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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의 동향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학술지에 실린 태도 조사
연구 논문 21편을 검토하였다. 대체로 응답자들은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연구자들이 제시한 다양
한 통합교육 개선 및 촉진 방안에 높은 지지를 표했다. 또한 주로 외적 여건 측면에서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조건들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태도 변화 교육 요구를 규명하고, 나아가 통합교육 실제
운영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에는 많은 미흡(未洽) 부분과 미답(未踏) 부분을 남겨놓았다. 예컨대, 조사대상
교육행정가나 학교장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조사 항목이 너무 일반적이고 원칙적이었다는 점, 응답
자들의 통합교육이나 장애아 경험 여부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통합교육의 기본 취지는
특수아동을 의무적으로 일반학급에 통합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통합교육 서비스 연계성을 마
련하여 개별 학생의 특성과 교육 요구에 따라 제공하라는 것이다. 통합교육 논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통합
대상인 장애아와 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비장애아여야 한다. 현장의 통합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 만약 그 모습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 연구
가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태도 조사 연구뿐만 아니라, 실험연구, 참여관찰, 그리고 현장 인터뷰 등
과 같은 연구방법이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쌓인 선행 연구 결과를 참조로 효과적인 통합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그것을 투입한 다음, 그 효과지수의 하나로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일이 필요하
다. 프로그램 투입 후, 그 효과와 활용 정도를 본다면, 좀 더 보완하거나 새롭게 개발해야 할 영역들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통합교육, 태도, 조사 연구, 문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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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최근 들어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수
량적 증가뿐만 아니라, 비슷한 조사항목과 조사대상을 포함한 연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의 수는 특히 1995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은
경도장애아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태도나 인식을 다루고 있다(박화문, 손상희, 2000).
통합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인식을 왜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답은,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통합교육 실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통합교육
을 담당할 교사가 통합교육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 교사
의 통합교육 실제 운영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통합교육과 관련 있
는 여타 사람들, 즉 학부모나 교육행정가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목적도 바로 여
기에 있다. 통합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실제 통합교육을 시행하
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 정보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필요하고 타당성도 있다.
하지만, 통합교육에 관한 태도나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결과가 통합교육 실제에 유용하게 활
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여섯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태도 조사 연구 내용이 통합교
육 실제를 운용하거나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
컨대, 굳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통합교육이 필요한가? 등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 연구는 통합교육 실제에 별로 시사점을 주지 못할 것이다. 둘째, 응답
자들이 응답할 때 상정하는 통합교육이 연구자가 의도하는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언뜻 너무나
당연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통합교육의 유형은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
에, 응답자가 상정하는 통합교육의 모습과 조사 연구사자 의도하는 통합교육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한 드러난 응답자들의 태도나 인식과 통합교육 실제와는 어느 정도 괴
리가 있는지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설문지에 나타
난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곧 통합교육 실제일 수는 없다. 연구 결과와 실제와의 괴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① 태도나 인식이 반드시 현실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
니고, 지식이나 간접경험에 의존할 수 있다. ② 설문지상에 나타난 태도나 인식이 곧 응답자의 행
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태도 조사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반응은 질문자 (조사자)의 질
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자의 조사 항목 선정 이유가 분명하고 논리적이어야 하
며, 항목들이 조사연구 목적에 비추어 타당해야 한다. 다섯째는 조사 대상의 적절한 선정이다. 여
섯째는 조사 도구, 조사 절차, 그리고 자료 분석 절차가 객관적이고 적절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양산되고 있는 태도 조사 연구가 위에서 제기한 여섯 가지 측면에서,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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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에 유용한 영향을 주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未洽)한 부분과 아직 다루지 못한 미답
(未踏) 부분이 많이 있다는 문제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특수아
동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조사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
니고,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태도 조사
연구에 있어서 아직 미흡(未洽)한 부분(blank spot) 과 전혀 시도되지 않은 미답(未踏) 부분(blind
spot)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시도하였다.
1) 통합교육에 관한 태도나 인식 조사를 위한 조사 도구의 측정학적 특성은 무엇인가?
2) 조사 도구의 내용은 어떤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3) 조사 대상은 어떤 집단이었는가?
4) 주요 조사 결과는 무엇인가?
5)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분석을 위한 분석 방법은 적절했는가?
6)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나 인식 조사 연구의 미흡(未洽) 부분과 미답(未踏) 부분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문헌 검토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선행 태도 조사 연구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기법을 사용했다. 분석 대상 문헌은 국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통합교육 태도나 인식 조사
연구 전부였다. 박화문, 손상희(2000)에 따르면, 통합교육 태도 조사 관련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에
서 많이 발견되었지만 (이들 연구자들은 55개 석사학위 논문을 종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문헌을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 어느 정도 질
적인 선별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었다.
분석 대상 문헌을 찾기 위해 교보첨단학술정보 와 한국학술정보 두 DB를 검색했다. 교보첨
단학술정보 는 국내 140 학회지의 서명 및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학술정보 DB이다. 한국학술
정보 는 국내 850여 학회지의 서명 및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학술정보 DB이다. 두 DB 모두 검
색어는 통합교육이었다. 1차 검색에서 교보첨단학술정보 에서는 49편이, 그리고 한국학술정
보 에서는 67편이 검색되었다. 이 중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통합교육에 관한 태도를 실제로 조사
해서 통계수치를 제시한 연구는 교보첨단학술정보 에서 12편, 한국학술정보 에서 9편 등 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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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었다. 흥미롭게도 두 DB간에 중복되는 연구는 단 한편도 없었다.

2. 분석 방법 및 항목
문헌 검색을 통해 선정된 선행 연구물을 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
을 통한 분석 항목 결정은 형성적(形成的)으로 이루어졌다. 즉, 일단 통합교육 관련 선행 문헌을
<표 1> 태도 조사 연구 분석 항목
분류

세부 분석 항목

통합교육에 관한
태도나 인식 조사
를 위한 조사 도
구의 측정학적 특
성은 무엇인가?

-

조사 도구의 원 출처
신뢰도
타당도
문항의 수(전체 및 하위 영역별):
척도의 수와 유형

조사 도구의 내용
은 어떤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 조사 도구의 주요 하위 영역

조사 대상은 어떤
집단이었는가?

- 일반학급 담당 교사 (특수교육 수강 여부, 특수아동 경험 여부, 특수교육 연
수 여부, 교직경력 장.단, 통합교육 경험 여부)
- 특수교사 (교직경력 장.단, 통합교육 경험 여부)
- 일반 사범계 대학생 (특수교육 수강 여부, 특수아동 경험 여부)
- 특수교육과 대학생
- 학부모 (장애아 자녀, 정상아 자녀, 장애아에 대한 직·간접 경험, 특수교육
수강 여부, 통합교육 경험 여부)
- 교육행정가
- 교육전문가
- 통합대상 학습자

주요 조사 결과는
무엇인가?

-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분
석 방법은 적절했
는가?

- 통합교육 경험의 통제:
- 통합교육 경험 자체
- 특수아동 경험
- 특수교육 경험이나 연수 경험
- 통합교육의 유형
- 주요 응답자 변인별 통제
- 통합교육 경험 (유(有)·무(無), 유형, 기간, 질(質) )
- 장애아 유형
- 특수아동 경험 (유(有)·무(無))

통합교육에 동의하는 정도
통합교육에 필요한 사항
통합교육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일반아동 vs. 특수아동)
통합교육 성공 및 저해 요인
통합교육 구체적인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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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에서 조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을 예비적으로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문헌 검색에서 선정된 분석 대상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예비로 작성된 분석
항목을 정교화시켰다. 다시 각 분석 대상 연구에서 보고한 조사 항목이나 조사 결과들을 모두 나열
한 다음, 정교화된 분석 항목별로 21편의 분석 대상 연구들의 빈도를 조사하여 최종 분석항목을 결
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도출된 각 분석 항목별 세부 항목은 <표 1>과 같다.

Ⅲ.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
먼저, 조사 대상으로 어느 집단이 어느 정도로 조사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특정 집단이 몇
편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로 등장하였는가를 조사하였다. 연구별로 하나의 집단만을 포함시킨 경
우도 있었고, 4- 5개 집단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다. 아래 <표 2>에 따르면 조사 대상으로 가장
많이 포함된 집단은 일반학급 담당교사와 특수교사였다. 반면, 한 번도 조사되지 않은 집단은 통
합교육 대상자인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일반교사를 양성하는 일반교육 전문가, 그리고 교육행
정가(일반학교장이나 특수학교장)였다.

<표 2> 태도 조사 대상 집단의 연구 참여 빈도
일반 특수 교육
유치 일반
특수
장애 비장애
학급 교사 행정가 원장 유치원 유치원 자녀
자녀
(학교장 )
교사
교사
교사 학부모 학부모
및
기관장

조사한
연구
편수

7

6

1

3

4

2

5

4

예비
교사
(특수
교육
전공)

4

예비
유아
일반
교사
교육
교육
(일반 전문가 전문가
교육 (교수) (교수)
전공)

4

3

0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0

0

* 총 연구 편수는 21편.

2. 조사 도구의 측정학적 특성
1) 조사 도구의 출처
조사 도구의 출처는 크게 자체 개발한 경우와 선행 도구를 직접 혹은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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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수 있었다. 명확하게 해외 선행 연구를 참조했다고 밝힌 논문이 21편 중 8편(38%)이었고,
국내 연구만을 참조한 논문은 두 편이었다. 그 외 선행 연구를 거론하지 않고 자체 개발했다고
기술한 논문이 10편이었는데, 순수하게 자체 개발했는지 혹은 선행 연구를 얼마나 참조했는지 명
확히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이 두 편 이상의 논문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동
일한 조사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단순히 빈도만 고려하여 조사 도구의 출처를 분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2) 조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 도구의 신뢰도는 21편의 논문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1편(52.4%)이 보고하였다. 보고된 신
뢰도의 범위는 대부분이 .70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신뢰도 계수로는 모두 Cronbach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타당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정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분석 대상 21편의 연구 중에
서 타당도를 언급한 논문은 9편(43%)이었다. 그중 4편은 안면타당도를 보고했고, 나머지 5편 (강
수균, 1998; 권순항, 이규식, 2000; 박재국, 강수균, 中司利一, 1997; 신진숙, 1998; 안성우, 박재국,
백유순, 2000) 에서는 요인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려 했다. 이 경우에도 3편의
논문에서 저자 중 일부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요인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타당도를 보고한
경우는 3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 기법을 사용한 연구자들은 조사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2단계 조사 도구 개발 과정을 거쳤다. 먼저, 조사 대상자들에게 통합교육에 관한 태
도를 개방형 질문을 통해 정해진 수만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기술한 내용을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범주화하고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 대개 요인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문항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조사 문항으로 채택하였다. 이 방법의 장점은, 조사 항목을 연
구자의 의도나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에 근거하
여 결정함으로써 응답자들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전적으로 응답자의
초기 반응에 근거하여 조사항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
성이 있다.

3) 조사 도구의 문항 수
하나의 조사 연구에서 제시한 문항의 총 수는 최저 11문항에서부터 최고 89문항까지 다양하였
다. 특히, 문항이 50개가 넘는 경우도 4편 있었다. 평균 문항 수는 약 35문항이었다. 한편, 문항 수
를 밝히지 않은 연구는 3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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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답 척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응답 척도로는 Likert식 5단계나 7단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간혹, 2단계나
3단계 척도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척도는 5단계 척도였다 (21편 중 11편 사
용). 3편의 연구에서는 4- 5지 선다형 문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3. 주요 태도 조사 항목
각 연구에서 사용된 태도 조사 도구의 항목들은 대체로 매우 다양했다. 내용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각 조사도구들의 하위 영역을 일단 확인한 다음, 유사한 것들끼리 분류해본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1)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
2) 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
3) 통합교육의 영향 (장애아동 v s. 비장애아동, 긍정적 영향 vs. 부정적 영향)
4) 통합교육의 저해 요인과 성공요인
5) 구체적인 통합교육의 방안

4. 주요 태도 조사 항목별 결과
1) 통합교육의 필요성 및 동의 정도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석 대상 모든 연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 (60- 90%)이 압도적
으로 (대개 5점 만점 중 4점 이상)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유수옥, 이금
순(2000)연구에서는 유치원 원장 137명중 95%정도가 통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소현(1995)과 유수옥, 이금순(2000) 연구에서는 특수아동 통합교육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각각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의 대학교수와 유치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두 연구에서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조사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서로간의 이해,
비장애아의 인격성숙, 편견극복, 장애아 이해, 장애아의 장애극복에 도움 등이었다. 신진숙
(1998)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통합교육의 필요 이유로 더불어 사는 사회나 평등한 교육기회 보
장, 그리고 교육적 효과 등을 지적했다.
응답자들이 통합교육에 반대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았지만, 통합교육에 반대하는 장애아동의 학
부모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경우가 두 번 있었다(김나영, 2000; 김숙경, 1999). 김나영(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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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장애아동 학부모가 체육통합수업에 반대했다. 또한 장애아동의 통
합교육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조사 대상 장애아동 학부모의 70.4%가 찬성했다. 김숙경
(1999) 연구에서도 유치원 특수아 부모들이 일반아동 부모보다 통합교육에 대해 낮은 태도를 보
였다. 이 밖에 비장애 아동 학부모의 통합교육에 대한 지지도가 장애아동 학부모의 그것보다 높
은 경우도 있었다(안성우, 박재국, 백유순, 2000). 장애아동 학부모 뿐만 아니라, 일부 교사들도 통
합교육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다. 유수옥, 이금자(2000)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들이 통합교육은
원하지는 않지만 유치원 원장의 명이 있을 때에 한해서 하겠다는 응답이 72.5%에 달해, 대부분의
조사 응답자들이 통합교육에 찬성했던 기존 연구결과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였다.
통합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이소현(1995)의 연구에서는 유치원장들이 준비 부족을 통합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겼다. 유수옥, 이금순(2000)의 연구에서는 통합교육 거부의 이유로 교
사의 자질 부족, 일반아동 학부모의 반대 등이 거론되었다. 한편, 유치원 교사들은 통합교육 반대
이유로 통합교육 실시 여건 미흡을 제일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정계숙, 1995). 이와 같은 통합교
육 반대 이유 응답들은, 기본적으로 응답자들이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준비를 문제삼았을 뿐, 통
합교육 자체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대상자들의 배경변인은 통합교육지지 정도에 별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특수아동 경험,
통합교육 경험, 특수교육 수강 및 연수 경험, 장애자녀 유·무, 기타 교직 경력 등은 일반적으로
통합교육지지 정도에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컨대 조사 대상 집단별로는 대체로 일반교사 보다는 특수교사가, 일반 사범계 학생보
다는 특수교육 전공 학생이, 통합교육 비경험자보다는 통합교육 경험자가, 그리고 특수아동 경험
자가 비경험자보다 통합교육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였다.
한편, 조사 대상자들에게 특정 장애 유형과 관련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를 실시한 연
구는 21편의 분석 대상 조사 연구 중에서 5편(청각·언어장애 - 강수균, 1998; 청각장애 - 권순
항, 이규식, 2000; 지체부자유 - 박재국, 강수균, 中司利一, 1997; 박재국, 안성우, 손상희, 2000; 정
신지체 - 정금자, 1999)이었다. 하지만, 장애유형별로 응답자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2) 통합교육의 영향
통합교육의 영향은 장애아와 비장애아 두 집단간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볼 수 있었다. 먼저, 장애아들에게 있어서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영향은 사회성이나 적응력
향상이 거론되었다. 일반아동들에게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장애아에 대한 편견을 점차
적게 가질 것이며, 장애아를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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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 등이 지적되었다. 유아교육 교사들도 통합교육의 이점을 정상유아의 이해와 협력적 태도
함양 (85.4%), 장애유아의 사회성 발달 (82%), 유아교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68.4%), 교육기회균
등 실현 (51.5%) 순으로 지적했다(강미자, 池田由紀江, 1996). 정계숙(1995)의 연구에서도 응답자
들은 통합교육이 장애아에게는 사회성 사회적응력, 교육기회 균등, 발달적 향상에 기여하고, 비장
애아에게는 장애아에 대한 인식변화, 협력 증진, 이해심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응답했다.
한편,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장애아들에게 있어서는 소외, 고립, 열등감 등이 거론되었고, 정상
아들에게는 장애아동의 부적절한 행동 모방, 퇴행 등이 지적되었다(정계숙, 1995, 1997). 또한 일
반교사에게 필요이상의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며, 장애아 부모나 가족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
다는 응답도 있었다(강수균, 1998).

3)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저해 및 촉진 요인
성공적인 통합교육에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것들은 교사의 자질 부족(이소현, 1995),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준비 부족, 시설이나 설비의 미흡, 각종 교구나 교자재 부족, 열악한 교육여건 등이었다.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경우, 통합교육에 대한 훈련경험과 지식의 부족, 장애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돌발행동이 통합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거론되었다(유수옥, 이금순, 2000). 강미자, 池田
由紀江(1996)의 연구에서도 통합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사의 전문성 부족(82%), 유치원시설 설비
부족(76.2%), 정상유아 부모 이해부족(75.7%), 유아교육교사 부담 증가(65.5%)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유치원 원장들은 교사의 준비 부족을 통합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었다(이소현,
1995; 유수옥, 이금자, 2000). 이 밖에도 주변인들의 장애아에 대한 부정적 태도, 법률 및 제도의
미흡, 과다한 학급당 인원 수, 입시 위주의 학력 풍토 등이 특수아 통합교육의 장애물로 지적되었
다(신진숙, 1998; 유수옥, 이금자, 2000; 이소현, 1995).
한편,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크게 인식 변화, 교육 여건 개선, 제도
보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인식 요소로는 교사의 장애아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도 능력, 긍정
적 장애자관, 비장애아동 부모의 인식 변화 등이 거론되었다. 교육여건으로는 각종 시설, 설비의
정비, 필요한 교재의 제공, 행·재정적 지원 확대, 수업 및 업무 부담 경감, 입시위주 교육 환경
개선, 학급당 인원 수 감축, 조직의 유연성, 통합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자료 보급, 국가적 지원
체제 강화 등이 지적되었다. 제도적으로는 통합교육 관련 규정과 법령 개정, 장애아 권익 보호,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등이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전제조건으로 지적되었다. 이러
한 점들은 다른 나라 (미국)의 경우도 비슷했다. 미국의 경우,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를
조사한 연구를 종합한 결과, 교사들은 통합교육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필요한 시간, 지식, 기
능 등이 없으며 연수가 필요하고 각종 필요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이 모자란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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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uggs & Mastropieri, 1996).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저해요인이자 촉진요인으로 특히 많이 지목된 것은 교사의 자질과 교사
의 준비였다. 많은 연구들이 통합교육에서 교사의 자질이 중요한 변인임을 지적했지만, 필요한 교
사의 자질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모두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재 필요한 자질에 비해 갖추고 있는 자질은 크게 미흡하거나(유수옥, 이금순, 2000),
통합교실 속의 특수아 이해와 지도를 위한 체계적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에 많이 공감하
였다(황순자, 2000). 구체적인 필요 자질로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 긍정적인 장애아 수용 태도, 장
애아 진단평가 기술과 개별화프로그램 제작 능력 등이 거론되었다(유수옥, 이금순, 2000). 가장 구
체적으로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사 자질을 조사한 김경숙, 정계숙(2000)의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통합교육에 필요한 유치원 교사의 자질로는 ① 발달의 개인간, 개인내 차이 이해, ② 개별활동 계
획 및 실시, ③ 건강, 안전, 영양, 및 개별화 가족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시, ④ 다른 전문가나 가
족과의 협력, ⑤ 특수한 지도 전략 고안, ⑥ 장애아 평가를 위한 평가 조정, ⑦ 평가 결과 활용 및
평가개념 이해, ⑧ 긍정적 아동행동 발달 촉진 방안에 관한 지식과 기능, 그리고 ⑨ 전문가 정신
의 함양 등이 필요 항목으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환경에서의 필요한 통
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질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4) 일반학급 교사와 특수교사 협력 방안
일반학급 교사와 특수교육 교사간에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수의 연구만이 태도 조
사 항목에 포함시켰고, 그나마 한 두개의 문항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두 교사 집단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모두 강한 동의를 표했다. 신진숙(1998) 연구에서는 하
나의 문항으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상호협력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자문을 구한다를 제시하
고 5점 척도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였다. 두 집단 각각 5점 중 3.99와 4.06
의 지지도를 보였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이 인식한 현재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간의 협력 정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주석, 1999).
주목할 점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일반학급 담당 교사들이 비교적 부정적인 인
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특수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조사한 황순자(2000)
연구에 따르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집단간 협력 정도는 빈약하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75%이상이었다. 이는 얼핏 많은 조사 대상 교사들이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교사들은 대체로 특수교사가 수업 관찰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가 자연스럽게 대
처한다고 응답하면서도, 두 교사 집단간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17명중 12명(60%)의 일
반학급의 여교사는 학급교사로서의 전문성에 도전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25명의 일반학급 남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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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 17명(68%)은 특수교사의 수업관찰 행위를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긴다고 응답했다.

5) 구체적인 기타 통합교육 운영 방안
정금자(1999)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통합교육의 운영방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정금자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지지를 표한 구체적인 통합교
육 방안으로는 적정한 지도 집단 규모(5- 6명), 학급편성 방법으로서 혼합 편성 후 일부 분리,
예·체능계 위주의 통합교육, 생활중심 교육과정, 일반교사와 통합교사간 역할 분담을 통한 통합
수업 운영, 현장학습이나 자료 제작 등을 통한 부모참여 등이었다. 이 밖에 황순자(2000) 연구에
서는 통합학급 내에서 일반 학생들이 특수아동들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래 앞에서 칭찬해
주기, 친밀한 짝 배치, 상호협조 분위기 조성 등을 지적했다. 신진숙(1998) 연구에서는 개별화 교
육, 수준별 교육과정, 학습 도움실, 교실 내 시설의 개선, 교사간 상호협력, 교수자료 활용, 다양한
교수법 및 평가방법 등이 거론되었다. 한편, 정계숙(1995)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유아들을 대상
으로 적합한 통합교육 연령으로 3세, 4세, 5세 순서로 선호하였고, 한 집단 적합한 장애아 수로는
1- 2명, 3- 4명 등의 순서로 선호하였다.

6) 조기 통합교육의 필요성 및 방법
조기 통합교육의 필요성,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유아 교육 관련 기관장들이 대개 공감하
였다. 하지만 조기 통합교육을 지지하는 정도는 기관장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특수학교
장, 일반학교장, 그리고 유치원이나 조기교육기관 원장 순서로 조기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이영철, 송정은, 2000).

5. 분석 방법의 특징
통합교육에 관한 태도 형성에 조사 대상자의 통합교육 혹은 특수아동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정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예컨대, 유수옥, 이금순(2000)의 연구에서 절대 다수(96.3%)의 유치
원 원장들은 유치원교사들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데 교사들의 장애아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또한 유아 통합교육에 가장 적합한 유아교사로 유아교사이면서 유아특수교육을 연수받
았거나 유아특수교사이면서 유아교육을 연수받은 사람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유아특수교육의 연수
경험 및 지식이 통합교육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한편, 오광진, 이희철(1998)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특수체육과목을 수강할수록, 특수교육 관련 과목을 수강할수록, 장애학생 지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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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을수록, 그리고 장애아 지도 경험이 만족스러울수록 통합교육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통합교육 경험의 질과 특수아 지도경험이 체육통합수업에 대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태도 조사 연구들이 배경변인으로 어떤 것들을 포함시켰고, 또 분석에서 어떤 변인
들을 통제했는지 알아보았다. 주요 배경 변인별 조사 항목에의 포함 여부와 분석 때 통제변인으
로의 사용 여부를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배경 변인별 조사 횟수 및 분석 횟수
배경변인 항목
조사에 포함시킨 연구 편 수
통합교육 경험 유무
5
장애 자녀 및 장애아 경험 유무
9
특수교육 수강, 연수, 자격, 경력 여부
10
통합교육의 유형
0
총 교육경력
8
장애 유형
0
성별
5
연령
3
통합교육의 질
0
학교급별 (유치원, 초·중·고등)
2
응답자 학력
4

통제변인으로 분석한 연구 편수
3
5
8
2
0
2
4
0
1
0
0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실제 조사된 배경변인과 통합교육에 관한 태도 분석 때 통제변인으로 사
용된 변인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장 많이 조사된 배경변인은 특수교육 관련
경험이었고, 이어서 장애아 경험 유·무, 총 교육경력 순이었다.
반면, 통합교육에 대한 경험을 배경변인으로 조사한 경우는 5편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통합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태도상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3편에 지나지 않았다. 이 밖에 경험한
통합교육의 유형, 장애유형, 경험한 통합교육의 질, 학교 급별 (유치원, 초·중·고) 배경 변인은
조사항목이나 통제변인으로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Ⅳ. 논 의
1. 근본적인 물음: 태도란 무엇이고,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태도 조사 연구의 가치는 또한 응답자들의 태도와 행동간의 일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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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덕적 쟁점 사항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이에는 많
은 차이가 있다.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태도를 갖는 것과 실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윤리적 사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로 그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는 별로 타당한 방법이 아
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지의 사실이다. 여하튼, 태도와 행동간의 일치 문제는 결국 태도란 무엇
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태도의 핵심적 요소는 무엇인가? 지식인가? 정서적 반응인가? 아니
면 실천행동인가? 이 세 가지 모두라면 그 요소들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무엇인가? 아니면 상대적
중요성 없이 균등하게 중요한가? 어느 한 가지가 더 중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와 같은 태도 개념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를 행동적 측면, 감정적 측면
그리고 지식적인 측면의 세 영역에 걸쳐 분석하고자 했던 박재국, 강수균, 中司利一(1997), 박화
문, 손상희(2000), 그리고 권순항, 이규식(2000) 등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비록 이들 연구들에서
행동은 실제 관찰된 행동이 아닌 표현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식
이나 감정 어느 한 측면에서만 태도를 접근하려는 경향과 비교하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통합교육 태도 조사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
다: 태도는 통합교육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태도에서 통합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한 시사점은 선행 연구나 문헌에서 추출할 수는 없는가? 태도를 아
는 것이 어떤 면에서 통합교육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먼저,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와 통합교육 현실과 관련해서는,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는 필연적으
로 통합교육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을 경험한 이후에 갖는 행동으로 표출된 정서적
반응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자체는 직.간접으로 경험한 통합교육의 유
형이나 양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Harvey, 1992). 이 경우, 필연적으로 조사 대상자들이 경험한
혹은 응답시 상정하고 있는 통합교육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이들의 응답 의미는 달리 해석되어
야 한다. 예컨대, 특수아를 일반아동과 통합시켜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응답자
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라는 경험에 근거하여 예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좋지
않지만 당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라고 할 수도 있다. 또 전혀 경험은 없지만 추측에
근거하여 모종의 이유로 예나 아니오라고 응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합교육 실제에 무엇인가
를 시사하려 한다면, 세 가지 다른 이유를 가진 동일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이것을 설문지 형식으로 묻는 것만으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를 구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태도 조사의 기본적인 한계점은 이처럼 통합교육 현실에 영향을 받는 태도 자체에서 통합교육
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점은 오광진, 이희철(1998)연구에서, 경
험했던 통합교육의 질에 따라 응답자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정도가 달랐던 것에서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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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특히, 만족스러운 통합교육의 경험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합교육에 대
한 긍정적 태도가 높았고, 장애아 지도 경험, 성별, 근무 학교의 종류 등과 같은 배경 변인 중에
서 통합교육의 질이 통합교육의 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합교
육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는 반드시 조사 참여자들이 경험했거나 상정하는 통합교육 내용을 통제
해야 한다.

2. 통합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의 시사점
통합교육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통합교육 관련 주요 당사자들, 즉 교사와 학부모는 대개 압
도적인 비율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음이 그 동안의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사실, 통합교
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특정한 형태의 통합교육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대답할 수 있는, 일
종의 가치판단적 질문이다. 통합교육이 당위적인 사항인 이상, 더 이상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를 태도 조사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는
통합교육에 반대하는 이유로 응답자들이 통합교육 자체의 문제보다는 통합교육 실시를 위한 준
비의 미흡, 교사의 자질 부족 등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유수옥, 이금순,
2000; 정계숙, 1995).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통합교육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숫자와 실제로 장애아를 수용하겠다는 숫자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이다. 예
컨대, 강미자, 池田由紀江(1996) 연구에서 유치원 보육원 교사의 76% 이상이 통합교육 철학에는
동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장애아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0%, 수용의사가 없다
고 응답한 사람이 40%로 나타났다. .
두 번째 주목할 점은 대부분이 통합교육에 찬성하였지만, 장애아동 학부모는 김나영(2000), 김숙
경(1999), 안성우, 박재국, 백유순(2000) 등의 연구에서는 모두 예외 없이 상대적으로 통합교육에 대
해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개 비장애아동 부모보다 장애아동 부모의 통합교육에 대
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들이 경험한 통합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경험했거나 상정하는 통합교육의 유형과 질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은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3. 조사 대상 선정상의 특징
조사 대상 집단의 분포에서 두드러진 점은 보통 통합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 중에

특수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의 분석

1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교사와 학부모를 제외하고, 학교장, 교육행정기관장, 그리고 통합대상인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는 아예 조사가 안되었거나 한 두 편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통
합교육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가 바로 통합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의 인식
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는 어쩌면
통합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통합교육의 시행이나 운영 측면에 너무 무게를 두어, 이제까지
통합교육 실제나 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태도 관련 정보 출처로서 통합교육 수요자보다는
통합교육 운영 주체나 공급자를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통합교육의 실제
운용과 개선은 어디까지나 통합교육 수요자인 장애학생이나 비장애학생들의 만족도나 태도에 근
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조사 대상 분포상의 두 번째 주목할 점은 통합교육 운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행
정가(교장)들의 의견이 거의 조사된 바 없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예비교사나 교육행정가, 그리
고 교육 전문가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합교육을 실제 담당하는 사람들은 학급 담임교사나 특수교사이지만 그에 필요한 정책이나 시
설 및 규정을 관할하는 사람들은 교육행정가나 교육 전문가들이다. 특히 교육행정가 (교장이나
교감 및 교육청 관련 행정가)들의 통합교육, 나아가서는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인식이나 태도 혹
은 신념은 특정 학교 내에서 통합교육이 어떤 식으로 운용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
례로, 황순자(2000) 연구에서 학교 행정가의 특수아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교사
(5.2%)와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43.2%)의 합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다는 점은 이 분야가 시급히 연구되어야 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부분임을 보여준다.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관한 관점 역시, 이들이 장차 통합교육 자체를 떠맡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 한 후에, 부적절한 측면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적절한 태도 변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
이다.

4. 조사 항목(내용)의 적절성
태도 조사 연구 결과의 유용성은 전적으로 조사 문항의 질에 달려 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
는 것이, 개방형 질문이 아닌 다음에야 응답자들의 반응은 어차피 연구자가 제시한 문항의 범위
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 대상자들에게 제시하
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각 문항을 설정할 때 어떤 근거로 어디에서 참조하였는지 그 출
처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막연히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자체 개발했다거나 약간 수정하여 개발했

16

아시아교 육연구 3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특정 항목을 포함시킨 연구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기존 태도 조사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들의 항목들을 보면, 실제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기에는 조사 항목들이 너무 일반적이다. 또 항목들간의 우선
순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제도, 시설, 여건 측면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아주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도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답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때론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
자체에서는 통합교육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를 직접 얻을 수 없다. 예컨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다고 통합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이다. 특히, 일부의 경우이기는 했지만,
통합교육을 경험한 장애아 학부모들이 통합교육에 반대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이
통합교육에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한다면 통합교육의 개선 방향에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통합교육 운영방안간에 우선 순위를 묻지 않음으로써 어느 항목부터 먼저 실행해야 할지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물론, 항목들간에 우선 순위를 따질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통합교육 관련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학급당 인
원수를 감축하는 것은 동시에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것을 먼저하고 나중에 할 수 있는 사
안이 아니다.
통합교육 실제 운영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가장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조사 항목은 통합교
육의 성공요인과 장애 요인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한결같이 통합교육에 성공적인
요인과 장애 요인을 몇 가지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중요성이나 동의 정도에 따라 응답자들로 하
여금 척도에 표시하도록 했다. 대개 연구자가 제시한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매우 높은 정
도의 지지를 보였다. 예컨대, 학급당 인원수 감축, 주변 사람들의 태도 개선, 법률과 제도 개선, 시
설과 설비의 정비, 특별한 교재의 제공,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 항목들에 대한 응답들이 당장 교사가 학급에서 통합교육을 운영하고 시행하는 데
에는 별 시사점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들 외적 여건과 관련된 사항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사항들이고, 실제로 통합교육 담당 교사들이 교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하
는 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들 요인들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통
합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재국,
안성우, 손상희(2000)의 연구에서 보여준 한국 예비교사와 일본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차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에서 한국 예비교사들은 제도나 행정법규, 시설, 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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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수 등 주로 외적 여건이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 반면, 일본 예비교
사들은 학교의 수용체제 개선, 교사의 태도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일부 조사 항목들은 조사 연구 방법으로 만족스러운 정보를 제공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한 집단의 통합교육 운영 규모를 몇 명으로 하면 좋겠는가? 라는 문항을
교사들에게 물은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적절한 지도 집단의 규모는 응답자들의 의견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실험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상호 비교 분석한 다음 결정할 사안이다. 구체적인 통
합교육 운영 방안에 관한 많은 내용들, 예컨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적절한 협력 방안, 일
반학급과 특수학급 간의 적절한 수업시간 배분 등도 응답자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결정하기보다
는 각 특수아동의 요구에 초점을 두어 각 방안의 실제 효과를 검증한 후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교육의 효과를 묻는 문항도 조사 연구의 항목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통합교육의 효과는 의
견을 물어서 확인할 사항은 아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들이 통합교육을 하고 있지 않거나 경험이
없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 경우, 응답자들은 기껏해야 추측에 근거하여 응답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물론, 통합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정보도 나름대로 유용성이 있
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통합교육 운영 결과, 효과가 어떠한가에 관한 정보이다. 따라서
통합교육 효과에 관한 사항은 태도 조사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참여관찰
이나 현장 인터뷰 혹은 실험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결정적으로, 태도 조
사 도구는 현재와 같이 설문지 형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사 방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도 언급했듯이 통합교육 현장 관찰과 통합교육 운영 담당자들의 현장 인터뷰가 반드시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설문지 양식도 해당 사항을 나열해 놓고 각 사항에 대해 단순히 지지나 반대 정도
를 표시하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항목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층적인 질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항목보다 추가되거나 새롭게 제시되어야 할 항목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간 바람
직한 협력 방안과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일 것이다. 단순히 두 집단간에 협력
이 필요한가? 라고 묻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두 집단이 협력을 하는 데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
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별로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교
육 장면을 담은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통합교육 운영 방안
에 관한 태도는 실제 운영 사례와 관련하여 조사되어야 한다. 단순히 설문지를 통한 태도 조사보
다는 현장 관찰과 인터뷰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점적으로 조사되어야 또 다른 영역은 학교체제나 교육행정 측면에서의 통합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이다. 한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는가 하는 점들은 결정적으로 학교장이나 교육행정가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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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했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필요한 학교장의 역할과 리더쉽, 학교 체제상의 변화 요인 등이 심층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

4. 조사 도구의 측정학적 특성
태도 조사 연구 결과는 조사 도구의 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사
도구의 측정학적 특성, 즉 타당도나 신뢰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대부
분의 조사 연구에서 신뢰도는 .70 이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타당도의 경우 21편중 9편만
이 타당도에 관한 기술을 포함시켰다. 타당도 영역에서는 안면타당도와 요인분석을 통한 내용타
당도 확립 등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나머지 12편에서는 타당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신뢰도를 전혀 보도하지 않은 논문도 20편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응답방식상의 문제로는, 많은 항목들을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
의 항목에 높게 지지나 반대를 표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5점 만점 중에서
하나의 항목에는 4.3을, 다른 항목에는 4.1을 주었을 경우, 과연 전자 항목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응답자들은 우선 순위와 상관없이
개별 항목별로 응답을 했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이 만약 우선순위를 고려하라고 요구를 받았다면
다른 점수를 배정했을 지도 모른다.
응답방식으로는 거의 모든 연구가 5- 7단계의 Likert식 척도를 사용했는데, 이 경우, 응답자들이
극단적인 답을 회피하는 경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점수가 주는
의미도 불분명하다. 예컨대, 5점 만점 중에 3.5점과 3.9점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 도리가 없다.
7단계 척도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예컨대, 응답자들이 조금 그렇다, 와 약간 그렇다
를 어떻게 구별했는지, 연구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5. 조사 대상자들의 배경변인이나 기타 매개변인을 적절히 통제했는가?
태도 조사연구 결과의 타당성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자들의 배경변인이나 여러 매개변
인을 얼마나 잘 선정하고 측정학적으로 통제했느냐 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통합교육 관련 태
도 형성에 가장 중요한 변인들은 대개 통합교육의 경험 유·무, 통합교육 유형, 그리고 장애아 유
형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최소한 통합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특수아동을 접할 기회를 가졌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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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어떤 유형의 장애아 통합교육에 관한 것인지가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간에 일치해야 한
다. 이는 이미 장애 유형에 따라 통합교육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선행 연구나, 개인차를 고려
해야 한다는 특수교육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다. 물론, 특수아동이나 통
합교육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서도 통합교육에 대해 모종의 태도를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태도
조사 연구의 목적이 태도로부터 실제 통합교육 현장의 운용과 관련하여 모종의 시사를 얻는 것이
라면(그렇지 않다면 태도 조사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약하다), 반드시 조사 대상자들이 경험한 통
합교육의 유형과 질, 그리고 장애아의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태도 분석과 관련하여 선행 조사 연구들이 보인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 중의 하나는 소위 분석
을 위한 분석이 많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교직 경력이나 성별, 연령별로 태도 차이를 비교 분석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일례로 3년 이상의 경력자와 3년 이하의 교직 경력자간에 특정 통합
교육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었는가 여부는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별로 시사하는 바가 없을 것
이다. 즉, 필요한 것은 배경변인간 태도 점수 차이 여부가 아니고, 차이가 나는 이유이다. 태도상
에 조사 대상 집단간 차이를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대신 조사 목적과 집단간 차이 비교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Ⅴ. 태도 조사 연구의 방향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한 반복 연구를 방지하면서도
아직 미흡하거나 전혀 시도되지 않은 영역을 밝혀내어 후속연구를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통
합교육 관련 태도 부분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예컨대,
통합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러저러한 지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교사의 자질이 중요
하다고 보는가? 등과 같이 응답이 한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성격의 질문들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실제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러한 정보만으로
는 부족한 영역을 선행 연구들로부터 찾아서 그 부분에 태도 조사 연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이다.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태도 조사 연구에서의 미흡한 부분과, 전혀 연구되지 않은 부분, 불필요
한 부분, 그리고 이전까지 태도 조사를 통해 연구되어 왔지만 다른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
등을 요약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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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통합교육 태도 조사 연구의 미흡(未洽) 부분과 미답(未踏) 부분
영역
선행
연구
종합

조사
대상
선정
및
배경
변인
통제

조사
항목의
적절성

미흡(未洽)
미답(未踏)
여타 필요한
충분 혹은 불필요
(Blank Spot )
(Bl ind Spot )
연구방법
- 태도 관련 선행 연구 종합
- 해외 태도 조사 연구 - 부분적인 선행
후 추후 연구 필요한 부분
- 문헌종합법
와의 비교 분석
연구 요약
규명 및 실시
- 교육행정가 (학교장
- 경험한 통합교육의 질과 유형
- 뚜렷한 이론적 - 참여 관찰
및 교육관료) 통합교
에 따른 통합교육 태도, 만족
근거 없는 성
및 현장
육 인식, 통합교육
도
별, 연령별, 집
인터뷰
실행 의도
-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태도,
단별 태도 차
- 통합대상 장애아와
만족도, 필요성과 그 근거
이 비교 분석
비장애아의 통합교육
- 예비 교사들의 통합교육에
에 대한 태도 및 만
대한 인식, 태도
족도
- 장애아 부모 혹은 일부 교사
- 초.중.고등 학교 교사
들의 통합교육 반대 이유
를 대상으로 한 교사
- 일반 초.중.고등 학급에서의
간 협력에 대한 태도
통합교육 관련자 조사연구
- 학부모 태도 변화 방법
- 통합교육 실행중인 교사 대상
- 학교 체제, 교육 체제 측면 - 학교장의 리더쉽 역
에서의 성공 및 장애 요인
할과 기대사항
- 일반교사 특수교사 협력 방
안. 특히 초. 중. 고등학교 상
황에서의 협력방안
- 여러 가지 운영방안 중 우선
순위와 그 이유
- 선행 연구의 종합을 통한 조
사항목의 타당성과 유용성
확보

- 조사 도구 출처 제시
연구
- 태도와 실제 행동간
- 신뢰도, 타당도 관련 정보
방법
의 관련성 제시
제시
(조사
- 인터뷰나 참여관찰
- 설문지 대신 영상자료나 오디
도구)의
병행
오 자료 제시하고 태도 조사
측정
- 실제 운용 사례와 태
학적
도조사 병행
특성

- 필요 항목 (교
- 실험 연구를
사의 자질, 전
통한 프로그램
문성, 시설, 설
개발 및 평가
비, 제도, 행.
- 참여 관찰
재정적 지원,
및 현장
학급당 인원수
인터뷰
감축, 교육자
료 구비 등)
- 각 통합교육
운영방안 지지
정도
- 학부모나 미경
험자 대상 구
체적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
- 우선 순위 없
- 문제 해결
이 특정 항목
과제 제시하고
에 평정 요구
해결 방안별
- 경험 통제
특징 분석
없는 촉진요인
과 장애 요인
조사

<표 4>에서 미흡한 부분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 충분한 경험적 자료가 축적되
지 않았거나 상반되는 자료가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다. 미답 부분은 선행 연구들이 전혀 다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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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부분을 나타낸다. <표 4>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일단 선행 연구를 세밀히 분석하여 주요 연
구 영역을 규명하는 것이 첫 순서이다. 다음에, 조사 대상으로서는 특히 교육행정가 집단과 통합
교육 주요 당사자인 특수아동과 일반아동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조사 항목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통합교육 실행 방안에 관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학교체제나 두 교사 집단간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조사 연구로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사 내용과 그렇
지 않고 실험 연구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하는 내용을 구별해야 한다. 조사 방법으로서는 일
단 조사 도구의 측정학적 특성을 확보하고, 면접법, 참여관찰법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 태도 조사 연구의 기본 전제
본 연구는 기존에 국내 유명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 참여
자들의 태도나 인식을 조사한 방법과 사용된 도구, 그리고 주요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고, 그에
근거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한 영역을 미답 부분과 미흡 부분을 나누어 규명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내용 분석은 전적으로 1차 연구 내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을 여타 태도 조사 연구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 대상 연구의
범위에서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분석 대상 연구들이 장애아동 통합
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 태도 조사 연구들로부터 통합
교육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과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수 규명할 수 있었다. 태도
조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태도 변화 교육 요구를 규명하고, 나아가 통합교육 실제 운영에 필
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많은 통합교육 태도 조사 연구는 아쉽게도 그
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미흡 부분과 미답 부분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
인 중의 하나는 선행 연구에 대한 꼼꼼하고 체계적인 검토작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통합교육과
관련한 많은 부분이 이미 선행연구에서 수행되었다. 통합교육에 관한 관련자들의 태도 분야도 예
외가 아니다. 예컨대, 통합교육에 동의하는가 여부는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확인이 되었다. 어떤
요인이 성공적인 통합교육에 중요한가 하는 점도 많은 부분 규명이 되고 있다. 교사의 질이 절대
적이요, 넉넉한 물질적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등등. 이러한 사항들은 선행 연구 결과
로도 충분하며, 당장 급한 것은 통합교육에 대해 관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아니고
현재까지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효과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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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할 때이다.
통합교육 태도 조사연구에 앞서 먼저 연구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것은 통합교육의 기본 취지이
다. 통합교육 관련법의 기본 취지는 특수아동을 의무적으로 일반학급에 통합시키라는 것이 아니
고, 다양한 형태의 통합교육 서비스 연계성을 마련하여 개별 학생의 특성과 교육 요구에 따라 제
공하라는 것이다(Yell, 1995). 특수아동이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
직 그 아동의 교육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가 그것을 필요로 할 경우에만 그렇다. 또한 일반학
급 내의 다른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가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통합교육 논의의 중심
은 어디까지나 통합대상인 장애아와 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비장애아여야 함을 의미한다. 통
합교육은 어느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이 있어서 가급적 모든 장애아동들이 그 모델을 제공받아야
하는 성격이 것이 아니다. 통합교육은 완전 통합부터 완전 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수교육
서비스 연계를 구축하고, 장애아동의 요구에 따라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유형에 장애아동을 배
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분석 대상 태도 조사 연구들이 보고한 통합교육의 성공
요인과 장애요인 항목들은 대개 외적 여건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태도 조사
대상에 장애아동이나 통합학급의 비장애아동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태도 조사 연구자들
이 이러한 취지를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보다 더 적절한 조사 대상과 조사 항목들을 설정하
게 될 것이다.
이제는 현장의 통합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 만약 그 모습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 연구가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태도 조사 연구뿐만 아니라, 실험연구, 참여관찰, 그리고 현장 인터뷰 등과 같은 연구방법
이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현장에 가기 전에, 가상적인 통합교육 상황을 주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관찰해서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영역과 함께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쌓인 선행 연구 결과를 참조로 효과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것을 투입한 다음, 그
효과지수의 하나로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일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투입 후, 그 효과
와 활용 정도를 본다면, 좀 더 보완하거나 새롭게 개발해야 할 영역들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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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 c 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Survey Research on
Attitudes tow ards Inclusion
Le e , Da e -Sik*2)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s and features of the recent research
about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inclusion. A total of 21 stud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Mostly, the study participants agreed with the necessity of inclusion, and the specific inclusion
guidelines presented by the researchers. The participants also indicated supportive systems such
as a small class siz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nd enough instructional materials as
important factors for successful inclusion. Still, a lot of blank spots and blind spots that must be
filled with knowledge obtained from sound empirical studies for the purpose of guiding
inclusion practices were identified from the previous survey research. For example, very few
educational administrators or school principals were surveyed; the survey items were too
general; and many researchers did not controlled participants' experiences with either special
education 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when they report the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inclusion. The essential purpose of inclusion is not to put special education students and their
peers into the same classroom; it is to provide a spectrum of special education services according
to the unique educational needs of individual students. Thus, the effects of inclusion must be
judged by the degree of satisfaction felt by special education students and their classmates.
Research about attitudes toward inclusion must be changed. More research is required regarding
how inclusion is undergoing, how inclusion practices can be improved, and how an inclusion
program effective. Many innov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survey, experimental study,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terview, also must be considered. Instead of conventional survey,
developing effective inclusion programs based on previous sound research and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program could be an alternative research approach in the area of inclusion.
Key Wor ds : i nc l us i on, a t t i t udes , sur vey r esear ch, l i t er at ur e r evi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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