 길러
야 한다.

문화생활, 여가관리 
능력이 갖춰져야 한
다.

21 22 23 24

시간관리 기술이 학
습되어야 한다.

신변처리(예, 대소
변처리) 기술이 학
습되어야 한다. 

옷입기 기술이 학습
되어야 한다.

위생관리(예, 손 씻
기, 세수하기, 머리
감기, 생리대  갈기, 
속옷 잘 갈아입기 
등) 기술이 학습되
어야 한다.

25 26 27 28

장애학생과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은 배
제시키고 편하게 생
각하는 친구들을 위
주로 고의적으로 반
편성을 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 

장애학생도 일반학
생들과 마찬가지로 
달성해야 하는 발
달과업이 있으므로 
연령에 맞는 발달
과업 달성을 목표
로 해야한다.

장애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환경변
화에 따른 스트레스
가 크고 적응 속도
가 느리기 때문에 
학교급 전환 시기에 
개별적 상담을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장애학생을 대상으
로 긍정적 대화 기
술, 공감적 대화기
술 등을 교수하여 
대인관계 능력을 길
러주어야 한다

29 30 31 32

장애학생의 학습속
도, 수준이 초등과 
중등 사이에서 급진
적인 발전을 보이지 
않으므로 초중등 교
사간 학업진도 연계
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을 잘 준비하
고 있는지 객관적
으로 판단하기 위
한 교사용, 학부모
용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준성인으로서 건전
한 이성관계 가치관
을 심어주는 교육지
원이 요구된다.

중학교 시기는 외모
관리에 관심이 많이
지므로 외모관리 방
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 깔끔하게 
단장하기,  자신에
게 어울리도록 코디
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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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4 35 36

중학교 이동 수업,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라 원활한 교내 
이동이 이뤄져야 하
므로 이동성 지도가 
필요하다.

중학교 통합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하
여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신변처리이
다.

중학교는 교복과 체
육복을 수업에 따라 
갈아입기 때문에 체
육복과 교복착용에 
요구되는 다양한 의
목을 입는 방식을 
알아야 한다.

중학교는 성인기의 
전단계로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된
다.

37 38 39 40

초등 중등 특수교사
가 전환교육(학교급 
전환 포함)을 전담하
는 것은 업무 과중
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전담
할 수 있는 전문가
가 필요하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를 위한 전환교육 
연수(전환개념, 학
교급 전환, 전환교
육활동, 학년변 수
준 커리큘럼 등)가 
요구된다.

초등에서는 수행평
가 위주의 평가가 
이뤄지지만 중등에
서는 중간, 기말고
사를 일반학생들과 
동일하게 치러야 하
므로 시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6학년-중
학교 입학시기 중학
교 중간.기말고사 
실시를 위한 OMR 
작성법을 선행 학습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41 42 43 44

초등학교 장애학생
은 범죄 피해자 비
율이 높은 반면 중
학생은 가해자도 될 
수 있으므로 범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지도가 필
요하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입학하며 
학교 적응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을 주
는 요인은 같은 학
교출신 친구들이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
학교 입학 사이에 
학생의 성공적인 학
교급 전환을 위하여 
맞춤형 가정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
학교 입학시기, 장
애학생의 학업수준
을 전달 및 파악하
는 문서로 IEP를 효
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45 46 47 48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 학교 환경, 학생 
수준등을 고려한 맞
춤형 학교급 전환교
육 매뉴얼이 개발되
어야 한다.

초등학교를 그리워
하거나 중학교 적
응에 어려움을 호
소하는 장애학생들
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이 준비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나타
나는 문제행동 수정
이 연계되어 지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
학교 적응이 어렵
다.

초등학교에서 중학
교로 올라가면서 휴
대전화 소지율이 높
아지므로 휴대전화 
관련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예, 게임 
중독 예방, 채팅 어
플을 통한 범죄 예
방, 스팸문자 관련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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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0 51 52

초등학교에서 중학
교로 환경변화, 신체
변화, 정서변화를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시간과 전환지원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에서는 성
적 문제행동이 신
변처리 문제와 맥
락을 같이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문제행동 
수정에 차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에서도 학교급 전화
교육을 포함한 전환
교육 개념이 반영된 
교육과정이 체계적
으로 구성되어야 한
다.

장애학생이 중학교
에 입학하며 설렘, 
기대 등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
다.

53 54 55 56

초등학생에서 중학
생이 되면서 2차성
징으로 인한 외모변
화와 신체변화가 시
작되므로 장애학생 
스스로 이를 인식하
고 준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초등학생이 받아들
이는 성(姓)과 중학
생이 받아들이는 
성(姓)은 조금 다르
기 때문에 성교육 
내용 및 방식에 차
별성을 두어 지도
해야 한다.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급 전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간
이 충분하지 않으므
로 수업 시수 확보
가 요구된다.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적당한 표현을 
할 줄아는 의사소통 
기술 지원이 필요하
다.

57 58 59 60

비장애학생들의 태
도변화를 고려한 장
애이해교육 접근방
식 및 컨텐츠 연구
가 필요하다. 

학교급 전환 시기 
사회성 증진을 위
하여 자기주장, 자
기표현, 자기자신 
파악 등 자기옹호
기술을 익혀야 한
다. 

학교급 전환 시기에 
초등-중등 교사간 
소통이 학생의 성공
적인 학교 적응에 
매우 큰 도움이 된
다.

학교급 전환과 관련
하여 정보제공이 원
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 예) 진학
가능 상급학교 목
록, 상급학교 교육
과정 정보, 상급학
교 장애시설 정보 
등)

61 62 63 64

학교급 전환교육은 
장기계획을 세워 체
계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부터 
겨울방학, 중학교 1
학년까지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급 전환 교육
의 효율적인 실시
를 위해서는 일반
교사, 학교관계자
(교장, 교감)을 대상
으로 하는 연수가 
필요하다.

학교급 전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방학을 활용한 2~3
주 집중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

학교급 전환교육을 
실시할 때는 단체참
여 프로그램과 각각
의 장애 상황에 맞
는 개별프로그램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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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6 67 68

학교급 전환시기에 
이뤄져야 할 생활교
육의 연계 측면에서 
가정에서도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부모 연수가 필요
하다. 예) 신변처리, 
옷입기, 밥먹기, 이
동성 등

학교급 전환시기에 
장애학생들의 변화
에 민감하게 학부
모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기 위하여 
학부모 연수가 필
요하다. 예) 장애학
생의 변화에 대처
하는 방법 등

학교급 전환시기에 
환경변화 스트레스
로 인한 문제행동이 
증폭되지 않도록 초
중등교사간, 학부모
와 교사간 연계를 
통해 적응지원이 필
요하다.

학교급이 올라기면
서 장애학생의 성적 
문제행동(예, 자위, 
노출하기 등)이 성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
에 예방하거나 수습
할 수 있도록 일반
교사,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가 필요
하다.

69 70

학생들이 문제상황에 놓였을 때 부모, 교
사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현재 가시적으로 학교급전환개념을 토대
로 실시되는 교육지원은 없기 때문에 이
를 개발해야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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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요소 분류>

총 그룹 수 (             ) 개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그룹 6

그룹 7 그룹 8 그룹 9

그룹 10 그룹 11

※ 혹시 그룹의 수가 부
족하실 경우, 표를 복사
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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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지적자폐성 장애학생의 초·중등 학교급 전환에 요구되는 

               교육지원 요소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이미지(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이 연구는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의 초등학교-중학교 학교급 전환에 요구되는 교

육적 지원에 대한 필수 구성요소 탐색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현재 일반 초등

학교 또는 일반중학교 특수교사로 재직중인 특수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이시기 때

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

속의 이미지 연구원(010-6609-0348)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

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

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

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

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

에 필요한 교육적 지원요소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교사의 시각으로 개념화하여 

탐색 후, 이론화 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초등 특수교사와 중등 특수

교사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도 탐색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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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총 30명 초등특수교사(15명), 중등특수교사(15명)가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집단면

담 및 개별면담에 참여할 예정이며, 총 30명 초등특수교사(15명), 중등특수교사

(15명)가 설문조사를 위해 분류 및 평정 단계에서 참여 할 것입니다. 브레인스토

밍을 위한 면담참여자와 분류 및 평정을 위한 설문참여자는 각각 다른 집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귀하가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개별면담으로 참여하신다면 약 1시간 30분의 

면담이 진행되며, 집단면담의 경우 2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담과 관

련한 자료 및 예상 질문은 면담일 이전에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될 것이며, 면담

내용은 모두 녹취됩니다. 면담 내용은 학교급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더불

어 초-중등 학교급 전환에 요구되는 학업적/심리적/환경적 지원 요소가 될 것입

니다. 장소는 면담자의 편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예시, 서울대학교 특수교육

연구소 415호, 귀하의 소속 학교 특수교실, 외부 조용한 까페 등). 또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시기 전, 연구참여자의 기초정보(성별, 경력, 근무지 등)와 연

구주제 “학교급 전환”에 대한 기초지식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설문을 배

부할 예정입니다. 본 기초자료조사에는 약 5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 귀하가 분류 및 평정 단계에서 참여하신다면 약 80개의 진술문이 적힌 조사지

를 웹링크 또는 우편을 통해 받으시게 되며, 진술문을 분류하고 평정하는데 평균

적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시기 전, 

연구참여자의 기초정보(성별, 경력, 근무지 등)와 연구주제 “학교급 전환”에 대

한 기초지식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설문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본 기초자료

조사에는 약 5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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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면담의 경우, 당일에 연구 참여가 모두 이뤄지며 집단 면담 약 2시간 30분, 개별 

면담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설문의 경우, 당일에 연구 참여 및 완료가 가능하지만, 참여자의 개인적 일정 및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 일주일의 설문지 제출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설문 실

시에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예, 면담내용은 귀하의 직업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으나 학문적인 성격이 강하므

로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크지 않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추후 초-중등 학교급 전환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

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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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이미지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

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

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

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

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  10,000 )원 정도 되는 작은 기념품이 증정

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

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_____이미지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010-6609-0348______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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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연구 과정에서 녹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4.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

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6.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

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

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만일 있을 경우

                                                                           

법정 대리인 성명(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   

※만 18세 이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반드시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입회인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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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문 축어록( 실제 전사내용)

1.

학교급

전환

전문성

강화

지원

1. 3월은 학교적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지

원 가이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실 3월이 제일 중요해요. 이 때 다 결정나거든요. 애들이 특수학급에 내려오는 걸 좋아

하게 될지 어떨지. 이때 적응 못하면 진짜 어려워 지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특수학급 내

려오면 재밌는 거 한다, 이런 인식 가질 수 있게 뭐 준비를 좀 하려고 하죠.”

“3월에 결정나요. 딱. 학교생활 잘 적응하느냐 아니냐는 이때 결정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때 애들한테 뭐가 제일 필요한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못했고, 교실이나

급식실 잘 갈 수있게 익숙해지게 해주고, 선생님들 어떻다 이런거 알려주고, 특수학급 오

면 이렇다 이런 것들이 중요할거 같아요.”

2. IEP는 장애학생의 정서상

태, 행동발달, 가정환경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

서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

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IEP에 다 못적어요 저부터도. 공식적인 문서고 다 남는건데, 학생이 이런 부분 어렵게 했

다, 부모가 의존적인 성향이다 공격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못적죠. 누가 볼 수도 있는데.“

“IEP외에 다른 방법으로 알아야 해요. 전화나 편지 쓰는 선생님들도 많고 비공식적인 내용

은 비공식적으로 하는게 맞죠.”

12. 신변처리, 학습수준, 사

회적 관계, 심리정서 등

을 일목요연하고 구체적

으로 전달할 수(받을 수)

있는 평가 자료가 필요하

다.

“아이들 입학하면 우선 제가 다시 평가를 해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좀 체계적

으로 평가가 된 자료라던지 평가 항목이 있음 시간이 단축될거 같아요”

“일단 IEP를 먼저 보고, 학업은 어느정도겠구나 생각은 하는데 나머지는 다시 평가해야할

때가 많아요. 초등선생님이랑 저랑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관찰이나 평가를 다시 할때가

많아요.”

<부록 4> 진술문별 축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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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급학교를 체험해볼 수

있는 일회성 방문 프로그

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근처 중학교 찾아간 적 있었는데, 아이들 되게 좋아했고 기대감이

나 설렘같은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1회성 프로그램 해야한다면, 학교 미리 방문하기 등이 좋지 않을까요?”

30.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

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

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

다.

“말씀하신대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준비해서 올라가야 적응이

어렵지 않은지 가늠이 안되어서..”

“제 나름대로 공부도 신변처리도 준비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

서.. 학교적응에 필요한 것들이 잘 정리된게 있음 활용도가 높을 것 같네요”

37. 학교급 전환을 포함하여

전환교육을 전담할 수 있

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가 있어야 해요. 특수교사가 역할이 너무 많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 7명도 벅찰때가 많아요. 특히 초등은 전환에 대한 관심도 적고 어떻게 하는지 연

수같은걸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자신없어요.. 전문가가 있으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서 자문식으로 방문해서 봐주고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38. 초·중등교사를 위한 전

환교육 연수가 요구된다.

“초등에서 필요한 전환은 뭔지, 학교급 전환에 어떤거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수

해주면 참여할 것 같아요.”

“초등에서 제가 전환을 할 때 전문성이 사실 의심되잖아요. 제가 공부를 따로 했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연수 할 때 하나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44. 장애학생의 학업수준을

전달 및 파악하는 문서로

IEP를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

야 한다.

“IEP가 학업수준을 정확히 전달한다고도 말할수 없는게, IEP에서는 두자리수 덧셈 한다고

나와있는데, 막상 보면 못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IEP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IEP가 기본이 되어야 하니까. 요즘 SEN으로 온라인으로 IEP 하는거 도입되었잖아요. 열

람가능하게 되어서 사실 더 꺼려지는것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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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

교 환경, 학생 수준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급 전

환교육 매뉴얼이 개발되

어야 한다.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어요. 참고할 수 있게”

“사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어떻게 전환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냥 보통은 애들 원예 수업

하거나 공작 수업하면서 전환기술에 필요한 손기능? 그런 훈련 정도 하거든요. 뭐가 초등

에서 해야하는 전환인지 잘 모르겠어요. 매뉴얼이 있음 어떨까 싶어요.”

51. 학교급 전화교육을 포함

하여 전환교육 개념이 반

영된 교육과정이 체계적

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싹 바뀌어야해요. 싹-”

“계속 인권교육이나 성교육이나 이런 추가적인 교육과정이 포함만 되고 빠지는건 없으니

포화상태예요. 전환교육이 이뤄질려면 교육과정이 한번 뒤집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55. 학교급 전환교육을 포함

한 전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업 시수 확보가

요구된다.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번은 전환을 하려고 시간을 잡아놓거든요? 근데 장애이해교육이나

영어 듣기나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가 한번 있으면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워요.”

“전환 수업은 없거든요. 그냥 사회나 국어나 이런 수업시간에 전환기술과 관련한 내용을

다뤄서 교과지도를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57. 사춘기를 겪고 있는 비

장애학생들의 태도 변화

를 고려하여 장애이해교

육 컨텐츠와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좋겠죠.”“일반애들도 다 달라져요. 애들 사이에서 서열도 생기고, 초등학교는 그래도 장애

있는 애들 잘 껴주고 그러는데 중학교는 얄짤없어요. 그냥 동생처럼 대해주면 차라리 낫

죠. 그런 애들한테 기존의 장애이해교육처럼 장애인이 이렇다 저렇다 잘해줘야 하고 그런

거 안먹혀요. 그냥 그 시간 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장애이해교육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랑 초등학교랑 아이들 차이가 분명히 있

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때 한 것처럼 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내용이나 방식이 좀 체험적

으로 달라지거나 그럼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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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학교급 전환교육은 장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부

터 겨울방학, 중학교 1학

년까지 연계되어 실시되

어야 한다.

“초등학교 6학년 들어가면 준비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중학교 입학하면 학교적응 시작이니까 그 전에 준비되는게 맞고, 입학해서 다양한 상황이

일어날거 아녜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중학교에서는 또 준비해주는게 맞겠죠.”

62. 학교급 전환 교육의 효

율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일반교사, 학교관계자(교

장, 교감)을 대상으로 하

는 연수가 필요하다.

“저는 처음부터 정말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여기던 시절부터 특수교

육을 했잖아요.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 전환교육하게 다른 어디 좀 보

내주세요 하면 시선이 어떨지..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아이들만 전환교육할게 아니라 전환

이 뭔지 일반교사 선생님들도 좀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아시

면 좋죠.”

“전환교육을 한다... 생각해보면 저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 이러한 교육적 취지를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고민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저만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담임선

생님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63. 학교급 전환교육을 실시

하기 위해서는 방학을 활

용하여 2~3주 집중 프로

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음.. 글쎄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방학 이용해서 이런 프로그램

을 받으면 조금 달라지긴 할 것 같아요.”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방학동안 3주 집중해서 하게 되면, 아.. 내가 중학교

에 가는구나. 뭔가 변화가 생기는 구나. 나도 대비를 해야지. 지적장애 애들은 눈치가 빠르

니 그런 부분은 잘 배워올 것 같아요.”

64. 학교급 전환교육을 실시

할 때는 단체참여 프로그

램과 각각의 장애 상황에

“그런데요.. 선생님 애들이 정말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번에 모아놓고 할

수가 있나요. 단체로 이뤄서 배울 수 있는게 있고 개별적으로 지도해야되는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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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개별프로그램이 동

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전환교육도 개별화 지도가 필요하죠. 일단 그게 어려우면 단체프로그램이라도 하는거지만

요”

70. 현재 학교차원에서 공식

적으로 학교급 전환 개념

을 토대로 실시되는 교육

지원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급 전환 얘기 하다보니 무슨 개념인지 확실히 알겠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

는 지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엔 무슨 말인가 생소했는데. 아무래도 초등에서 중학교

로 올라오는 것에 어떤 특별한 학생들의 어려움이 있다는건 알아도 지원을 어떤 걸 해야

한다는건 배우질 않아서요.”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거라는 예상은 당연히 하고 편하게 해주려고 준비도 나름 하지만,

학교급 전환 지원이라는 가이드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게 있다면 학생들

참여 시키고 싶어요.”

2.

협력

체계

지원

11.성공적인 학교급 전환을

위하여 특수교사, 부모,

실무사, 일반교사, 복지사

등의 협력체계가 구축되

어야 한다.

“전환은 말 그대로 학생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교사도 일반교사도 부모님들도 그리고 뭐 실

무사 선생님이나 복지관이나 치료실 다니면 그 전문가들도 함께 할 수 있음

“개별화교육팀처럼 원래는 개별화 전환 교육 팀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무하죠.

지금은”

29. 초·중등 특수교사 간 전

환 관련 연계가 공식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이나 중등은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도 기회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연락해올 때 빼고는 알 수가 없죠.”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공식적으로 만나게 해주면 될텐데 어렵나요? 연수나 간담회 그

런걸로 초등중등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울 것도 같아요.”

47. 중학교 입학 초, 문제행

동의 효율적인 개입을 위

“입학 초에 아이들 문제행동 캐치하는게 어려워요. 애들도 눈치보느라 잘 드러내지 않으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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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초·중등 교사 간 연계

가 이뤄져야 한다.

“문제행동은 조기에 개입해서 수정 지원을 해야되고 학부모님이랑 같이 하는게 효과가 높

으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미리 알면 준비를 할텐데, 직접 초등선생님께 전화 드리지 않

는 한 알수가 없네요.”

59. 성공적인 학교급 전환을

위해서 초등교사와 중등

교사간의 활발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학교급 전환에 제일 필요한거는 제 생각에 초등교사랑 중등교사가 잘 연계되어서 서로 학

생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는거 같아요.”

“소통이 되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67. 학교급 전환시기에 환경

변화 스트레스로 인한 문

제행동이 증폭되지 않도

록 학부모와 교사간 연계

를 통한 적응 지원이 필

요하다.

“환경변화가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문제행동 있는 아이들은 더 많

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일단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촉이 와요. 얘는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런 학

부모 상담도 하고 초등 선생님한테 전화도 해서 알아보려고 하죠. 공식적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받는 루트가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시간도 단축하고. 그쵸?”

3.

학부모

지원

17.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불안을 다루는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

다.

“엄마들 너무 불안하다고 하세요. 아이가 왕따 당하진 않을지 학교에서 약간 소외되지는

않을지.”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달라지고. 오히려 아이들

보다 부모님들이 불안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전화도 자주 오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했

는지 걱정하시고”

43. 학교급 전환 교육은 학

업 외 전반적 생활교육이

중요하므로 가정과의 연

계가 이뤄져야 한다.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학교 복도까지 들어와서 수업하는 걸 지켜봐요. 마음이 안놓이시는거죠. 그러

면 안된다고 얘기해도 안통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립생활이 되겠나요? 부모님부터 바뀌셔

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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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학교급 전환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

뤄지도록 하는 학부모 연

수가 필요하다.

“중학교 배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죠. 이 학교는 이렇다, 여기 선생님은 이렇다더라 이렇

게요. 근데 좀 부족하죠”

“제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할 때는 장애학생들 갈 만한 대학들을 선별해서 유학박람회

처럼 대학진학박람회 부스를 운영했어요. 교수님들이나 입학처 분들도 오셔서 홍보도 하시

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학교 정보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5. 학교급 전환 시기 장애

학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

함양을 위해 생활교육 연

계 차원으로 학부모 연수

가 필요하다.

“어머님, 아침에 옷 혼자 입도록 두세요. 시간 많이 걸려도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죠.”

“스스로 양치하고 옷입고 밥먹고 하는 건 학교에서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죠. 그래서 부모

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부모님들도 아시고 싶어하세요.”

66. 학교급 전환시기 장애학

생을 준 성인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태도

변화를 위하여 학부모 연

수가 필요하다.

“젝가 아무리 영화관 다녀오기, 시장 가기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걸어

다니고 하게 하면 뭘 하나요. 부모님이 차로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시고 심지어 교실까지

가서 앉는 것도 확인하시는데. 이제 어른이라는 걸 이해시켜드려야 하죠.”

“부모님들이 학교 복도까지 들어와서 수업하는 걸 지켜봐요. 마음이 안놓이시는거죠. 그러

면 안된다고 얘기해도 안통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립생활이 되겠나요? 부모님부터 바뀌셔

야해요.”

68. 장애학생의 성(性)적 문

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

이기 위하여 일반교사,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

“아직도 집에서 목욕을 시켜주신다는거예요. 중학교 1학년을.. 이런 행동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으로 번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 그냥 그러시면 안되요 말

하는 것 밖에는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학부모 연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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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우리 아들은 아직 애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학부모님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아니

거든요. 학교에서는 여자아이들한테 추근대서 지적도 받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

은데. 부모님도 아셔야 하는 부분인데.”

4.

정서

안정화

지원

25. 장애학생의 학급 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반편성에 친한 친구

를 배치한다.

“일부러 친한친구들 반에 배치하는거죠. 특수교사가 부탁해서. 좀 사이 안좋았거나 그런 애

들은 빼고.”

“장애 애들한테 친근하게 해주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겠죠? 그럼 친근한 애

들이랑 같은 반 되게 ... 어려움이 큰 애들은.”

27. 장애학생들의 학교적응

을 돕기 위한 개별상담

지원이 요구된다.

“음... 특수교사가 해주지 못하는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상담? 애들 힘든걸 특

수교사한테는 다 얘기할 수 있다고 해주지만 제가 전문상담교사는 아니니까.”

“아이들 지원 중에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상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떻게 해야 상담 잘해줄 수 있을지 책 보고 공부도 하거든요. 친구랑 싸우고 힘들어하면 엄

마마음으로 안쓰러워 위로해주곤 하는데, 그게 사실 엄마 마음이지 전문적인건 아니라서

요.”

42. 장애학생에 대해 잘 알

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들

이 중학교 적응을 수월하

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일단 아이들 적응은 또래관계가 중요한데요. 초등학교에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6년

동안 본 애들이 잘 이해해줘요.”

“처음에 학생이 문제행동이나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하면 저는 이유를 몰라서 당황하는

데 초등학교 같이 나온 아이들이 선생님, 얘 자기 것 만져서 그래요. 청소할 때 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죠. 제가 먼저 이 학생은 이런 장애가 있어서 너

희들이 이해해줘야해.. 말하기 전에 주변 애들한테 옹호도 해주구.”

5. 3. 도보 이동 훈련 지원이 “학교에서 집, 집에서 학교, 복지관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데는 갈 수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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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지원

필요하다.
“집에서 매일 차로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 많거든요? 자립기술 막 가르치고 알려줘도 부모

님이 데려다 줘버리면 의미가 없는거잖아요.”

10. 교내 이동수업 지도가

필요하다.

“교과교실제 도입되면서 홈베이스가 있어요. 홈베이스에 자기 물건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 들어야 하니까 애들 힘들어하죠. 아무래도 그냥 교실에만 앉아있던 초등학교에 비해

서.”

“음악실, 체육실, 강당, 식당 이런거 갈 때 모르겠으면 우르르 따라가라고 해요. 그럼 잘 따

라가요. 그래도 그 전에 어디는 어디다 알려주는 훈련도 하긴 하죠.”

13.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애들이 아침에 안일어나서 매번 지각하고.. 양치나 세수 안하고 오고.. 속옷도 잘 안챙겨

입고 오고.. 이런습관들이 정말 무시못해요. 잘 안고쳐져요.”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습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중학교 와서 적

응이 빠르죠. 초등학교보다 시간표도 더 빡빡하고 배우는것도 더 많고 하니까.”

14. 예의범절과 상황에 맞는

행동하기 등 매너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선생님들한테 인사하는거, 존대말 잘 쓰는거 그런거나 지금 장난쳐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

지 구분하는거? 그런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애들이 또래관계가 좋으려면 우리 애들도 매너가 있어야해. 부드럽게 잘 웃

고 대하고 그래야 친구들이 좋아하지 안그래요?”

16. 물건 관리 능력이 갖춰

져야 한다.

“홈베이스에 물건 두면 그렇게 잘 잃어버려요. 자기 체육복 줄넘기 그런거 정말 잘 잃어버

리죠. 애들이 막 집어가니까. 잃어버리니까 특수반에 둔다? 전 그건 아닌거 같아요. 훈련이

되어야죠. 물건을 잘 간수하는”

“준비물이나 교과서 수업에 따라서 다르게 준비해서 수업참여하는거 생각보다 우리 애들한

테 어려워요, 1학년은 특수반에서 챙겨주는데 2,3학년부터는 혼자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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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신과 관련한 일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기술 지

도가 필요하다.

“자기결정기술 필요하죠. 스스로 자기 일은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거.”

“애들 데리고 현장학습가면 편의점에서 뭐 먹을래 물어도 잘 못 골라요. 어디 가고싶은 데

찾아보자, 그래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자기결

정 기술이 없는거죠. 시킨대로만 하고 지내서. 고쳐줘야하는 부분이죠.”

19.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도록 수행능력 및

태도를 길러야 한다.

“제일 중요한건 일단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이게 제대로 안되면 취업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니까.”

“금방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금방 쉽게 포기 하잖아요.

그런것에 익숙해져있고.”

20. 문화생활, 여가관리 능력

이 갖춰져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주말에 약속정해서 콘서트도 보러다니고 영화도 보러다니고 그

러잖아요. 그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전 봐요.”

“여가관리도 포함되겠죠. 주말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도 자립기술에서 중요한데.”

21. 시간 관리 기술이 갖춰

져야 한다.

“쉬는 시간이 10분이란 말이예요? 근데 수업 종쳐도 안와요. 매점을 갔던지 화장실을 갔던

지. 자기한테 지금 쉴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고 이 시간은 뭘 할 수 있는 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매일 특수반선생님이 종치면 올라가라, 내려와라 시키는대로만 하니까. 장애있는

학생들은 수업 좀 늦어도 선생님들도 그냥 봐주고. 이러면 안되는거죠.”

“지각 안하는 것. 쉬는 시간 잘 지키는 것. 점심시간도 마찬가지고. 시간관리 할 줄 알면

좋죠.”

22. 스스로 음식물을 먹고

뒤처리를 하는 기술이 갖

춰져야 한다.

“아무래도 신변처리가 중요. 급식먹을 때 도움없이 식판에 밥 잘 받아서 먹고 잔반처리하

는 것. 기본이죠.”

“빵, 과자, 급식 할 것 없이 스스로 먹고 스스로 치우는 걸 가르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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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옷 입기 기술이 갖춰져

야 한다.

“특수반에서 선생님들이 옷입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되는데 애들 손이 느리니까.

십분안에 교복벗고 체육복 입고 운동화 신고 준비물까지 챙겨서 운동장에 나가는데 우리

애들 중에 그거 느려서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냥 해주는거죠. 그럼 안되는데”

“중학교 오면 교복 입는데, 교복이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뭐 셔츠 단추, 남자애들은 넥타

이, 조끼 입고 그런거가 모든 옷입기 기술이 다 들어가니까 교복 입기로 옷입는것만 연습

해도 아이들은 옷 스스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입히기 편한 고무줄 바지만 엄마

들이 입히시지 마시고.”

24. 위생 관리 기술이 갖춰

져야 한다.

“아침에 머리 감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학교오는 것도 안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래 친구들이 놀고 싶겠어요? 이게 또래관계하고도 직결되거든요.”

“화장실 다녀오면 손 씻자, 밥먹기 전에 손씻자, 땀흘리면 샤워하자, 이런것도 가르쳐야 하

는 경우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아요. 요즘 중학생들 다 화장하고 향수뿌리고 그러는데

씻지도 않으면 아무래도 애들이 꺼려하죠.”

28. 대인관계 능력 증진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저는 긍정적인 대화기술법 개발해서 적용했었는데 효과있었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표현

을 잘 못하거든요?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좋으면서도.. 관심도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하

는.. 그런거 역할극이나 상황으로 알려주는 긍정적 대화법도 필요한 것 같네요.”

“애들 사회성에 90%는 대인관계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아닐까요? 묻는말에 대답도 잘 해야

하지만 그 다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잖아요. 상황에 맞는 표현이나 의사를 전달하는 거

이런거 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32. 외모 관리 능력이 갖춰

져야 한다.

“외모를 어마어마어마하게 신경쓰죠. 요즘은 화장 다 기본으로 하고요. 그러니 장애학생들

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엄청 이쁘게는 안 된다고 해도 단정하게 할 줄 알아야 하는거죠.”

“자기들이 외모에 관심이 엄청 많은 애들이 있어요. 특수애들 중에도. 머리 스타일이나 얼

굴에 뭘 바르거나 입술 칠하거나. 근데 그런 것도 학교에서 용인되는 수준에서는 필요하다

고 봐요. 또래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외모가 또 경쟁력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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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중교통 이용 훈련 지

원이 필요하다.

“초등수준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체험해봤다 수준이면, 중학교에서는 알려주는 노선이나 아

는 범위 한에서는 탈 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에서는 지도나 정보를 주면 모르

는곳도 가보고.”

“마을버스 타고 왔다갔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혼자 학교 버스타고 오는 애들도 있고. 안되

는건 아니거든요? 안해보는거지. 여러번 시도해야 되는 거라서 부모님들도 설득해서 해보

고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하니까.”

34.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하

는 기술이 갖춰져야 한

다.

“제일 중요한 게 신변처리. 스스로 화장실 가는 것. 이거 안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최소한 초등학교에서 익혀서 와야 되는건 화장실 처리 문제.”

35. 때와 장소에 맞는 의복

을 선택해서 입을 줄 아

는 능력이 요구된다.

“애들이 옷 이쁘게 코디하고 상황에 맞게 입고 이런걸 어디서 배우겠어요? 학교에서도 사

실 어렵잖아요. 이런걸 지원해주는 게 있음 저는 시도해볼 것 같아요. 체험학습 갈때도 자

신의 취향에 맞게 옷도 고르고. 정말 고급 기술이긴 하지만.”

“여름인데 한 겨울 옷 입고 오는 애들 있어요. 겨울인데 막 얇게 입고 오고. 엄마들이 신경

안써주는 애들은 그런 일이 허다하죠.”

36. 자신의 감정을 알고 조

절할 수 있도록 감정 조

절 지원이 요구된다.

“화가 나도 일단 참고, 하고싶은 것도 좀 참고 하는 인내심 같은거..”

“우리 장애학생들은 좀 솔직하잖아요. 좋아하면 막무가내로 표현하고 쫓아다니고. 교생선생

님을 한명이 좋아해서 그 선생님 난처하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

람한테 피해가 되면 조절할 줄 아는거? 그런 것도 이뤄지면 좋겠고..”

48. 휴대전화 관련 안전 교

육이 지원이 요구된다.

“요즘 게임머니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채팅어플로 사람도 만나고, 애들 핸드폰 없는 애들

없거든요. 핸드폰 잘 사용하는 방법 지도 지금 엄청 필요해요.”

“핸드폰 게임 중독 애들 정말 많아요. 학교 오면 핸드폰 압수하니까 못하지만 집에서.. 뭐

했냐고 물어보면 집에서 다 게임했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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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

고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의사소통 기술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 말 듣고 적절하게 대답하고, 자기 의사도 적절한 표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의사소통기술.”

“아무래도 조금 미숙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그래서 두 번씩 말해보게 하거

든요. 표현이 잘 못됐거나 그럴 때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58. 자기주장, 자기표현, 자

신에 대한 이해 등을 포

함하는 자기옹호 기술 교

육 지원이 필요하다.

“자기옹호 기술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애가 있으니까. 부당한 상황에서 자기 주장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모르겠네요.”

“자기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 옹호도 되고 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줘서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지도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 이걸 적용할만한 시간

이 없어요. 지금도 너무 바빠서.”

69.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일

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

도록 문제해결능력이 요

구된다.

“친구들하고 트러블이 생겨도 일단 저는 둬요. 스스로 해결해보도록. 도와달라고 해도 애한

테 이렇게 해봐 하고 조언하지 개입은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해요. 매번 도와줄 수도 없고.

스스로 해결능력을 길러야 하니까.”

“물을 엎질렀어요. 저를 봐요. 닦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많은데 장애학생

들이 사회에 통합되려면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해결방법을 생각해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

하잖아요.”

6.

학습

지원

4. 화폐 사용법이 학습되어

야 한다.

“편의점에서 뭐 사고 거스름돈 받고 확인하고 하는 것들.”

“요즘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쓰니까 애들이 거스름돈 받는 것들을 해볼 기회가 없어서 직

접 상황극 같은 것도 해보고 하죠.”

5. 수 인식, 간단한 덧셈과

뺄셈이 학습되어야 한다.

“간단한 덧셈, 뺄셈 되면 좋죠.”

“그래도 전화기에 써있는 숫자가 뭔지 알고, 전화기 누를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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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색 구분이 학습되어야 한

다.

“버스를 노란버스, 빨간버스 하는거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색깔로 반 티

같은거 구분해서 입거나 체육대회 때도 색으로 편 가르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색깔

구분 정도?”

“색깔 알기, 숫자 알기, 크고 작은 것 크기 알기 이런 기본 개념..”

7. 시계 보기가 학습되어야

한다.

“요즘 디지털 시계, 휴대폰 시계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시계바

늘 이해하는 것”

“시간 알기가 시간관리의 기본이 되니까.”

8. 쓰기 능력이 학습되어야

한다.

“이름 학교 주소 정도는 쓸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숫자 쓰고 그래서 전화번호도 쓸줄 알고 이름, 주소, 학교, 부모님 이름 간단한 자

기 생각 일기처럼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9. 읽기 기술이 학습되어야

한다.

“간단한건 읽을 줄 알면 좋죠.”

“반드시 필요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읽는건 가장 기본이니까. 읽고 가벼운 수준에서 이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차이가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목표는.”

39. 초등학교(수행평가)에서

중학교(중간·기말고사)로

평가제도에 변화가 생기

므로 지필고사에 대한 준

비가 필요하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장애학생들도 시험시간에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이 앉아있어

야 하는데 그걸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저도 꼭 아이들을 이렇게 무의미

하게 사실 시험내용을 장애 애들이 알고 풀고 하는게 아니니까 시험보는 장소에서 가만히

앉아있는게 맞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평가는 똑같이 되니까.. 시험보면.. 그런 것들을 경증

아이들은 힘들어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는 특수교사가 수행평가처럼 하거든요? 중학교에서는 일반 애들이랑 똑같이 시험

보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어색하겠죠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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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학교 중간.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OMR 카드 작

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

다.

“언젠가 중학교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얘 어때요? 잘하죠? 저는 얘가 되게 잘 하는

애라서 걱정 안했는데 OMR 카드 가르치느라 힘들었어요~ 하는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

그런 문제가 또 있구나.“

“OMR 연습을 초등학교에서부터 한다면 애들이 덜 힘들겠죠. 좁은 공간에 색칠하는 것을

힘들어하니까요”

7.

사춘기

지원

26. 신체연령에 맞는 발달과

업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얘들도 어른이 된단 말이예요. 일반애들처럼 몸은 어른이 되는데 그런 발달과업을 교사나

부모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기로만 대해. 이거 문제예요.”

“예를 들어 자위나 몽정, 생리 등은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에서 하게 되는거잖아요. 자위든

생리든 자연스러운거고 해야되는거니까 잘 하는 방법, 적절한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막

안된다, 조심해라 하는건 아니죠.”

31. 준 성인으로서 건전한

이성관계 가치관을 심어

주는 교육 지원이 요구된

다.

“중학교때 애들 키스도 하고 진짜 어른처럼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거든요? 이런거를 우리

애들이라고 안하겠어요? 달라진 흐름을 반영해서 알려줘야죠.”

“특수애들도 애들끼리 사귀고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전에 어떤애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사촌누나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촌간에 그럴 수

없는걸 모르더라고요. 이런것도 알려줘야겠죠.”

41.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범

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

므로 이에 따른 지도가

필요하다.

“지적장애애들 요즘 성범죄 노출되는거 기사 나고 하잖아요. 근데 성범죄도 요즘은 가해자

가 되기도 해요. 특수남자애가 여자애를 (성추행) 그러기도 하고. 그런 문제에 약간 시다바

리(?)처럼 끼어있기도 하고.”

“가출 정말 심한 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훔치고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중학생이 되면서 그

런 일이 더 많아지죠.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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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성(性)적인 부분과 연관

된 문제행동 수정은 즉각

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문제행동은 초기엔 아이가 약간 낯설고 하면 간을 보는 게 있어요. 안드러내요. 그러다가

갑자기 2학기? 2학년 들어가면 막 나오는거죠. 문제행동이 초등에서는 어떤 식으로 있었다

는 걸 알면 예의주시 할거고 그럼 도움이 되겠죠. 특히 성적인 문제는 성범죄 가해자가 되

기도 해서 빨리 고치면 좋죠”

“엄마는 그래요. 우리 아이는 안보는데서만 (자위를)해요. 그런데 학교 오면 막 수업시간에

바닥에 누워서 하는 거야. 남자선생님이 오셔서 데려가서 잘 타이르고 했는데,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좋겠어요. 남자선생님이 없으면 또 여자 선생님이 하긴 좀 그러니

까 부모님께 말하는데, 그럼 또 이게 아이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니까.”

53. 장애학생이 2차 성징으

로 인한 신체변화에 당황

하지 않도록 변화를 인식

하고 수용하는 교육이 필

요하다.

“빠른애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브래이지어 입고 생리하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딱히 이런걸 더 알려주진 않았는데, 늦는 애들은 초등에서 해줘야겠죠. 집에서도 해주고.

가슴이 왜 나오고 생리는 왜 하는지 모르니까.”

“남자애들 몽정이나 자위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죠. 일반애들은 뭔가 자연스럽게 또래들끼리 아님 눈치로 알게 된다지만 우리애들은

그게 안되니까. 알려줘야해요. 이상하게 느끼지 않도록.”

54.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성

(性성) 인식 차이를 반영

하여 교육 내용 및 방식

에 차별성을 두어 지도해

야 한다.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은 엄연히 달라요. 신체적으로 이제 거의 어른처럼 보이는 남자애들

도 있고요. 중학생은. 그런데 인형 들고와서 성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겠나요?”

“초등학교에서는 성관계는 이런 목적에서 이렇게 이뤄진다.. 이렇게 예비교육차원이면 중학

교는 다치지 않는 안전한 성관계는 이렇게 한다. 자위는 이렇게 한다. 피임은 이렇게 한다.

임신을 하면 이렇게 알린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하면

안된다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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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학초

적응

지원

46. 중학교 입학 초,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

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야 한다.

“입학 초에 어려워하는거는 대체로 심리적인거? 애들도 달라지고 선생님 달라졌는데 그전 초

등학교가 너무 좋았어 그리워 뭐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럼 일단 특수교사가 살갑게 다가가야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심리적 안정을 어느 한 곳에서는 주어야 하니까. 오늘은 어땠어? 이렇

게 물어도 봐주고요.”

“중학교 가기 싫다고 안온다고 하는 애들도 있기는 했어요. 왜 안오고 싶냐고 물어보면 선

생님들 일단 무섭고 교실도 싫고 그런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반항기가 온거예요. 사춘

기죠. 말하자면.. 자기주장도 생기고. 사춘기가 시작되는거죠. 그럼 특수학급에 내려와서 계

속 이야기 듣고 얘기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죠. 상담이 지원되면 좋은데, 상담선생님도 특수

애들은 특수학급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게 있어서”

49. 장애학생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일어나는 환경변

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적절

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제

공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가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것 같아요. 일반 애

들도 사춘기니까 아무래도 까칠하고, 선생님들도 좀 차분하달까? 냉정하달까?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에 잘 적응하려면 특수학급은 어떤 때 가야되는지, 양호실 이용하거나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 이런데는 못들어간다는 것도 알아야 할거고..”

“어떨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정보가 필요하죠. 의사결정은 이제 아이가 아니니까 스스로

하게 두고, 필요한 정보는 교사가 줘야죠. 선생님에 대한 정보도 주고, 학교에 대한 정보도

주고. 그래야 자기결정능력도 생기고 학교생활도 스스로 개척하고 하는거 아닐까요?”

52. 장애학생이 중학교에 입

학하며 설렘, 기대 등 긍

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이들이 일단은 중학교 가면 설레는 마음이 제일 먼저예요. 교복 입고 학교 바뀌고 친구

들도 바뀌고 그런 것들이 마냥 좋은 거죠. 그걸 지켜주려고 중학교 가면 어떻게 할거야?

어른스럽게 혼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겠어? 하고 기대를 많이 심어줘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단순해서 제가 걱정하면 아이들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으이그.. 중

학교 가서 너 어떻게 할래, 이거도 못해서 어쩔래 하는게 아니라 중학교 가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교복도 입겠네, 선배도 생기겠네, 버스타고 등교하겠네, 새로운

선생님 만나겠네, 우아 어른스러워지겠네 그렇게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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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시스템사 웹사이

트에 접속하여 소프

트웨어 관련 문의 또

는 메일을 보내고 결

제를 한다. 결제 전

에 시험판을 사용해

볼 수 있다.

2016년 기준 대학원

생용 1회 사용권은

$1200, 1년 사용권은

$2200으로 1회사용

에는 단 하나의 프로

젝트만 형성할 수 있

다.

www.conceptsystem

s.com

컨셉시스템사에서 부

여한 아이디(메일주

소)와 비밀번호를 이

용해 활용 웹사이트

주소에 접속한 후,

자신의 프로젝트를

형성한다.

www.conceptsystem

sglobal.com

<부록 5> Concept system 4.0 core software

본 연구에서 활용한 Concept system core 4.0 software은 아직까지 국

내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아 그 사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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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setting 탭에

서 프로젝트 이름,

설명, 글자폰트& 크

기, 참여자 정보 질

문, 브레인스토밍, 분

류, 평정 등을 모두

설정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과 분류

및 평정은 동시에

Open 할 수 없으며,

분류 및 평정이 모두

완료된 후, Colsed

상태여야 분석이 가

능하다.

Content Manager

탭을 통해 프로젝트

소개나 분류 및 평정

을 위한 소개 등을

한국어로 자신의 프

로젝트에 맞게 변경

하여 활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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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는

1. 링크를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

2. 이메일 주소를 지

정하여 제한된 참여

자에게만 링크를 전

송하는 방법

3. OPEN에 제한을

두어 지정된 아이디

와 비밀번호를 설정

하여 참여자에게 알

려주는 방법

3가지가 있으며, 최

대 300명까지 가능하

다.

참여자 인적 정보는

최대 5문항까지 제시

가능하고, Report에

서 Excel 파일로 받

아볼 수 있다.

입력된 인적정보를

활용하여 개념도 분

석 시, 대상자 정보

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ex. 초등교사와 중

등교사, 성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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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에는 도

출된 진술문을 입력

해 넣을 수 있다. 최

대 125개까지 가능하

다.

입력된 진술문을 바

탕으로 참여자 인적

정보 질문, 브레인스

토밍, 분류, 평정 등

을 진행 할 수 있으

며, Project Preview

탭을 통해 참여자들

이 보는 화면을 미리

볼 수 있다. 또한 링

크를 통해 연구참여

자들을 모집하는 경

우, 이 탭에서 링크

주소를 복사할 수 있

다.

브레인 스토밍의 경

우, 이미 연구자와

아이디어 수집 단계

에 참여한 면담 참여

자들의 인터뷰 결과

를 바탕으로 추출된

진술문을 토대로, 추

가적으로 필요한 내

용이나 피드백을 입

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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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의 경우, 평정내

용을 3개까지 만들

수 있다. 하나의 평

정당 1-10까지의 평

정 단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직

접 소개 부분에 설명

하여야 한다.

분류는 두 가지 방법

이 있다.

1. (온라인으로 처음

분류를 수행하는 경

우) 진술문을 끌어다

빈 여백에 가져다 놓

으면 폴더가 생기는

데, 이 폴더에 비슷

한 개념끼리 넣을 수

있다.

2. (진술문 카드 등

을 이용해 이미 오프

라인에서 분류를 끝

낸 경우) 폴더 이름

을 지정하고 지정된

폴더에 진술문을 포

함시킬 수 있다. 진

술문 카드는 State-

ment 탭에서 원하는

크기로 출력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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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탭을 클릭

하여 새로운 시나리

오를 형성한다. 이전

에 브레인스토밍, 분

류, 평정은 더 이상

입력불가능 하도록

닫아두어야 한다.

Analysis 탭에서 여

러개의 시나리오를

형성할 수 있으며,

한 시나리오를 형성

할 때 참여자와 평정

종류를 선택하여 설

정할 수 있다. 이 탭

에서 포인트 지도,

포인트 평정 지도,

클러스터 지도, 클러

스터 평정지도, 패턴

매치 그래프, Go-

zone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Report 탭은 이 프로

젝트에서 활용된 보

든 정보를 정리해주

는 탭으로, 참여자

인적 정보, 진술문,

평정 시트, 평정 결

과, 진술문 카드, 참

여자 리스트, 평정

Row 데이터, 클러스

터별 데이터, 유사성

행렬, t-Test 결과까

지 확인 할 수 있다.



- 202 -

ABSTRACT

Exploring Educational Support Elements

for School Transition

(Elementary to Junior High School)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Autism : Concept Mapping Approach

A Thesis of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Special Education)

By

Lee, Miji

Major Advisor: Kim, Dongil, Ph D.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 203 -

Introduction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junior high school)

is a very new and difficult challenge for general students since they

have to struggle to adapt to new roles and unfamiliar environments

that are given and have to deal with physic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caused by various accidents (Chung, Elias, &

Schneider, 1998; Crockett, Peterson, Graber, Schulenberg, & Ebata,

1989). Currently in Korea, the elementary schools are operated based

on class teacher system and the middle schools in Korea are operated

based on departmental system, in which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s

rapidly changed. Students can spend most of the time at school with

teacher and students can be monitored and protected by a teacher

under the consistent guidance, which is available at the class teacher

system of elementary school. However, in the departmental system of

middle school, teachers are replaced at each subject therefore students

have to adapt to each different teaching method and it is hard to

expect the continuous protection for students. Therefore, students at

this time should have high adapt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and

independence to deal with the difficulties made in the adapt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e disabled students have a higher psychological

burden than the students in relation to the adaption to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or autistic students are behind

than the ordinary students in terms of adapta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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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olving ability and the ability of understanding the situation

so they are not able to respond to the changes promptly and

appropriately and isolated in the school in severe cases. According to

the researches on transition education trends that are recently

conducted,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carried out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Ju Hee Hong, Sook Hyung Lee). In

the research on the trends of the transition educa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Sook Hyang Lee, 2015), it also showed that the

researches on transition education at elementary – middle school did

not receive high attention. Th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eachers’

perception on the school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by priority.

And also, the school transition focuses on the transition between the

previous school and the senior school. In other words it focuses on the

transition period thus it cannot be interpreted only by the context of

one school level. Therefore, it is also important to accept the opinions

of two groups, find and interpret the difference of the two groups.

Therefore, the key ideas about themes and directions can be generated

using brainstorming of experts in the condition of which information

about direction and policies on a certain project or phenomenon are

insufficient and it can be utilized as useful materials for teachers in

the filed who cannot educate school transition effectively due to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facing the difficulties in adapting to middle

school after graduating familiar elementary schools and insufficient



- 205 -

information in terms of restricting process using the scientific methods

after withdrawing the factors of education support by grasping the

concept, difficulties, educational needs and importance of school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according to teachers’

experience and professional knowledge through conceptualization

(Chang Hee Park, Chang Doo Hong, 2008) which is suitable method

for conceptualization per stage.

Research questions

The present study poses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What is educational support elements for school

transition(elementary to middle school) perceived by special education

teachers?

1) What are the levels and groups of educational support elements

for school transition(elementary to middle school) perceived by

special education teachers?

2) What are the levels of importance on educational support

elements for school transition(elementary to middle school)

perceived by special education teachers?

2.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al support elements required for the school

transition(elementary to midd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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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s following procedures.

First, the researcher has made questions for promoting ideas with

the help of one special education teacher of elementary school, one

special education teacher of middle school and one doctor of special

education.

Second, the preliminar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targeting for three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and three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middle

schools and have found out that if the question for promoting ideas

made from preliminary researches could withdraw the perception of the

teacher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hir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for elev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and elev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have been conducted using the partially modified questions for

promoting all of the interviews have been recorded and written.

Forth, two people who completed doctoral course and one special

education teacher of elementary school and one special education

teacher of middle school have participated and abstracted the education

support factors required for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In the first step, this task has been conducted in three stages

and sentences with high relevance have been extracted from the

verbatim based on the professional knowledge of the researcher. In the

second step, people who completed doctoral course of spe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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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reviewed suitability of the extracted core terms then integrated

the similar concepts and classified concepts that have different

meanings. In the third step, two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have confirmed the conversion of terms

into easy terms that can be understood in the field, repeated concept,

clarity of statements and additional expressions based on the extracted

sentences.

Fifth, based on the seventy statements extracted as education

support factors required for education transition, evaluation and

classification have been conducted. Twenty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and twenty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middle

school have participated and there are also eleven participants who

only participated in counseling the collection of ideas. For the

evaluation, the Likert measurement method (Five point system) has

been utilized. For the classification, utilization of statement cards has

been recommended. For both evaluation and classification, the materials

have been collected using mail, email and Google Links etc.

Sixth, all of the collected data have been input to Concept system

core 4.0 and the schematic diagrams such as Point map, Cluster map,

Cluster rating map, Pattern match and Go-zone etc. have been

extracte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below. First, a total of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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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ed cluster statements T E M M-E

1) Support for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school transition

4.20

(.28)

4.19

(.25)

4.21

(.35)
0.02

1. March is the most important time for adaption to

school and education support guide should be

provided at this time.

4.08 4.1 4.05 -0.05

2. The IEP is a limited document to provide

information such as emotional status, behavioral

development, and home environment. Thus,

additional materials are required.

3.95 3.7 4.2 0.5

12. Evaluation materials such as personal affairs

processing, learning level, soci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emotion that can be clearly and

specifically forwarded (received) are required.

4.55 4.4 4.7 0.3

15. One – off visiting programs that students can

experience senior schools should be prepared.

(E.g., senior school experience program, elementary

school visiting program of seniors at middle

schools etc.)

4.28 4.35 4.2 -0.15

30. A checklist is needed to objectively determine

whethe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re well prepared

for school transition.

(※ Including all for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4.15 4.35 3.95 -0.4

37. Experts in charge of transition education including

school transition are required.
3.53 3.85 3.2 -0.65

38. Training of transition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are required. (Concept of

transition, school transition, transition education

activities, restructuring levels of curriculums per

grade etc.)

4.25 4.2 4.3 0.1

educational support factor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autism in the school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students have been extracted based on the results of interview with 22

participants for collecting ideas. The statements are in the <table 1>.

<table 1> Fin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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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As a document to forward and identify the

academic level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EP

should be reconstructed for effective utilization.

4.35 4.3 4.4 0.1

45. A customized school transition education manual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environments

of elementary schools and middle schools and

students’ level.

4.33 4.4 4.25 -0.15

51. The curriculum reflecting the concept of transition

education including the school transi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reorganized.

4.25 4.25 4.25 0

55.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number of class hours

that can conduct transition education including the

school transition.

3.9 3.9 3.9 0

57. Considering the changes in attitudes of

non-disabled students who are going through

adolescence, it is required to differentiate the

contents of disability understanding education and

its approach method.

4.47 4.45 4.5 0.05

61. The school transition educa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organized by planning a long –

term plan and linking from the 2nd semester of the

6tth grade in the winter vacation to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4.28 4.2 4.35 0.15

62.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school

transition education, it is required to train general

teachers and school officials (principals and vice

principals).

4.25 4.25 4.25 0

63. In order to implement school transition education,

intensive program for 2 to 3 weeks should be

implemented during the vacation.

3.78 3.7 3.85 0.15

64. When conducting school transition education,

group participation programs and individual

programs suitable for each disability situation

should be provided simultaneously.

4.47 4.4 4.55 0.15

70. Currently, there is no official educational support

implemented based on the concept of school

transi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istribute educational support.

4.5 4.4 4.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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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pport for cooperation system
4.42

(.11)

4.37

(.09)

4.47

(.18)
0.1

11. For successful school transition, a cooperative

system with special teachers, parents, working –

level staffs, general teachers and social workers

etc. should be established.

4.58 4.5 4.65 0.15

29. Connecting related to school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s should be officially

implemented.

4.28 4.35 4.2 -0.15

47. At the beginning of middle school, the linkage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should be made for effective intervention to

problem behaviors.

4.3 4.2 4.4 0.2

59. For successful school transition, there must be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4.47 4.45 4.5 0.05

67. It is required to support adaptation through

linkage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so that

problem behaviors caused by environmental change

stress is not amplified at the time of school

transition.

4.58 4.4 4.75 0.35

3) Support for parents
4.58

(.12)

4.5

(.14)

4.65

(.13)
0.15

17. Psychological counseling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parents’ unstable psychology related to

children’s graduation of elementary schools or

entrance to middle schools.

4.47 4.3 4.65 0.35

43. School transition education should be linked with

family since the education for general life including

school affairs is important

4.38 4.3 4.45 0.15

60. Training for parents to effectively provide the

information related to school transition is required.

(E.g., list of upper level schools available to enter,

information on curriculums of upper level schools,

information on disability facilities etc.)

4.58 4.6 4.55 -0.05

65. Training for parents to develop the abiliti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for the linkage of daily

life education is necessary. (E.g., processing

personal affairs, wearing clothes, eating meals,

moving etc.)

4.68 4.65 4.7 0.05

66. Training for parents to change the parents’

attitudes so that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n
4.63 4.55 4.7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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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treated as adults at the time of school

transition. (E.g., the expected frequency of school

adapt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expected

chang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method to

deal with the chang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etc.)

68. Sexual educations for general teachers and parent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sexual problem behavior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4.72 4.6 4.85 0.25

4) Support for stabilizing emotion
4.07

(.28)

4.03

(.26)

4.1

(.33)
0.07

25. Locate friends who are friendly to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so that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n adapt to the class and have stable

psychological status.

3.98 3.85 4.1 0.25

27. Individual counseling support is required to help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adapt to schools.
4.45 4.4 4.5 0.1

42. Elementary school alumni who are well awar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n work as facilitators

for smooth adjustment to middle schools.

3.78 3.85 3.7 -0.15

5) Support for independence
4.48

(.17)

4.42

(.14)

4.54

(.22)
0.12

3. Walk-on training support is required. (E.g., school

– home, friend’s home – home, welfare center –

home etc.)

4.3 4.3 4.3 0

10. Teaching for moving classes is required (E.g.,

gym, lab, music room – in the school)
4.35 4.4 4.3 -0.1

13. Basic living habit should be formed. (E.g., getting

up late and going to bed early, arranging a

backpack etc.)

4.63 4.45 4.8 0.35

14. Students should be taught so that students can

learn manners and behaviors for situations.
4.4 4.4 4.4 0

16. The ability to manage belonging or other things

should be learned. (E.g., preserve personal

belongings or materials at locker or home base etc.

due to moving class or departmentalized class

system)

4.33 4.4 4.25 -0.15

18. The instruction for self-determination skills that

oneself can think and determine things related

oneself independently is required.

4.5 4.55 4.4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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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The ability and attitude to carry out the task

assigned to give to oneself should be developed.
4.38 4.4 4.35 -0.05

20. The management ability of cultural life and leisure

should be equipped.
3.95 3.95 3.95 0

21. Time management ability should be equipped. 4.4 4.3 4.5 0.2

22. Skills to eat and treat oneself independently should

be equipped. (E.g., self-serving meals and

processing the residue of the food etc.)

4.7 4.5 4.9 0.4

23. Dressing skills should be equipped (E.g., taking

button in, wearing belt, Tie a string of the shoes

etc.)

4.65 4.6 4.7 0.1

24. Hygiene management skills should be equipped.

(E.g., washing hands, washing face, washing hair,

changing sanitary pads, changing clothes etc.)

4.75 4.65 4.85 0.2

28. Supports for improving interpersonal skills are

required. (E.g., positive conversation skills and

empathic conversation skills, etc.)

4.45 4.25 4.65 0.4

32. Appearance management skills should be provided.

(E.g., brushing hair, trimming neatly, coordinating

to suit oneself etc.)

4.6 4.5 4.7 0.2

33. Supports for public transportation training are

required. (E.g., bus, subway, taxi etc.)
4.45 4.3 4.6 0.3

34. Skills of using toilets independently should be

equipped. (※ Except when accompanied by

physical disabilities)

4.58 4.5 4.65 0.15

35. The ability to choose clothes that suit the time

and place is required. (E.g., gym clothes, uniforms,

uniforms, pajamas, etc.)

4.55 4.45 4.65 0.2

36. Supports for emotional adjustments are required so

that oneself can know and control emotions.
4.55 4.45 4.65 0.2

48. Safety education related to mobile phone is

required. (E.g., prevention of game addiction,

prevention of crime through chat application,

prevention of crime related to spam character)

4.58 4.5 4.65 0.15

56. Supports for communication skills to listen to

others’ words and express appropriately.
4.58 4.45 4.7 0.25

58. Supports for self-advocacy skills education are

required including the self-assertion,

self-expression and self-understanding etc.

4.53 4.5 4.55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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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Problem – solving abilities are required so that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n solve their affairs

on their own

4.33 4.35 4.3 -0.05

6) Support for academic affairs
4.18

(.22)

4.14

(.29)

4.22

(.18)
0.08

4. The direction on how to use money should be

learned.
4.33 4.2 4.45 0.25

5. Numerical recognition, simple addition and

sub-traction should be learned.
4.13 4.2 4.05 -0.15

6. Color classification should be learned. 4.35 4.45 4.25 -0.2

7. The direction on how to tell the time should be

learned.
4.3 4.3 4.3 0

8. Writing skills should be learned. 4.2 4.2 4.2 0

9. Reading skills should be learned. 4.47 4.45 4.5 0.05

39. As there is a change in evaluation system from

elementary school (performance evaluation) to

middle school (mid-final term exam), it is required

to prepare for the paper exams.

3.88 3.7 4.05 0.35

40. It is required to prepare for OMR card filling for

final mid - term and final exams of middle

schools.

3.8 3.65 3.95 0.3

7) Support for adolescence period
4.46

(.17)

4.44

(.17)

4.47

(.2)
0.03

26. It should be aimed at achieving the development

task according to the physical age. (※ Only for

development tasks in the physical parts such as

sexual act and menstruation etc.)

4.1 4.1 4.1 0

31. It is required to provide educational supports to

develop healthy sense of values for different

genders as semi-adults.

4.53 4.45 4.6 0.15

41. As the school level gets higher, there is more

possibility of being exposed to crime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instruction for this exposure. (E.g.,

sexual offenses, smoking, drinking, theft etc.)

4.5 4.4 4.6 0.2

50. Modification of problem behavior related to

sexuality should be supported immediately.

(E.g., early intervention is important so that problem

behaviors are not associated with sex offenses)

4.6 4.55 4.65 0.1

53. It is required to educat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recognize and accept physical changes so that

the students cannot be embarrassed by secondary

sexuality.

4.58 4.55 4.6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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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It is required to teach by differentiating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reflecting the

differences in sex perception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4.45 4.6 4.3 -0.3

8) Support for adaptation to school in the

beginning

4.4

(.11)

4.33

(.2)

4.47

(.2)
0.14

46. At the beginning of junior high school,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o have difficulty in adaptation

should be supported constantly (E.g., poor

academic performance, peer relationships,

environmental maladjustment, etc.)

4.47 4.5 4.45 -0.05

49. ppropriate information suitable for the situation

should be provided immediately so that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n flexibly deal with the changes

of the environments at the time of school

transition.

4.47 4.45 4.5 0.05

52. The support for emotion is required so that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n control well various

emotions arising from environmental changes due

to school transitions.

4.25 4.05 4.45 0.4

Second, as a result that the point map was extracted based on 70

final statements in order to identify the dimension of educational

support factors for school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the stress value on the two-dimension, 0.219 is calculated. The

horizontal axis (X) is interpreted as ‘Collaborator –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 vertical axis (Y) is interpreted as ‘Advance support

– Regular support’.



- 215 -

[picture 1] point map

Third, based on the derived point map, the cluster map is calculated

to identify the categories of educational support factors. As a result, 8

categories have been derived. Each cluster have been named as 1)

Support for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school transition, 2)

Support for cooperation system, 3) Support for parents, 4) Support for

stabilizing emotion, 5) Support for independence, 6) Support for

academic affairs, 7) Support for adolescence period and 8) Support for

adaptation to school in the beginning. Based on this, the model of

school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autism have been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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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2] cluster map

Forth, a cluster rating map has been derived based on the

importance rating data collected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 lowest

category is the support for emotional stabilization (Average = 4.07, Std

= .28), support for learning (Average = 4.18, Std = .22), support for

professionalism (Average = 4.2, Std = .28) (Average = 4.46, Std = .11),

Support for adaption at the beginning of entrance(Average=4.4,

Std=.11), Support for cooperation (Average = 4.42, Std = .11), Support

for adolescence (Average = 4.46, Std = .17) ), and support for parents

(Average = 4.58, Std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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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3] cluster rating map

Fifth, pattern match and Go-zone graphs are analyzed to compare

the perception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ccording to cluster and educational support factors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ratings. At once, the recognition of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middle schools have been appeared to be high in

all 8 categories in the pattern match graph but have been appeared

differently in terms of the order of importance for each category.

Especially, in case of support for the independence, it showed a big

negative angl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ink independence as the 2nd most important factor but

middle school teachers think independence as 2rd most important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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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8 support categories. In addition, the rank change has been made in

the support for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school transition.

In case of support for adaptation at the beginning of entrance, only

the quantitative slope has been shown and it indicates that the middle

school teachers perceive the importance relatively high.

[picture 4] Pattern match

Sixth, as a result of checking the Go-zone graph by setting the

X-axis to the percep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s and the Y-axis to the percep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middle schools, a total of 31 statements (44%) correspond to the

Go-zone. Statements that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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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s perceive lower but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middle schools

perceive higher are 7 (10%). Statements that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middle schools perceive lower but special educations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s perceive higher are 11 (16%). Statements that both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s and middle schools

are 21 (30%). Teachers’ perceptions about the independence level of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re relatively higher independent factors

which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s perceive lower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middle schools perceive higher,

confirming that the independence level is higher in terms of teachers

of middle schools than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s.

[picture 5] Go-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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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and Implic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education support

factors required for education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and is to attempt to build theoretical structuring in term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by investigating the perception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both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gree on the importance of

timely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and its necessity

for support. In order to realize the support for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it has been appeared that the program

development, linking among teachers from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support for peer, training for parents, support for psychological

emotion etc. are considered.

In addition, it has shown as follows. From the support for

collaborators who interact with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the

self-help skills for improving transition ability, sociability,

self-determination, sexual education to the adaptation skill to physical,

emotional and environmental chang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various transitions including the individual approach to teachers,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peer groups and supports of higher

institutions (school, education office, ministry of education and

government) should be provided. Especially, a unique category of

adolescent support was extracted in this study. It mean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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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period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is the introduction

to the adolescence and the intensive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sexual changes of adolescence of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have been emphasized.

These results will be widely utilized since the results can provide

the support scope, area and emphasis points when making and

planning the support program related to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for the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autism

And also, this research did not just constitute the support factors

using only the analysis of the advance researches or evaluation scores

of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but extracted the statements that are

fully reflecting the field experiences by implementing the interview

with special education teacher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quantitative method named as concept analysis using the evaluations

and classified materials. It is to suggest the education support factors

fundamentally and scientifically in terms of explanatory dimension

using the ideas of insight and it is significant that the collec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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